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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요법이 이부의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에 미치는 향

강릉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진단학교실

김수범․김 ․김  철․박문수

  본 연구는 온열요법이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건강한 성인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을 상으로 습열요법과 음 요법 용 후의 이부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를 각각 laser doppler flowmetry와 

식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습열요법과 음 요법 모두에서,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는 용 보다 용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

2. 습열요법을 시행한 경우, 음 요법에 비해 용직후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증가량이 유의하게 더 컸으며, 증가된 

상태도 더 오래 유지되었다.

3. 온열요법 용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

4. 온열요법 용 후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변화량은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제어 : 습열요법, 온열요법, 이부, 음 요법, 표층부 류량, 피부 온도

Ⅰ. 서    론
1)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장애 환자의 생리  기능의 

회복과 동통 완화를 목 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보조

요법으로써, 구강악안면 역에서 할 수 있는 표

인 근골격계 장애인 측두하악장애(temporomadi-

bular disorder)의 성공  치료에 있어서도 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측두하악장애에 일반 으로 사

용되고 있는 물리치료법에는 온열요법(heat therapy), 

냉각요법(cryotherapy), 이온삼투요법(iontophoresis), 

갈바닉 기자극치료(electrogalvanic stimulation 

therapy), 경피성 기신경자극요법(trans- 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침술(acupuncture)  

이 요법(laser therapy) 등이 있다1-3). 

  여러 가지 물리치료법  온열요법은 측두하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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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  하나로, Barret 

등2)은 온열요법을 용 심도에 따라 표층열 요법과 

심부열 요법으로 구분하 는데, 표 인 표층열 요

법으로는 습열요법(moist heat therapy)이 있으며, 

표 인 심층열 요법으로는 음 요법(ultrasound 

therapy)이 있다. 생체 조직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해당 

조직의 온도 상승과 함께 교원 조직의 신장성

(extensibility) 증가, 류량 증가, 세포막 투과성

(permeability) 증가 등의 생리  반응이 나타나며, 

의 뻣뻣함(stiffness) 감소, 통증 완화, 근경련

(muscle spasm) 완화, 염증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

다고 보고 되고 있다
4)
. 

  습열요법은 약 65-75℃ 정도의 온습포를 이용하여 

환부뿐만 아니라 반 측까지도 넓게 용시킴으로써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치료법으로 1회에 10-15

분씩 1일에 3-4회 시행하여 효과를 얻는 손쉬운 치료

방법이다5).

  음 요법은 소리의 진동 에서 귀에 들리지 않

는 1 MHz 정도의 고주  에 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피하 5 cm 깊이의 심부 조직까지 열을 달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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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요법에 한 다양한 연구 , 표층열 요법의 효

과에 한 연구들에서, Robert 등7)은 습열(moist 

heat)과 건열(dry heat)이 투열 능력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고, Stanley 등
8)
은 습열요법이 측두

하악장애 환자의 증상 완화에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한편,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을 상으로 음

를 이용한 심부열 요법에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

나, 그 효과에 해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9). Lemann 등10)은 퇴부 방에서 습열요법과 음

요법 용 후의 피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반

인 피부 온도의 증가를 보 으며, 특히, 골과 근육의 

연결부에서 가장 높은 온도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

고, Borrell 등
11)

은 표층열 요법과 음 요법을 비교

한 연구에서 1.2cm 깊이까지는 음 요법에 비해 표

층열 요법이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 의 많은 연구들은 연구 방법상의 여러 

문제 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자들을 상으로 한 

경우 온열요법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질환별 진단 

기 이 불명확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 하

으며,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사용된 Visual analogue 

scale(VAS)이나 설문 등은
11)
, 상자들의 주 인 

답변에 의지한다는 면에서 그 결과의 객 성이 부족

하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사용된 압통계(algometer)
12)

도 결국은 환자의 주

인 반응에 의해 좌우된다는 면에서 객 인 방법으

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온열요법을 용하게 되면, 열원에서 발생되는 열

의 양과 용 시간에 비례하여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온도는  확장과 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난 뒤 열이 분산되면서 감소하게 된다
13)
. 온열요법의 

