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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pply 

foot therapy at diverse temperatures to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ho are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to find the most effective foot-bath 

temperatures for stress relief.

METHODS: Sixty fou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ho were undergoing the course on clinical 

practice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SDNN, TP, LF, and 

HF were measured to compare the control group, cold group, 

tepid group, and the hop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covariance and paired t-tests.

RESULTS: Although SDNN increased in the cold group 

and the tepid group,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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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TP and LF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cold group. In comparisons between the 

groups, the cold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the hot group. 

Although the tepid group also showed increases,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F statistically 

decreased in the hot group. In comparisons between the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between 

the cold group and the hot group.

CONCLUSION: Cold foot-bath was the most effective 

therapy on the stress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ho were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Tepid 

foot-bath had the same directivity bu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t foot-bath was shown to rather 

increase stress.

Key Words: Clinical practice, Foot-bath, Heart rate 

variability, Stress,



Control Ice Tepid Hot P

n
16

(male 8, female 8)
16

(male 8, female 8)
16

(male 8, female 8)
16

(male 8, female 8)

Age 24.35±2.56 23.45±2.28 24.05±2.01 24.03±2.21 0.58

Height(㎝) 167.85±8.36 168.50±8.57 167.70±7.60 168.05±8.36 0.99

Weight(kg) 61.65±11.82 61.45±11.61 60.95±11.91 62.45±11.51 0.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Ⅰ. 서 론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임상현장에 한 구체적인 경

험을 통해 미래에 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Kim 등, 2004). 그러나 임상실습 기간 동안 

이론 위주의 학교 생활과는 달리 낯선 환경에서 실제환

자에게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Kim 등, 2013), 이로 인해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보건계열의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Sheu 등, 2002; Park and Jang; 2012; Baek 등, 

2012).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또한 임상실습 중에 진료

에 관한 환자의 질문이나 실습지도자 및 환자와의 관계

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Kim 등, 

2013),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법에 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치료가 있는데(Kim, 2007; Lee, 2007;Wang 

등, 2013), 그 중에서 족부 수치료는 부분 침수욕으로써 

사용방법이 간편하여 가정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신 침수욕보다 생리적으로 인체에 가해

지는 부담이 적다(Choi 와 Park, 2009). 

수치료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데 온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증가시켜 혈

액 순환을 개선시킨다(Sung and Tochihara, 2000; Lee, 

2003). 냉은 국소통증과 신경전도 속도를 감소시키고, 

염증반응과 부종을 경감시키며(Chesterton 등, 2002; 

Shin, 2007), 미온은 진정효과(Park 등, 2004)가 있다. 

수치료는 이러한 다양한 온도에서의 효과가 존재하는

데 반해 스트레스에 한 족부 수치료의 효과를 확인하

는 연구에서는 주로 온 족부 수치료의 효과에 한 연구

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Ha, 2010; Lee 등, 2008).

그러나 온, 냉족욕에 의한 혈관반응과 체온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Choi 와 Park, 2009)에서 

온, 냉족욕 모두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Uebaba 등(2003)의 연구에서 38~42C 의 온도

에서 30 분의 족욕은 심박수와 혈압, 총 말초저항, 심장

의 수축력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은 온족욕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으며 다른 온도의 

족부 수치료도 자율신경계를 통한 스트레스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양한 온도

에서의 족부 수치료시에 자율신경계를 통한 스트레스

의 변화를 확인하는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온도의 족부 수치료를 임상

실습을 경험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족부 수치료 적용 시에 효과적인 

온도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실험설계

본 연구의 상자는 P 시의 종합병원에서 실습중인 

남, 녀 물리치료학과 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

한 64 명으로 하였다. 실험참가 전날 과도한 음주력이 

없고, 흡연경력, 만성질환, 손상 및 치료경험, 통증, 기

능장애가 없는 상자로 실시하였다. 상자 64 명은임

상실습 4 주차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로 조군, 냉, 미

온, 온그룹에 각각 16 명씩 무작위로 실험에 참가하였

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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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분석은 자율

신경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심박변이도는 자

율신경계의 생체지표로써 심박동의 시간에 따른 주기

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심장박동 사이의 간격(R-R 파 

간격)의 변동을 나타냄으로써 심장주기 사이의 미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으로(Kleiger 등, 1992) 신뢰성과 

재현성이 높은 비침습적 자율신경계 평가방법이다

(Kamath 와 Fallen, 1993; Malliani 등, 1994).

