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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레슬링 경기는 고도로 발달된 최대근력과 파워, 근지구력, 최대유산

소파워 및 무산소능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이다[1,2]. 경기가 

진행되는 6분 동안(3분 2라운드, 라운드 간 휴식시간 30초) 선수들은 

무산소시스템에 의해 짧고 빠르게 전신의 강한 근력과 파워를 반복적

으로 발휘해야 하며, 유산소시스템에 의해 라운드 간 휴식시간과 시합 

간 휴식시간 동안 빠른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레슬링의 에너지시스템 

기여도는 ATP-PC 시스템(alactic anaerobic)이 30%, 젖산시스템(lactic 

anaerobic)이 30%, 유산소시스템(aerobic)이 40%로 추정되고 있다[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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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scientific basis for physiological recovery of cooling tubing intervention during 
simulated match in elite male wrestlers.

METHODS: Fourteen national wrestler were divided Cooling Tubing Group (CTG, n=7) and Non Cooling Group (NCG, n=7). The 
simulated match was conducted at 3 minutes 1 round, 1 minute rest, 3 minutes 2 rounds, and was performed according to each weight 
class.  At the end of the match, CTG cooled the face, chest, elbow, and thigh by cooling mask, vest, and tubing, and then took a rest. 
NCG took a rest without any special treatm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s of the two groups, measured the variables at rest, 
immediately after the simulation, 10 minutes, and 30 minutes.   

RESULTS: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CTG and NCG intervention. However, the skin temperature (p<.001), the chest 
skin temperature (p<.01), the RPE (p<.001), blood lactate (p<.001), and heart rate (p<.001)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ime of measurements, in each group. In addition, CTG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NCG, but most of the variables 
(HR, RPE, skin temperature, DHEA, and cortisol) showed a tendency to show effects.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However, CTG showed a decrease in skin tem-
perature, RPE, and fatigue-related hormone compared with NCG,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cooling-tubing treatment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fatigu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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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폭발적인 동작이 요구되는 레슬링 경기는 무산소파워가 경기

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폭발적인 공격과 방어로 혈중 젖산농

도가 20 mmol·L-1까지 상승하는 격렬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4,5].

레슬링 시합은 보통 하루에 예선이 3-4경기 이상 치러지며, 한 경기

가 종료된 후 다음 경기까지 회복 시간이 짧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다음 시합에서의 경기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체급별로 하루에 모든 경기가 끝나던 규정이 2일에 걸

쳐 경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6], 이틀간 연속적으로 진행되

는 경기일정 때문에 선수들은 근손상과 근력저하에 노출될 우려가 있

으며, 이는 경기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합 상황

에서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복력으로 경기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모든 경기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피로, 근손상 및 근력저하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는 경기 후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중 전신을 냉각하여 열을 식히고 근손상을 예방하며 

근육의 떨림을 증가시켜 활동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냉각 방법은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냉각 방법에는 냉각 조끼

(cooling vests) 또는 팩(cooling packs), 냉방(cooled rooms) 또는 극저온 

냉각기(cryogenic chambers), 얼음 마사지(ice massage) 및 차가운 음료

(cold drinks), 신체일부 및 전신 침수(cold-water immersion) 등의 방법

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8]. 

냉각요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는데, 냉각요법을 통한 전신의 냉각은 말초 혈관 수축을 유도하

고 1회 박출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의 산화능력을 향상시킨

다고 보고하였다[9,10]. 특히 10-15°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10-15분간 

입수하는 저온침수는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동 후 피로를 대변하는 혈중 젖산농도 및 활성산소의 감소에 효과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14]. 통증자각도(RPE)를 감소시키고, 근

력의 감소를 예방할 뿐 아니라 근손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4]. 한편, 냉각요법의 적용이 피로 및 근손상 지표에 유의

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17]. 또한, 기존

의 저온침수방법은 장비의 휴대성, 처치의 어려움 등으로 30분 정도의 

휴식 뒤에 다시 다음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레슬링 선수에게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현장에서는 냉각이 지속적으

로 유지되는 쿨링 조끼 및 쿨링 튜빙을 이용한 냉각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시켜 주는 보냉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선수들이 원하는 부위에 쿨링 튜빙을 착용하여 몸

의 상태를 저온으로 유지시켜 주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체

력 회복을 도모하는 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쿨링 

튜빙 처지는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수행되는 쿨링 튜빙 착용에 따른 변화를 과학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를 대상으로 시합 후 쿨링 튜빙 착

용을 통하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쿨링 튜빙 착용의 과학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14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

과 취지에 동의한 선수들로 구성하였다. 쿨링 튜빙 착용에 따른 피로

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들을 쿨링 튜빙 처치군(Cooling 

Tubing Group, CTG; n =7)과 대조군(Non Cooling Group, NCG; n =7)

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실 환경은 연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소음을 통제하여 조용한 환경에

서 진행하였으며, 온도(23-25°C)와 습도(60% 이하)를 조절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내용

쿨링 튜빙 착용에 따른 전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경기와 

동일한 시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합 시뮬레이션은 각 체급에 

맞게 실시하였으며, 3분 1라운드, 휴식 1분, 3분 2라운드로 실시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Control (N=7) Ice tubing (N=7)

Age (yr) 29.00±2.73 28.57±2.66
Height (cm) 173.71±6.06 175.29±9.97
Body weight (kg) 86.57±22.24 86.00±20.85
BMI (kg/m2) 28.32±5.21 27.55±3.36

Values are mean±SD. 
BMI, body mass index. 