동통 완화 효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에서 증가된 

조직의 류량에 의해 나타나므로14), 온열요법의 효

과에 한 객 인 평가를 해서는 용 부 의 피

부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류량 변화 양상의 찰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부에 습열요법과 음 요법을 

용한 뒤, 피부 온도 변화와 함께 표층부 류량을 

측정함으로써, 온열요법이 이부의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강릉 학교 치과병원 직원  치과 학 학생들 , 

최근 6개월 이내에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없었던, 남

녀 각 10명씩, 총 20명을 상으로 하 고, 연령은 만 

21세부터 만 34세(평균 27.4 ± 2.84세)까지 다. 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순환기 장애나 체온에 

향을  수 있는 신 질환을 가진 사람은 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상자들은 동일한 측정실에서 반상와

(semi-supine position)를 유지하며 실험을 진행하

고, 측정  15분간의 응시간을 가졌다. 

  측정실의 실내 습도는 30-60%, 실내 온도는 24-26

℃로 유지하 다.

2. 연구 방법

1) 온열요법의 용

  온열요법은 재 강릉 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통상 으로 용되는 방

법을 사용하 다.

  습열요법은 75℃의 물에 1시간 이상 유지된 온습포

(Hot Pack Unit, Sam Woo Tr. Co., Seoul, Korea)를 

수건으로 감싸고 이부에 착시켜 10분간 시행하

다. 음 요법은 음 치료기(Sonodynator 834, 

SIEMENS, Grasellenbach, Germany)를 사용하여 

0.875 MHz의 주 수와 0.8 W/cm2의 강도로 이부

에 10분간 착 회 시켜 시행하 다. 음  도매

체로 도 겔(Progel, Da yo Medical Co., Seoul, 

Korea)을 사용하 다.

  각 온열요법은 양측 이부에 시행하 으며, 두 가

지 온열요법  한 가지 요법을 용한 후 하루 이상

의 충분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난 뒤 나머지 요법을 

용하여 두 온열요법간의 향이 없도록 하 다.

2) 이부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측정

  이부 표층부 류량의 측정에는 Laser Doppler 

Flowmetry(LDF; Laser Doppler monitor DRT4, 

Moor Instruments Inc., Wilmington, USA)를 사용하

고, 이부 피부 온도의 측정에는 식 온도계

(thermocouple; Digital Thermometer Mini LTK, 

Eurotron Co., Seoul, Korea)를 사용하 는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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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ording site for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lateral aspect of condyle

부 는 하악와(mandibular fossa) 하방의 하악 과두 

외측면(lateral aspect of condyle)을 진하여 결정하

다(Fig. 1).

  LDF와 온도계의 탐침(probe)을 외과용 테이 로 

측정 부 에 고정하고, 각 온열요법 용 과 직후, 

그 후 4분 간격으로 60분후까지 표층부 류량과 피

부 온도를 측정하 고, 각 측정값은 8  동안의 평균

값을 기록하 다.

3. 통계 분석

  온열요법 용 , 후의 측정값들과 두 가지 온열요

법들의 측정값을 응표본 T 검정(Paired-Samples 

t-test)을 사용하여 검토하 고, 남녀간의 비교는 독

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사용

하 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 다.

Ⅲ. 연구결과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는 두 가지 온열요법 모

두, 용 직후에 최  증가를 보 으며, 이후 차 감

소하는 경향을 보 고(Fig. 2, 3), 표층부 류량의 경

우, 습열요법에서는 용후 44분까지, 음 요법에

서는 용후 36분까지 유의성있는 증가를 유지하

으며(Table 1), 피부 온도의 경우, 습열요법에서는 

용후 56분까지, 음 요법에서는 용후 52분까지 

유의성있는 증가를 유지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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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mean cutaneous blood flow after 

heat therapy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P: pre-hea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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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mean skin temperature after heat 

therapy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P: pre-heat therapy

  각 온열요법 용 직후의 표층부 류량 변화량과 

피부 온도 변화량들을, 온열요법들 간에 비교하 을 

때, 습열요법 용시의 표층부 류량 변화량과 피부 

온도 변화량이 유의성있게 더 높았다(Table 3).

