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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상완이두근에 온열과 한랭요법을 시간별로 적용한 후 피부온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등척성 
수축력과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말초 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20대의 신체 건강
한 남녀 20명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한랭요법을 5분, 10분, 20분간 적용하였고, 온열요법을 5분, 10분, 20분, 30분
간 적용한 후 피부온도, 등척성 수축력과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피부온도는 온열과 한랭 5분 적용 시 급격
히 변화하였고, 적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폭은 줄어들었다(p<.001). 등척성 수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온열 5분 적용 시 가장 높았으며, 온열 30분 적용 시 가장 낮았다(p<.001). 근활성도와 중앙주파수는 온열 5분 
적용 시 가장 높았다(p<.05)(p<.01). 본 연구를 통하여 온열과 한랭요법의 적용시간에 따라 근육의 등척성 수축력과 
근활성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에서 온열과 한랭의 적용시간에 따른 
근수축의 변화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온열요법, 한랭요법, 근활성도, 중앙주파수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isometric contractile force and muscle activity applying ice 
and hot according to the time from the biceps brachii muscle. 
In this study, 20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without musculoskeletal and neurological disorders. By applying 
a hot pack 5 min, 10 min, 20 min and 30 min respectively and ice pack for 5 min, 10 min, and 20 min 
respectively. After that measurement are skin temperature, contractile force and muscle activity. Skin temperature 
of the hot and cold 5 min applied that rapidly changing. Increasing the time it takes to apply a variance has 
been reduced(p<.001). Isometric contractile for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highest when applying the 
hot pack 5 minutes and  lowest when applying the hot pack 30 minutes(p<.001). Muscle activity and median 
frequency was highest when applying the hot pack 5 minutes. To analyze the above results, it was found that 
isometric contractile force and muscle activity changed according to the applying time. These result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study will be more evidence for changes in muscle contraction to apply hot pack and 
ice pack o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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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자의 재활이나 스포츠의학에서 온열요법과 한랭요

법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 온열요법은 용 

깊이에 따라 표재열(온열, 외선, 욕, 유액치료, 와류

욕)치료와 심부열( 음 , 단 , 극 단 )치료로 구분되

며, 한랭요법에는 냉동요법(cryotherapy), 냉찜질,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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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등이 있다[2]. 그 외 온열과 한랭을 혼합하여 용

하는 교 욕이 있으며, 의 펌핑작용을 통한 액 순

환의 증진은 운동 선수의 회복을 더욱 진시킬 수 있다

[3]. 특히, 교차성 열효과(contralateral heating effects)를 

류량 증가 목 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온열욕보다 교

욕이 더 효과 이라고 하 다[4]. 그리고 온열과 한랭요

법은 비침습 이고 안 하며 비용면에서도 렴하여 쉽

게 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성  아 성 손상 시

에는 한랭요법을 사용하고 만성 손상 시에는 온열요법을 

사용한다[5].

온열요법의 용은 주로 통증과 근육경련(muscle 

spasm) 감소를 해 사용된다. 온열요법은 조직온도를 

상승시키고, 국소 용부 의 확장을 통하여 류량

을 증가시키며, 교원조직의 물리  변화와 사활동 증

가, 근육경련 감소, 신경반응 변화, 근골격계 활동의 변화

를 야기한다[1][6][7]. 특히, 근골격계에서는 근력과 지구

력이 감소하게 되며[8] 결합조직의 탄성이 증가한다

[9]. 한 온열자극은 신경반응을 변화시켜 통증 역치를 

상승시키고, 신경 도속도를 변화시키며 근방추 발화율

에도 향을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요통환자에게 

2시간 동안 온열요법을 용한 결과 척주기립근의 근활

성도와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0]. 

한랭의 용은 주로 통증경감, 열 감소, 지 , 그리고 

염증과 부종 감소를 하여 사용되며[11] 신경계에서는 

온도와 도속도를 감소시키고[12] 근육에서는 근방추 

속의 구심성 섬유의 민감성을 떨어뜨려 근경련(spasm)

을 감소시킬 수 있다[13]. 선행연구에 따르면 30  성인

에게 지연성 근육통을 유발한 후 냉동 요법(-110℃, 3분)

과 외선 요법(45℃, 30분) 용한 결과 최  수의  수

축력(maximal voluntary contractions, MVC)이 냉동요

법을 용한 군에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4]. 

