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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냉증은 냉각과민증[1]으로 신체의 특정부위가 일반적으

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차고 시려서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냉증으로 인

해 추운 곳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도 손

발이 시린 듯한 차가움을 느낀다. 냉증은 그 자체는 질병

이 아니지만 여성 질환 중 월경불순, 빈혈, 내분비장애, 

산후후유증, 불임 등의 질병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수족냉증에 파라핀과 마사지를 적용하여 보고

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생 중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19세부터 
24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21.3세였다. 연구대상은 남성

11명, 여자19명으로 총 30명으로, 적외선 치료와 마사지

를 적용하는 마사지그룹과 적외선 치료와 파라핀을 적용

하는 파라핀그룹으로 나누어 중재하였다. 

 1. 측정 도구 

  적외선 체열촬영(Digital Infraed Thermal Imaging). 

냉부하검사(Cold Stress Test)를 이용하여 체열으 변화정
도를 알아보았고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를 

이용하여 냉각과민증으로 인한 통증정도를 알아보았다.  

 2. 중재 방법 

  모든 중재는 IR을 15분 동안 먼저 적용하였고, 주 3회 

실시하였다. 적외선(Infrared: IR)는 15분간 실시하였다. 

파라핀욕(Paraffin bath)은 55℃를 유지하였고 60초 동안 

파라핀베스에 손(손목까지)과 발(발목까지)을 담근 상태
를 유지한 후 30초 동안 굳히는 과정을 10번씩 반복하였

으며, 그 후 15분 동안 랩과 수건으로 중재부위를 감싸 

유지하였다. 마사지는 한쪽 손과 발에 3분씩 적용하여 

총 12분 동안 적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21.0)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룹 간 비교는 독립표본 t-test를 사
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중재 후 그룹간의 비교 

  중재 후, 마사지 그룹과 파라핀 그룹 간에 차이를 알아

보았다. 맥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CST, 산소포화도, 오른손 온도차, 왼손온도차, 

오른발온도차 그리고 왼발온도차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재 전과 비교했을 때, 오른손온도

차와 왼손온도차가 마사지 그룹보다 파라핀 그룹에서 적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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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This study of purpose was to evaluate the changes in hands and feet temperature by applying massage and paraffin bath..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30 university healthy students. Subjects were divided into paraffin bath group and massages 
group. The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was used for thermographic analysis. The visual analog scale was used 
for su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degree of cold sensitivity and cold stress test was used for analyzing the temperature 
recovery rate. After the interventions showed that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right hand and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left hand are less in the paraffin group than the massage group. When applied paraffin bath and massage to the cold 
hypersensitivity patient the massage group showed difference in the visual analog scale and the paraffin group showed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of the right hand, left hand, left foot and in the visual analog scale. Paraffin bath treatment 
seems to be useful to patients with cold hypersensitivity on hands and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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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ge group(n=16) Paraffin group(n=13) t p

CST 2.87±1.30 2.23±1.48 1.21 0.24

Oxygen saturation 96.81±1.87 96.46±1.13 0.59 0.56

Pulse 77.13±9.35 92.77±12.81 -3.80 0.00*

RHTD 2.48±1.34 2.87±2.23 -0.57 0.57

LHTD 2.48±1.33 2.61±1.19 -0.21 0.84

RFTD 1.92±1.69 1.88±1.57 0.08 0.94

LFTD 1.55±1.91 1.73±1.11 -0.30 0.77

RHTD:오른손 온도차, LHTD:왼손 온도차, RFTD:오른발 온도차, LFTD:왼발 온도차

표 1. 중재 후 마사지그룹과 파라핀그룹의 비교

(n=29)

Ⅳ. 고찰

  본 연구는 파라핀과 적외선 온열요법 또는 마사지와 

적외선 온열요법을 사용하여 냉증 호전정도의 차이를 알

아보고, 냉증에 대한 VAS의 변화와 DITI를 이용한 온도

변화 및 한랭부하검사를 통한 체온의 회복률을 비교하였

다. 

  본 연구에서 마사지 그룹에서는 중재 후에 양쪽 손발

의 온도차이가 줄어들었으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VAS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사지에서 VAS에 대

한 유의한 차이는 채수형 등(2007)의 연구에서 발 마사

지 전, 후의 발 온도 변화와 기분상태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마사

지그룹의 VAS에 관하여 이전에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본연구의 결과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마사지후의 냉증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은 직접적인 마사지를 시행하였을 때 기분을 더 나아

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라핀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에서 이석민 등(2003)[3]

은 관절 질환의 통증과 가동력에 파라핀 치료가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 치료 후 30분이 경과한 후 적외

선을 적용한 피부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1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파라핀을 적용한 피부온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

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수족냉증 관

련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치료분야에서 수족냉증 환자를 대상

으로 파라핀과 같은 심부열을 이용한 연구가 더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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