  온열요법 용 후 남녀간의 표층부 류량과 피

부 온도를 비교해 보면, 온열요법 용  표층부 류

량과 피부 온도가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온열요

법 용 후의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변화량

은, 습열요법 용 직후부터 12분후까지 피부 온도 증

가량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컸던 것을 제외하고,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7, 

Table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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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T UST

Rt. Lt. Rt. Lt.

IAHT 61.89 ± 19.12** 60.04 ± 22.65** 50.34 ± 15.12** 47.57 ± 11.96**

after 4 mins 50.57 ± 19.65** 56.76 ± 22.44** 46.18 ± 14.05** 45.48 ± 10.67**

after 8 mins 45.80 ± 13.06** 46.99 ± 18.46** 39.30 ± 11.94** 40.30 ±  9.59**

after 12 mins 36.61 ± 13.10** 39.08 ± 17.67** 32.76 ± 11.26** 33.82 ±  9.20**

after 16 mins 31.92 ± 13.06** 33.39 ± 15.30** 28.09 ± 10.03** 29.00 ±  8.31**

after 20 mins 26.83 ± 11.26** 27.61 ± 15.02** 22.85 ±  8.92** 22.35 ±  5.93**

after 24 mins 22.18 ± 10.39** 24.21 ± 12.65** 17.45 ±  7.16** 16.29 ±  5.83**

after 28 mins 18.18 ±  9.15** 20.31 ± 12.53** 12.95 ±  6.00** 11.77 ±  5.47**

after 32 mins 14.47 ±  8.12** 14.84 ± 10.23** 8.31 ±  4.54** 7.00 ±  4.90**

after 36 mins 10.65 ±  7.70** 10.69 ±  9.11** 4.34 ±  3.87** 2.39 ±  3.37**

after 40 mins 6.94 ±  5.40** 7.39 ±  6.96** 1.30 ±  3.42 0.90 ±  2.31

after 44 mins 3.83 ±  4.47** 4.34 ±  6.49** 0.13 ±  2.33 0.43 ±  1.23

after 48 mins 1.53 ±  4.13 1.66 ±  5.82 -0.29 ±  1.95 0.08 ±  0.86

Delta value†= (cutaneous blood flow after heat therapy - cutaneous blood flow before heat therapy)

**: p < 0.01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IAHT: immediately after heat therapy

Table 1. Delta values† of cutaneous blood flow after heat therapy     (unit: perfusion unit)

MHT UST

Rt. Lt. Rt. Lt.

IAHT 2.15 ± 0.50** 2.01 ± 0.48** 1.78 ± 0.34** 1.68 ± 0.35**

after 4 mins 2.07 ± 0.40** 1.97 ± 0.48** 1.74 ± 0.36** 1.65 ± 0.34**

after 8 mins 1.95 ± 0.34** 1.83 ± 0.46** 1.62 ± 0.34** 1.54 ± 0.35**

after 12 mins 1.81 ± 0.33** 1.70 ± 0.47** 1.47 ± 0.38** 1.40 ± 0.31**

after 16 mins 1.67 ± 0.36** 1.54 ± 0.50** 1.34 ± 0.36** 1.26 ± 0.31**

after 20 mins 1.54 ± 0.35** 1.38 ± 0.48** 1.20 ± 0.34** 1.25 ± 0.29**

after 24 mins 1.38 ± 0.37** 1.23 ± 0.49** 1.22 ± 0.32** 0.99 ± 0.29**

after 28 mins 1.24 ± 0.34** 1.13 ± 0.48** 0.96 ± 0.30** 0.87 ± 0.29**

after 32 mins 1.16 ± 0.32** 0.97 ± 0.47** 0.83 ± 0.28** 0.72 ± 0.28**

after 36 mins 0.94 ± 0.31** 0.85 ± 0.43** 0.68 ± 0.25** 0.60 ± 0.29**

after 40 mins 0.82 ± 0.33** 0.63 ± 0.53** 0.59 ± 0.22** 0.56 ± 0.27**

after 44 mins 0.79 ± 0.44** 0.58 ± 0.46** 0.57 ± 0.36** 0.46 ± 0.37**

after 48 mins 0.72 ± 0.41** 0.53 ± 0.45** 0.56 ± 0.36** 0.45 ± 0.37**

after 52 mins 0.69 ± 0.40** 0.46 ± 0.68** 0.55 ± 0.36** 0.40 ± 0.37**

after 56 mins 0.34 ± 0.42** 0.45 ± 0.68** 0.21 ± 0.35* 0.20 ± 0.39*

after 60 mins 0.24 ± 0.41* 0.37 ± 0.68* 0.16 ± 0.36 0.16 ± 0.37

Delta value†= (skin temperature after heat therapy - skin temperature before heat therapy)