심박변이도는 맥파분석기(ubpulseT1, LAXHA,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상자를 실험실환경

에 적응시키기 위해 실험실의자에 앉아 10 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측정을 위해 좌측검지에 맥파센서(pulse 

wave sensor)를 부착하였고, 좌측 손은 심장의 높이와 

맞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심박변이도는 

2 회 연속 측정하였고, 그 값을 평균하였다(Kim 등, 

2015). 심박변이도 측정은 시간영역(time domain)과 주

파수영역(frequency domain)으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시간영역 분석은 심박변이의 표준편차 값인 SDNN 

(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R-R intervals)을 통해 

스트레스 저항도를 확인하였다(Choi, 2005). 주파수영

역 항목은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활성도 및 조절능력

을 반영하는 총파워(total power, TP), 교감신경계의 활

성을 나타내는 0.04~0.15Hz 의 저주파 전력(low 

frequency oscillation power, LF)과 부교감신경계의 활성

을 나타내는 0.15~0.4Hz 의 고주파전력(high frequency 

oscillation power, HF)을 평가하였다(Pomeranz 등, 1985, 

Lee, 2000).

3. 연구방법

모든 상자들은 커피, 음주, 교감신경계 및 항콜린

성 약물을 금하고(Jaradeh, 2003), 식사는 2 시간 이전에 

마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은 오후 6 시~9 시 사이에 

실시되었다(Ha 등, 2001). 검사실은 외부의 소음으로부

터 차단된 곳으로 20~25℃ 내외를 유지하였고, 의복은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하였다. 자세는 높이 조절이 가능

한 의자에 등을 기 고 다리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

목관절이 90°로 유지되도록 앉은 상태(Shin 등, 2015)에

서 발바닥이 족욕기(ASW-1000, Healthnuri, Korea)안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편안 한마음으로 휴식상태를 유지

하며 측정 중에는 눈을 뜨고 검사실 벽면을 보게 하였

다. 모든 그룹은 족욕 전에 사전 심박변이도를 측정하

였다. 각 그룹은 물의 온도를 맞춘 후에 족욕을 20 분간 

실시하였다. 물의 온도는 온족욕은 42℃, 미온족욕은 

35~36℃, 냉족욕은 7~10℃로 하였다. 물의 온도유지는 

온족욕과 미온족욕은 족욕기의 온도유지기능을 사용

하였고, 냉족욕은 전자온도계를 사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얼음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물의 온도를 유지하

였다. 조군은 물이 없는 족욕기에 발을 넣고 다른 

그룹과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였다. 모든 그룹은 족욕 

20 분 후 동일한 자세로 심박변이도를 재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편

차로 표기하였다. 족부 수치료의 온도에 따른 심박변이

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 내의 족욕 전후에 따른 

심박변이도의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의 비교를 위하

여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α 는 0.05

로하였다.