한 20  건강한 성인의 견 에 한랭요법을 용한 결

과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과 투척정확도(throw 

accuracy)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선행 연구를 보면 통증감소와 근긴장 완화를 한 온

열과 한랭요법을 용하고 있으나, 온열과 한랭의 용

시간에 따른 피부온도, 등척성 수축력 그리고 근활성도 

변화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상완이두근에 온열과 한랭요법을 시간별로 용한 

후 피부온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등척성 수축력과 근활

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 상은 말  계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신

체 건강한 20  남녀로 모두 20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하 다. 실험을 

수행하기 에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하 고, 상자들로부터 본 연구참여의 자발

인 동의를 얻었다. 모든 상자들은 동일한 측정실에

서 실험을 진행하 고, 측정  최소 10분간의 응 시간

을 가졌다. 측정실의 실내습도는 50∼60%, 실내온도는 

24∼27℃로 유지되었다.

2.2 온열 및 한랭의 적용

인체에 하는 온도가 65℃로 유지되는 기핫팩을 

상완부에 둥 게 말아 균일하게 착시켜 5분, 10분, 20

분, 30분간 용하 다. 아이스팩의 용 온도는 ╶5℃로 

설정하 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해 매 5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 고 5분, 10분, 20분간 용하 고 30분을 

용하는 것은 냉감각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 다. 우 탄 아이스팩을 타

월 2겹으로 말아서 상완부에 균일하게 착시켜 용하

다.

2.3 측정도구 및 방법

2.3.1 피부 온도측정

피부 온도 측정을 해 digital thermometer와 wire 

sensor(Center-306, thermolog., Korea)를 사용하 다. 

피부 온도 측정 장치인 wire sensor와 disital 

thermometer는 측정시간 1  단 로 온도 기록  분석

이 가능한 themolog computer lingking program이 내장

된 PC에 연결하여 사용하 다. 측정은 측정부 에 열 감

지센서인 wire sensor의 끝이 상완이두근의 앙부 에 

치하도록 하여 측정하 다[16].

2.3.2 등척성 수축력 측정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 측정은 MP150 (BIOPAC 

System Inc. CA, USA)시스템과 mechanomyography 

amplifier와 동력계(TSD121C, BIOPAC System Inc. CA, 

USA)를 이용하 고, 고정된 로 에 손목 커 가 연결되

어 있다. 장치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는 MP150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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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의해 디지털데이터로 환된다. 동력계(TSD121C)

의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25Hz, low pass 필터에 

한 cut-off frequency는 5Hz로 설정하 다. 측정 자세

는 체간부를 바르게 하여 실험 의자에 앉게 하고 우세손

인 우측 상완이두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상완을 체

간에 착시킨 상태에서 주  90°굴곡과 완의 회외 

상태를 유지한 자세에서 동력계(TSD121C)에 연결된 커

를 로 당기게 하 다[17].

2.3.3 근전도 신호의 측정 및 분석

상완이두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해 표면 근 도

(Bagnoli EMG system, Delsys Inc., USA)를 사용하 으

며, 기록 극은 상완이두근 근복(muscle belly)에 부착

하 으며, 지 극(ground electrode)은 운동에 방해를 

주지 않은 가까운 부 에 부착하 다.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상자가 최 한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가 되면 상완이두근의 도수근력검사 자세를 기본으로 하

여 최  수의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유도한 후, 5  동안 자

료값을 선형 필터한 후 기와 마지막 1 를 제외한 3  

동안의 평균값을 측정하 다. 신호의 표본추출률

(sampling rate)은 1024㎐로 설정하 고, 주 수 역폭

은 Bagnoli EMG system의 측정 주 수 역 필터인 2

0～450㎐와 60㎐의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 다. 

수집된 근 도 신호의 장과 분석은 Acquisition and 

Analysis Software(Delsys,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효치 진폭(root mean square; RMS)을 분석하 다[18].

앙주 수(median frequency; MDF) 분석은 장된 

근 도 신호의 1  동안 1,000개의 신호를 상으로 주

수 스펙트럼을 얻은 후 window length 1 , window 

overlap 0.5 로 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mation)을 

반복하여 분석하 다.