*: p < 0.05, **: p < 0.01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IAHT: immediately after heat therapy

Table 2. Delta values† of skin temperature after heat therapy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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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T UST p

Temperature Rt. 2.15 ± 0.50 1.78 ± 0.34 **

(℃) Lt. 2.01 ± 0.62 1.68 ± 0.35 **

Blood flow Rt. 61.89 ±19.12 50.34 ±15.11 *

(perfusion unit) Lt. 60.04 ±22.65 47.57 ±11.97 **

In cutaneous blood flow, delta value†= (cutaneous blood flow immediately after heat therapy - cutaneous blood flow 

before heat therapy)

In skin temperature, delta value†= (skin temperature immediately after heat therapy - skin temperature before heat 

therapy)

*: p < 0.05, **: p < 0.01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Table 3. Comparison of delta values† between moist heat therapy and ultrasoun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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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cutaneous blood flow in ma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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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T UST

Male Female p Male Female p

IAHT 60.04  ± 22.65 61.89  ± 19.12 NS 47.57 ± 11.96 50.34 ± 15.11 NS

after 4 mins 56.76  ± 22.38 50.57  ± 19.73 NS 45.48 ± 10.67 46.18 ± 14.05 NS

after 8 mins 46.99  ± 18.46 45.80  ± 13.06 NS 40.30 ±  9.59 39.30 ± 11.94 NS

after 12 mins 39.08  ± 17.67 36.61  ± 13.10 NS 33.82 ±  9.20 32.76 ± 11.26 NS

after 16 mins 33.39  ± 15.30 31.92  ± 12.94 NS 29.00 ±  8.23 28.09 ± 10.03 NS

after 20 mins 27.61  ± 14.99 26.83  ± 11.26 NS 22.35 ±  5.96 22.85 ±  8.92 NS

after 24 mins 24.21  ± 12.65 22.18  ± 10.39 NS 16.29 ±  5.83 17.45 ±  7.16 NS

after 28 mins 20.31  ± 12.53 18.18  ±  9.15 NS 11.77 ±  5.47 12.95 ±  6.00 NS

after 32 mins 14.84  ± 10.23 14.47  ±  8.12 NS 7.00 ±  4.78 8.31 ±  4.54 NS

after 36 mins 10.69  ±  9.11 10.65  ±  7.69 NS 2.39 ±  3.37 4.34 ±  3.87 NS

after 40 mins 7.39  ±  6.96 6.94  ±  5.39 NS 0.91 ±  2.31 1.30 ±  3.42 NS

after 44 mins 4.34  ±  6.49 3.83  ±  4.47 NS 0.44 ±  1.23 0.13 ±  2.33 NS

after 48 mins 1.66  ±  5.82 1.53  ±  4.13 NS 0.09 ±  0.86 -0.29 ±  1.95 NS

Delta value†=(cutaneous blood flow after heat therapy-cutaneous blood flow before heat therapy)

NS: not significant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IAHT: immediately after heat therapy

Table 4. Comparison of delta values† in cutaneous blood flow,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unit: perfusion unit)