Ⅲ. 결 과

1. 시간영역 분석결과

1) SDNN

SDNN은 각 그룹의 전, 후 및 그룹간의 비교(P>.05)에

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unit : ㎳

pre post p

control 
group

44.63±15.01 43.91±12.47 0.73

ice group 44.53±11.13 51.13±10.53 0.19

tepid group 43.78±18.94 51.50±24.39 0.16

hot group 45.78±15.41 44.88±15.25 0.84

p 0.20

Table 2. Comparison of autonomic adaptation(SDNN)

2. 주파수영역 분석결과

1) TP

TP는 냉그룹에서 족욕후에 통계학적인 증가가 나타

났다(P<.05). 족욕 후의 TP값의 그룹간의 비교에서 통

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5). 냉그룹과 조군, 냉

그룹과 온그룹사이에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

unit : ㎳²

pre post p

control 
group

7.28±0.67 7.29±0.65a 0.96

ice group 7.30±0.56 7.90±0.84b 0.01

tepid group 7.15±0.95 7.42±1.00ab 0.16

hot group 7.40±0.66 7.36±0.58a 0.81

p 0.03

Table 3. Comparison of TP

2) LF

LF는 냉그룹에서 족욕후에 통계학적인 증가가 나타

났다(P<.05). 족욕후의 LF값의 그룹간의 비교에서 통계

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5). 냉그룹과 조군, 냉그

룹과 온그룹사이에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unit : ㎳²

pre post p

control 
group

6.45±0.72 6.28±0.69a 0.20

ice group 6.03±0.57 6.96±0.85b 0.00

tepid group 6.11±1.13 6.36±0.98ab 0.32

hot group 6.23±0.83 6.54±0.68a 0.12

p 0.03

Table 4. Comparison of LF

3) HF

HF 는 온그룹에서 족욕후에 통계학적인 감소가 나타

났다(P<.05). 족욕 후의 HF 값의 그룹간의 비교에서 통

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5). 냉그룹과 온그룹사

이에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unit : ㎳²

pre post p

control group 5.73±0.81 5.58±0.69ab 0.42

ice group 5.91±0.83 6.18±1.08a 0.24

tepid group 5.78±1.01 5.94±1.13ab 0.41

hot group 5.91±1.05 5.41±0.84b 0.02

p 0.02

Table 5. Comparison of HF 

Ⅳ. 고 찰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이론위주의 학교수업과는 달리 실제로 환자에

게 수행해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

를 호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13).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다양한 온도에서의 족부 수치료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SDNN 은 각 그룹의 전, 후 및 그룹간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히 평균

값의 변화를 보았을때, 냉그룹과 미온그룹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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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증가하였고, 조군과 온그룹에서는 오히려 

SDNN 이 감소하였다. Song(2004)에 의하면 42~45℃의 

고온 족부 수치료를 15 분 이내로 적용시에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오히려 온그룹에서 스트레스저항도 평균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20 분간의 고온의 

적용이 상자들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고 사료된다.

TP는 족부 수치료 후의 그룹간의 비교에서 온그룹에 

비해 냉그룹에서 통계학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조군에 비해 냉그룹에서 통계학적인 증가가 나타났

다. 전, 후 비교에서는 냉그룹에서 족부 수치료 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냉의 적용이 스트레스에 반응

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을 가장 향상 시킬 수 있음

을 나타냈다. 다른 그룹에서는 조군과 온그룹에서 

TP 가 감소하였고, 미온그룹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SDNN 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TP 와 SDNN 이 동일

한 방향성을 나타냄에 따라 미온그룹도 자율신경계 조

절향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 Lee(2012)

의 연구에서는 20 분간의 37~38℃의 미온 전신욕이 TP

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부분 침

수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전신 침수욕에 비해 전신성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효과

가 작고 느리게 나타나지만, 미온의 족부 수치료도 자

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을 증진시키리라 사료된다. 