2.4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학  분석은 SPSS/Window 18.0 로

그램을 사용하 다. 실험결과는 모든 측정치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각 측정 변수에 하여 온열과 한

랭 요법의 용  평균값을 기 값(base line)으로 설정

하 으며, 각 측정 항목에 따라 온열과 한랭의 용 시간

별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통계  유의성을 살펴보

았다. 통계  유의값 수  α=.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는 총 20명으로 평균연

령은 22.10±1.21세이었고 평균신장은 167.76±5.16cm이었

으며 평균체 은 65.12±7.3kg이었다<표 1>.

구분 평균±표 편차

나이(세) 22.10±1.21

신장(cm) 167.76±5.16

체 (kg) 65.12±7.23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2 온열과 한랭 적용 시간에 따른 피부온도 

변화

피부온도는 기 값 33.38±0.70℃와 비교하여, 한랭 5

분 용 시 16.72±0.87℃, 한랭 10분 용 시 13.67±0.7

9℃, 한랭 20분 용 시 11.62±0.64℃로 용시간에 따라 

피부 온도가 낮아졌고, 온열 5분 용 시 36.90±0.46℃, 

온열 10분 용 시 38.24±0.49℃, 온열 20분 용 시 

38.63±0.30℃, 온열 30분 용 시 39.15±0.63℃로 피부온

도가 증가하 다. 기 값(base line)과 비교하여 모든 

용방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2>. 

<표 2>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피부온도 변화
구분(n=20) 피부온도(℃)

Base line 33.38±0.70

Ice pack ( 5분)     16.72±0.87***

Ice pack (10분)     13.67±0.79***

Ice pack (20분)     11.62±0.64***

Hot pack ( 5분)     36.90±0.46***

Hot pack (10분)     38.24±0.49***

Hot pack (20분)     38.63±0.30***

Hot pack (30분)     39.15±0.63***

Values are mean±SD, ***p< .001

3.3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등척성 수

축력 변화

등척성 수축력은 기 값 45.27±9.44㎏과 비교하여, 한랭 

5분 용 시 44.31±9.59㎏, 한랭 10분 용 시 43.27±9.37㎏, 

한랭 20분 용 시 41.31±7.83㎏ 으로 감소하 고, 온열 5

분 용 시에는 46.65±9.49㎏으로 증가한 반면, 온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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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n=20) 등척성 수축력(kg) t

Base line 45.27±9.44

Ice pack ( 5분) 44.31±9.59 1.044

Ice pack (10분) 43.27±9.37  2.175*

Ice pack (20분) 41.31±7.83    4.195***

Hot pack ( 5분) 46.65±9.49    -2.005

Hot pack (10분)  44.78±11.03  .519

Hot pack (20분)  43.79±11.12 1.477

Hot pack (30분) 40.50±9.38    7.221***

구분(n=20) 활성도(㎷) t

Base line 0.54±0.10

Ice pack ( 5분) 0.53±0.09 0.746

Ice pack (10분) 0.49±0.07  2.376*

Ice pack (20분) 0.49±0.07  2.545*

Hot pack ( 5분) 0.57±0.10 -2.193*

Hot pack (10분) 0.50±0.10  2.291*

Hot pack (20분) 0.49±0.09   3.804**

Hot pack (30분) 0.47±0.09    5.860***

구분(n=20) 앙주 수(㎐) t

Base line 66.53±5.76

Ice pack ( 5분) 65.07±5.16   2.835*

Ice pack (10분) 63.32±5.95    3.548**

Ice pack (20분) 62.08±4.94     4.324***

Hot pack ( 5분) 72.89±8.64   -3.442**

Hot pack (10분) 64.58±4.54  1.472

Hot pack (20분) 60.71±5.22    3.508**

Hot pack (30분) 60.85±3.97    3.805**

용 시 44.78±11.03㎏, 온열 20분 용 시 43.79±11.12㎏, 

온열 30분 용 시 40.50±9.38㎏으로 감소하 다. 기 값

과 비교한 결과, 한랭은 한랭 10분(p<.05), 한랭 20분

(p<.001)에서, 온열은 온열 30분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3>.