MHT UST

Male Female p Male Female p

IAHT 1.89 ± 0.47 2.27 ± 0.59 * 1.71 ± 0.31 1.75 ± 0.38 NS

after 4 mins 1.83 ± 0.46 2.20 ± 0.54 * 1.66 ± 0.29 1.74 ± 0.40 NS

after 8 mins 1.71 ± 0.43 2.07 ± 0.53 * 1.56 ± 0.29 1.60 ± 0.39 NS

after 12 mins 1.59 ± 0.43 1.92 ± 0.53 * 1.41 ± 0.30 1.46 ± 0.38 NS

after 16 mins 1.45 ± 0.46 1.77 ± 0.57 NS 1.27 ± 0.29 1.33 ± 0.37 NS

after 20 mins 1.32 ± 0.45 1.60 ± 0.56 NS 1.18 ± 0.33 1.26 ± 0.40 NS

after 24 mins 1.15 ± 0.48 1.46 ± 0.57 NS 1.11 ± 0.25 1.11 ± 0.42 NS

after 28 mins 1.02 ± 0.45 1.34 ± 0.55 NS 0.91 ± 0.24 0.91 ± 0.34 NS

after 32 mins 0.91 ± 0.53 1.23 ± 0.56 NS 0.79 ± 0.22 0.76 ± 0.33 NS

after 36 mins 0.78 ± 0.43 1.02 ± 0.51 NS 0.67 ± 0.22 0.62 ± 0.32 NS

after 40 mins 0.61 ± 0.55 0.84 ± 0.54 NS 0.60 ± 0.22 0.55 ± 0.27 NS

after 44 mins 0.63 ± 0.53 0.74 ± 0.53 NS 0.53 ± 0.25 0.50 ± 0.46 NS

after 48 mins 0.58 ± 0.53 0.68 ± 0.48 NS 0.51 ± 0.25 0.50 ± 0.46 NS

after 52 mins 0.58 ± 0.53 0.56 ± 0.61 NS 0.51 ± 0.25 0.50 ± 0.46 NS

after 56 mins 0.42 ± 0.49 0.36 ± 0.63 NS 0.25 ± 0.27 0.15 ± 0.44 NS

after 60 mins 0.29 ± 0.48 0.32 ± 0.64 NS 0.16 ± 0.26 0.15 ± 0.44 NS

Delta value†=(skin temperature after heat therapy-skin temperature before heat therapy)

*: p < 0.05 , NS: not significant

MHT: moist heat therapy, UST: ultrasound therapy, IAHT: immediately after heat therapy 

Table 5. Comparison of delta values† in skin temperature,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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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   고찰

  측두하악장애는 작근, 측두하악   그와 

련된 구조물의 많은 임상문제를 포함하는 질환으로, 

일반 으로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은 턱의 동통, 귀의 

동통, 두통, 안면통을 호소하며, 하악운동 제한, 비

칭 인 하악운동  잡음을 가지고 있다
1)
. 이에 

한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행동  심리치료, 약물

치료, 교합장치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

 물리치료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조직의 회복과 재

생을 증진시킴으로써, 근골격성 동통의 완화와 정상

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보조치료법이다15,16).

  측두하악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리치료법

들  가장 리 쓰이고 있는 온열요법은, 온열기구나 

음  등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부 에 열을 가함

으로써, 피부온도증가와 함께 피부 을 확장시켜 

국소  류 순환량을 증가시킨다. 한 로스타

란딘(prostaglandin), 라디키닌(bradykinin), 히스타

민(histamine) 등과 같은 염증성 사산물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동통 완화와 치유를 진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17).

  온열요법의 용후 온도변화에 한 많은 연구들 
7,10,11,18), Weiberger 등18)은 에 온열요법을 용

하면, 온도가 35.2℃에서 36.4℃까지 상승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온열요법 용

후 피부 온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일치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다만, 피부 온도를 측정 할 때, 정확한 온도 변화의 

측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향을 받기 쉬우므로 

주의해서 측정해야 한다. Anders 등19)에 의한 측두하

악 과 교근부의 피부 온도 측정시 재 성과 다양

성에 한 연구에 따르면, 측정  응시간, 개인간 

생물학  차이 등에 의해 피부 온도 측정시 개인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한, 그는 실내온

도가 1℃차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측정시 탐침의 

피부 용 부 나 압력에 의해서도 측정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 고, 특히, 측두하악  부 에서는 

표층측두동맥(superficial temporal artery)에 의해 큰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표층부 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

지 주   객  검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주

 검사방법은 피부의 색깔이나 피부의 온도 등을 

찰한 후 검사자의 경험 인 지식을 토 로 류상태

를 단하는 것이며, 객  검사법은 정량화된 방법 

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온도 측정법, 생체염색 

색소법, 정량  검사법, 청소율(clearance) 검사, 방사

성 소체(radioactive microsphere)법, 자기 (elec-

tromagnetic) 류측정법, 기 (photoelectrical) 

류측정법 등이 있다. 이상 으로 류량을 측정하

기 해서는 환자에게 손상이나 불편을 주지 않고, 연

속 이고 반복 인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  류측정법  하나인 laser doppler flowmetry 

(LDF)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최근 많이 사

용되고 있다
20,21)
.