인지적 스트레스에 따른 심박동변이를 확인한(Koh

와 Shin, 2011) 연구에서는 인지적 스트레스가 SDNN 과 

TP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SDNN과 TP의 이러한 감소

는 심박동의 역동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Stein 

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SDNN 과 TP 가 조군과 

온 족부 수치료 후에 감소하였지만, 냉과 미온 족부 

수치료 후에 증가하였기 때문에 냉과 미온 족부 수치료

가 심박동의 역동성을 증가시켜, 실습과 같은 인지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족부 수치료 후 LF값의 집단간의 비교에서 냉그룹이 

온그룹과 조군보다 LF 값을 통계학적으로 증가시켰

다. 냉 그룹은 전, 후 비교에서도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고온욕과 냉욕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

를 자극하여 혈압이나 혈당농도를 높이고, 백혈구 수의 

증가 등의 자극, 흥분효과(Park 등, 2004)를 나타낸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온그룹은 전, 후 비교에서 통계

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im 등(2007)은 20

의 상자들에게 미온과 고온의 족부 수치료가 교감신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교감피부반응검사(symphathetic 

skin response, SSR)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고온 적용에

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증가하였으나, 항상성을 위해 

교감신경의 활성이 다시 감소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온그룹에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미온그룹에서 LF 의 전, 후 비교에서 통계학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Cui 등(2004)은 미온은 인체의 

압수용체반사(baroreflex)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였

다. 압수용체반사는 압력수용체(baroreceptor)가 혈압의 

변화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여 혈압의 변화에 한 반

사로 심장의 교감 및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변화시키는 

것(Heesch CM, 1999)인데 체온과 유사한 미온으로 혈압

의 변화까지 유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HF 는 족부 수치료 후의 그룹간의 비교에서 냉그룹

이 온그룹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 

후 비교에서는 온그룹에서 HF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는 35℃와 4

0℃에서의 15 분간의 족부 수치료 모두에서 HF 의 증가

가 나타났고, 35℃보다 40℃에서 HF 가 더욱 증가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온그룹은 HF 가 증가하였

으나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는 정상성인을 상으로 실시한 반면에 본 연

구는 임상실습중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차이로 

생각된다. 또한 온그룹에서는 오히려 HF 가 통계학적으

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보다 높은 온도인 42℃에서 실시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냉족부 수치료는 자율신경계의 조절능

력을 증가시키고, 교감신경계 및 부교감신경계의 활성

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자율신경계의 활성을 촉진시켰



다. 선행연구(A Rozanski 등, 1999)에서는 스트레스가 

심박동변이(HRV)를 감소시켜 심혈관질환 발생을 유

발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냉족부 수치료가 심박

동변이 변수를 모두 증가시켰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효

과적이라 할 수 있다. 미온 족부 수치료는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변수가 냉 족부 수치료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냉그룹의 역동적인 변화를 

바로 경험하기에는 민감한 상자들이 족부 수치료에 

적응을 위한 초기단계에 권장될 만한 온도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족부 수치료는 온의 적용이 권장되고 

있다(Dorsey 등, 1996; Saeki,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온 그룹에서의 SDNN 과 TP 의 소폭 감소와 LF 의 

증가가 나타났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이 통계학적으

로 저하되었다. Lim 등(2007)의 연구에서는 고온의 족

부 수치료가 혈압과 맥박을 증가시켰다. 혈압의 증가는 

압수용체 반사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

성과 부교감신경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족부 수치료의 선호온도를 조사한 국내연구에서

는(Kim, 2005) 38~42℃가 가장 선호하는 온도로 나타났

는데, 이보다 높은 42℃의 온도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서 SDNN 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한편 저항성 운동 후 30 분의 냉, 미온, 의 온도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의 변화를 확인하

는 연구(Kim, 2007)에서는 냉그룹, 미온그룹, 온그룹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렇듯 

운동에 의한 신체적 스트레스에는 모든 온도에서 효과

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중인 물리치료학

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

스에 기인한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습중인 학생들의 실습중인 

치료실과 실습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를 반

영하지 못했다. 또한, 실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적

인 변화에 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녀성비, 실

습기간 중 측정시기의 통제를 통해 변수들을 최 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족부 수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스트

레스에 온도별 족부 수치료가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

향을 HRV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냉족

부 수치료가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

시켰고, 미온족부 수치료는 냉족부 수치료와 같은 방향

성을 나타냈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온족부 수

치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 나아가 족부 수치료의 온도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

와, 최적의 중재기간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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