<표 3>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등척성 수축력 변화

Values are mean±SD, *p< .05, ***p< .001

3.4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근활성도  

변화

근활성도는 기 값 0.54±0.10mV와 비교하여, 한랭 5

분 용 시 0.53±0.09mV, 한랭 10분 용 시 

0.49±0.07mV, 한랭 20분 용 시 0.49±0.07mV로 감소하

고, 온열 5분 용 시에는 0.57±0.10mV로 증가한 반면, 

온열 10분 용 시 0.50±0.10mV, 온열 20분 용 시 

0.49±0.09mV, 온열 30분 용 시 0.47±0.09mV로 감소하

다. 기 값과 비교한 결과, 한랭은 한랭 10분과 한랭 20

분(p<.05)에서, 온열은 온열 5분, 온열 10분 용(p<.05), 

온열 20분(p<.01) 그리고 온열 30분(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표 4>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근활성도 변화

Values are mean±SD, *p< .05, **p< .01, ***p< .001

3.5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중앙주파수  

변화

앙주 수는 기 값 66.53±5.76㎐와 비교하여, 한랭 5

분 용 시 65.07±5.16㎐, 한랭 10분 용 시 63.32±5.95

㎐, 한랭 20분 용시 62.08±4.94㎐로 용시간에 따라 

앙주 수는 감소하 으며, 온열 5분 용 시에는 

72.89±8.64㎐로 증가하 으나 온열 10분 용 시 

64.58±4.54㎐, 온열 20분 용 시 60.71±5.22㎐, 온열 30분 

용 시 60.85±3.97㎐로 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값과 비교한 결과, 한랭은 한랭 5분(p<.05), 한랭 10분

(p<.01), 한랭 20분(p<.001)에서, 온열은 온열 5분(p<.01), 

온열 20분(p<.01), 온열 30분(p<.01)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5>. 

<표 5> 온열과 한랭 적용시간에 따른 중앙주파수 변화

 Values are mean±SD, *p< .05, **p< .01, ***p< .001

4. 고 찰

본 연구에서 상완이두근에 온열과 한랭요법을 시간별

로 용하여 피부온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피부온도는 기 값 

33.38±0.70℃와 비교하여, 한랭 5분 용 시 16.72±0.87℃, 

한랭 10분 용 시 13.67±0.79℃, 한랭 20분 용 시 

11.62±0.64℃로 용시간에 따라 피부 온도가 낮아졌고, 

온열 5분 용 시 36.90±0.46℃, 온열 10분 용 시 

38.24±0.49℃, 온열 20분 용 시 38.63±0.30℃, 온열 30분 

용 시 39.15±0.63℃로 피부온도가 증가하 다. 

Fetrofsky 등[19]의 연구에 따르면 49℃의 핫팩을 타월 4

겹으로 싸서 30분 동안 피부에 용한 결과 조직 온도는 

33℃에서 39℃로 증가하 다. 한 Myrer 등[20]은 온열

포 용에 따라 실제 심부 근육 온도를 측정하 고 1cm

와 3cm 깊이의 상완삼두근 온도가 34∼36℃에서 15분간

의 온열포 용 후 37∼38℃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고, 아이스팩을 5분 용하 을 때 피하층 기 온도(base 

line)와 비교하여, 11℃ 감소하 고 10분 용하 을 경우 

14℃ 감소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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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등척성 수축력은 기 값 45.27±9.44㎏과 

비교하여, 한랭 5분 용 시 44.31±9.59㎏, 한랭 10분 

용 시 43.27±9.37㎏, 한랭 20분 용 시 41.31±7.83㎏으로 

감소하 고, 온열 5분 용 시에는 46.65±9.49㎏으로 증

가한 반면, 온열 10분 용 시 44.78±11.03㎏, 온열 20분 

용 시 43.79±11.12㎏, 온열 30분 용 시 40.50±9.38㎏

으로 감소하 다. 기 값과 비교한 결과, 한랭은 한랭 10

분과 한랭 20분(p<.05)에서, 온열은 온열 5분, 온열 10분 

용(p<.05), 온열 20분(p<.01) 그리고 온열 30분(p<.0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Lewis 등

[21]의 연구에서 만성 요통 환자의 척추기립근에 40℃로 

유지되는 온열 팩을 2시간 동안 용한 결과 조군과 비

교하여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 지만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 수치의 감소는 있었으나 통계 으로는 유

의하지 않았다. Chia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완부 피

부온도가 16.7℃이었을 때 근활성도 값은 0.22㎷이고 등

척성 수축력은 36.1Kg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근활성도는 기 값 0.54±0.10mV와 비교하여, 한랭 5