  LDF는 780 nm의 laser를 섬유다발을 통해 목표

물에 조사할 때 나오는 반사 을 분 분석기로 분석

하여 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움직이지 않는 조

직에서는 반사 이 같은 주 수로 감지되고 이동하

는 목표물에서는 반사 이 doppler법칙에 의하여 편

되므로 두 가지 반사 을 비교분석하여 류를 측

정할 수 있다. 피부내의 움직이는 물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분 구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무시

할만한 것으로 되어있다. LDF는 약 1 mm 깊이까지 

피부를 투과하여 총 내의 류를 측정할 수 있는

데, 최  투과 깊이는 약 1.5 mm까지 된다고 한다
22,23)
.

  그러나 LDF를 이용한 류량 측정법은 몇 가지 단

들이 있다. 첫째는 탐침을 정확한 치에 과도한 압

력이 가해지지 않게 고정시켜야 정확한 류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고, 둘째는, 측정 도  환자가 크게 

숨을 쉰다든가 침을 삼키는 등의 약간의 움직임에도 

수치의 변동이 심하다는 이며, 셋째는 LDF의 측정

단 가 제조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perfusion unit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 제조 회사 기계의 측정치와 

직 인 비교가 어렵다는 이다
24,25)
.

  그 외 류량 측정시 고려해야 할 것은 류량의 

개인편차가 심하고 동일인에서도 심리상태나 체온, 

심 계 질환 등에 의해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최

한 표 화된 조건하에서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다26). 이와 같은 고려 사항을 감

안하여 자는 고 압이나 동맥경화, 심장병, 빈 , 

당뇨병 등 피부 에 향을  수 있는 신 질환

을 가진 환자를 상에서 제외하 고, 측두하악

내 염증 등과 같은 병 상태에 의한 향을 없애기 

해 최근 6개월이내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있었던 환

자들도 상에서 제외하 다. 한, 신체 , 정신  

안정감을 획득하고 측정실 환경에 응시키기 해

서 약 15분정도 반상와 (semi-supine position)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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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킨 후에 류량 측정을 시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 다. 

  온열요법이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에 미치는 

향에 한 Wadsworth 등
27)

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 

온도가 42℃까지 오르면 류량은 4-5배 증가하 는

데, 본 연구에서는 온열요법 용후 피부 온도가 

35-36℃정도로 상승하 을 때, 류량이 4배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보다 피부 온도에 

따른 류량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Borrell 등
11)

은 온도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온

열요법들간 비교 연구에서 표층열 요법이 심부열 요

법보다 온도증가에 더 효과 이라고 보고하 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표층열 요법인 습열요법 용후 표

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증가량이 심부열 요법인 

음 요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피부 온도의 변화가 

심부 조직으로 달되는 열에 비해, 표층부에 직

으로 공 되는 열에 의해 더 크게 향을 받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 한편, 외부 환경에 직 으로 노출되

어 있는 표층 조직에 비해 심부 조직은 열의 발산이 

느릴 것으로 생각되어 심부에 달된 열에 의해 증가

된 온도는 표층부에만 국한되어 용된 열에 의한 경

우 보다 완만히 감소되리라 상하 으나, 실험 결과

에서는, 이와는 반 로, 습열요법을 용한 경우에서 

증가된 온도가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는 온열요법이 

용된 면 의 차이에 의한 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

으로 단된다. 즉, 측정 부 인 이부뿐만 아니라 

악안면부에 체 으로 용된 습열요법과 달리 

음 요법의 경우, 이부에만 국소 으로 용됨으로

써, 열에 지를 공 받지 못한 인  조직으로 열평형

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용 부  면 의 차이로 인해 습열요법과 음 요

법을 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넓은 부 에 

쉽게 용이 가능하다는 시술상의 편의 은 습열요

법의 장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음 는 고주  에 지를 이용하여 직

으로 조직에 열을 공 함으로써 류량을 증가시키

는 열 효과(thermal effect)와 함께 기계 인 긴장과 

압력을 통해 조직세포의 요동과 분산을 유도하는 비

열 효과(non-thermal effect)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6,28,29).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표층부 류량

과 피부 온도에 한 열 효과는 습열요법이 우수하

다고 단할 수 있지만, 음 요법의 비열 효과를 

고려할 때, 두 온열요법간의 근골격계 장애에 한 치

료 효과의 우수성을 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되며, 습열요법과 음 요법 모두 측두하

악장애 치료시 통증 부 의 온도와 류량을 증가시

켜 동통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  환경의 온도 상승에 따른 남녀별 피부 

온도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30-35)
. 이 

 Nunneley34)는 체구성의 남녀간 차이로 인해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남녀의 피부 온도 변화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골격이 작고, 몸무

게에 한 체표면 의 비가 10-25%정도 크며, 남성

보다 체지방의 체 비 함량(%)이 높아 피하 지방층

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특히, 피하

지방층 두께는 최 조직 연(maximal tissue 

insulation)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에

서 일반 으로 피하지방층이 더 두껍기 때문에, 상온

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피부로의 열 흐름에 한 피하 

연(subcutaneous insulation)이 더 크고 피부 온도

가 더 낮다고 하 다
34,35)
. 본 연구에서도 일반 으로 

남성의 피부 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서의 더 

두꺼운 피하지방층이 연에 더 효과 으로 작용한

다는 이론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  

환경의 온도 변화에 한 체온 조 은 피하지방층 두

께의 향으로 남녀간의 차이를 보임에 비해, 온열요

법 용 후 피부 온도의 변화량은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국소 부 에 용된 열에 한 반

응에는 피하지방층 두께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단된다.

  온열요법의 효과 평가를 해 사용된 표층부 류

량과 피부 온도의 측정은 온열요법이 조직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된 수치로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매우 

객 인 평가 방법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온열요법

의 효과를 보다 총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객

인 평가와 더불어 동통 완화와 기능 회복에 한 

환자의 주 인 평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향후에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을 상으로 

Visual analogue scale 등의 주 인 평가법을 포함

하는 포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자는 온열요법이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건강한 성인 20명(남

성: 10명, 여성: 10명)을 상으로 습열요법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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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laser doppler flowmetry와 식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습열요법과 음 요법 모두에서,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는 용 보다 용후에 유의하게 증가

하 다.

2. 습열요법을 시행한 경우, 음 요법에 비해 용

직후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증가량이 유의

하게 더 컸으며, 증가된 상태도 더 오래 유지되었

다.

3. 온열요법 용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는 남

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

4. 온열요법 용 후 표층부 류량과 피부 온도의 

변화량은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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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 of Heat Therapy on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at Pre-auricular Region

Su-Beom Kim, D.D.S., Young-Jun Kim, D.D.S.,M.S.D., Cheul Kim, D.D.S.,M.S.D., 

Moon-Soo Park, D.D.S.,M.S.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and Diagnosis, College of Dentistry,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heat therapy on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at 

pre-auricular region.

 Moist heat therapy and ultrasound therapy were applied to 20 healthy subjects(male: 10, female: 10).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heat therapy were measured with laser doppler flowmetry and thermocoup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moist heat therapy and ultrasound 

therapy.

2. In application of moist heat therapy,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were more increased and maintained 

longer than in ultrasound therapy.

3. Before heat therapy,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were higher in male.

4.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changes of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after heat therapy.

  In conclusion, both moist heat therapy and ultrasound therapy increased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significantly, and moist heat therapy was more effective to increase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and to 

maintain increased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 

of heat therapy on cutaneous blood flow and skin temperature.

Key words : Cutaneous blood flow, Heat therapy, Moist heat, Pre-auricular region, Skin temperature,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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