분 용 시 0.53±0.09mV, 한랭 10분 용 시 

0.49±0.07mV, 한랭 20분 용 시 0.49±0.07mV로 감소하

고, 온열 5분 용 시에는 0.57±0.10mV로 증가한 반면, 

온열 10분 용 시 0.50±0.10mV, 온열 20분 용 시 

0.49±0.09mV, 온열 30분 용 시 0.47±0.09mV로 감소하

다. 기 값과 비교한 결과, 한랭은 한랭 10분과 한랭 20

분(p<.05)에서, 온열은 온열 5분, 온열 10분 용(p<.05), 

온열 20분(p<.01) 그리고 온열 30분(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원학 등[23]의 연구에 

따르면 공기를 통해 피부온도를 29℃에서 27℃로 2℃ 낮

추었을 때, 근력과 근활성도가 기 9분 동안은 증가하

으나, 12분 후부터는 차 으로 감소하 다. Chia 등[22]

의 연구에 의하면 한랭수(11℃) 침수 시간의 증가에 따라 

근력과 근활성도가 차 감소하 으며, 34℃ 미온수의 

침수기간에 따라 근력과 근활성도가 증가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내었으며, 와 같은 연

구 결과의 기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Ferretti 

등[24]은 근육온도의 증가가 기질 사용을 증가시키고 신

진 사 산물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그래서 ATP 가수 

분해가 활성화되어 사산물 농도가 증가한 것과 함께, 

ATP 사용량과 요구의 증가는 가열된 근육에서 피로를 

더 일  일으킨다[8]. 냉각된 근육에서는 정반 로 힘의 

산출을 해 필요한 자극 빈도의 감소는 ATP 사용과 

사산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피로에 한 시간

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근육의 계속 인 냉각은 운동 단

의 회복과 속도 도를 방해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는 

최  회 력을 감소시키고 피로를 더 빨리 일으킨다[8]. 

따라서 Ball  등[25]은 피로에 한 시간을 강화할 수 있

는 최 의 근육 온도는 26℃정도이고 더 냉각되면 감소

한다고 하 다. 한 Holewijn 등[26]은 피로에 응할 

수 있는 시간은 피부 온도와 큰 음의 상 계를 나타내

며 열을 가하면 피로가 더 일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

Pereira [27]등의 연구에 따르면 상완이두근에 극 단

를 16분 동안 용한 결과 조군과 비교하여 상완이

두근의 등척성 수축력과 근활성도는 감소하 고, 앙주

수값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

육의 온도가 증가하면  확장이 일어나고[28], 근육에 

류와 양 공 이 증가되며, 그로 인하여 근수축에 

한 운동단 의 발화율이 증가하여 보다 효율 으로 근수

축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29]. 본 연구에서 근육 

앙주 수는 기 값 66.53±5.76㎐와 비교하여, 한랭 5분 

용 시 65.07±5.16㎐, 한랭 10분 용 시 63.32±5.95㎐, 

한랭 20분 용 시 62.08±4.94㎐로 용시간에 따라 앙

주 수는 감소하 으며, 온열 5분 용 시에는 

72.89±8.64㎐로 증가하 으나 온열 10분 용 시 

64.58±4.54㎐, 온열 20분 용 시 60.71±5.22㎐로  차 감

소하 고, 온열 30분 용 시 60.85±3.97㎐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값과 비교한 결과, 한랭은 한랭 5

분(p<.05), 한랭 10분(p<.01), 한랭 20분(p<.001)에서, 온

열은 온열 5분(p<.01), 온열 20분(p<.01), 온열 30분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토 로 선행 연구의 이론은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다양한 환자를 상으로 온열  한랭요

법의 용시간에 따른 효과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향후 온열과 한랭  교

욕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 이에 해 연구

가 진행되어지고 임상에서 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완이두근에 온열과 한랭요법을 시간

별로 용한 후 피부온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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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척성 수축력과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피부온도 변화는 온열과 한랭 5분 용 시 격히 변화하

고,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폭은 어들었다

(p<.001). 등척성 수축력 변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온열 5분 용 시 가장 높았으며, 온열 30분 

용 시 등척성 수축력이 가장 낮았다(p<.001). 근활성도 

변화에서 온열 5분 용 시 가장 높았으며(p<.05), 온열 

30분 용 시 근활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앙 주 수 변화에서 온열 5분 용 시 가장 

높았으며(p<.01), 온열 20분 용 시 앙주 수 값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근력 강화를 한 온열요법은  

5분간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하 기에 추후 연구

에는 다양한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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