Fig. 1. The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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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시합 종료 후 쿨링 튜빙 처치군은 쿨링 마스크(mask), 쿨

링 조끼(vest), 쿨링 패드(pad)를 통하여 얼굴(쿨링 마스크), 가슴(쿨링 

조끼), 팔꿈치(쿨링 패드), 허벅지(쿨링 패드) 부위를 냉각 처치한 후 30

분간 정적 휴식을 취하였다. 대조군은 다른 처치 없이 정적 휴식을 취

하였다. 두 그룹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시합 시뮬레이션 전 안정 시, 

시뮬레이션 종료 직후, 10분 후, 30분 후에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측

정 시에는 쿨링 튜빙 처치 장비를 모두 제거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처치 시점과 측정요인은 Fig. 1과 같다.

쿨링 튜빙 처치 장비는 정제수(purified water)와 무독성 젤(non-tox-

ic ge)이 혼합된 젤(gel) 형태의 보냉제가 여러 개의 아이스 셀로 구성되

어 냉매포켓부분(wrap)에 삽입되어 탄성 스크랩과 벨크로(velcro)에 

부착되어 고정되어 있다.  쿨링 튜빙 장비는 영향을 받는 부위에 7°C의 

일정한 온도를 제공한다. 각 쿨링 장비는 착용 전에 4°C의 냉동기에서 

60분 동안 동결시켰다. 

쿨링 튜빙의 처치 부위는 레슬링 감독 및 코치, 전문가들과의 회의

를 통해 레슬링 시합 시 주로 사용되고, 체온이 가장 많이 오르는 부

위를 정하여 처치를 실시하였다. 처치된 부위는 얼굴, 가슴, 상완, 대퇴 

부위였으며 자세한 처치 부위는 Fig. 2와 같다. 

1) 측정변인 및 방법

피부온도는 Fig. 3과 같이 열화상 카메라(T-540, FLIR,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킨 후 동일한 거리(2 m)에 선

수들을 세워 안정 시와 시뮬레이션 종료 직후, 회복기 30분 후에 전신을 

촬영하였다(Fig. 3). 촬영된 사진의 화소는 640 ×480 pixel로 전용 분석프

로그램을 통해 사진상 얼굴, 가슴, 좌우측 상완, 좌우측 대퇴의 지정한 

부위의 온도 값을 평균하여 얻은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박수는 제퍼(Zephyr, Medtroni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

뮬레이션 전 선수들의 가슴 부위에 무선 심박수 측정기(Zephyr Bio-

amess, USA)를 착용하여 고정시킨 후 전용 프로그램(Omnisense 4.0)

을 통해 안정 시와 시뮬레이션 종료 직후, 회복기 10분 후, 30분 후의 1

분 간의 평균 심박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쿨링 튜빙 처치가 주관적인 운동강도에 느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활용하였다. 운

동자각도(RPE)는 Borg (1982)의 RPE Scale (6-20 Scale)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근력은 악력을 디지털 측정기(Tkk-1270, Takei, Japan)를 이용하여 각

각 kg 단위로 측정하였다. 레슬링 시합 시뮬레이션 전 안정 시 악력을 

측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종료 직후, 회복기 30분 후 측정하였다. 선수

가 주로 사용하는 주손을 2회 측정하여 좋은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쿨링 튜빙 처치에 따른 피로 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젖산을 

측정하였다. 시합 시뮬레이션 전과 종료 직후, 회복기 10분, 30분에 채

혈기를 이용하여 손가락 끝에서 혈액 20 μL를 채취하여 무색의 튜브(1 

mL in micro test tube)에 넣어서 충분히 흔들어 섞은 후 젖산분석기 Bi-

osen C_line (EKF-Diagnostic, Barleben, Germany)을 이용하여 젖산 수

치를 분석하였다. 혈액 채취 전 알코올을 사용해 피험자들의 손가락을 

깨끗하게 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젖산측정은 시합 시뮬레이션 시

작 전에 실시한 후 바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피로회복 관련 타

액 변인은 선행연구들[18,19]을 참고하여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

로이드 호르몬인 cortisol과 dehydroepiandrosterone (DHEA), 항체단백

질인 면역글로빈A (Immunoglobulin A, IgA)를 선택하였다. 피험자는 

표준화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점심 식사 전 실험에 참여하였다. 시뮬

레이션 전 안정을 취한 상태에 타액을 채취한 후 시뮬레이션 종료 직

후, 회복기 10분 후, 30분 후 다시 타액을 채취하였다. 

타액 샘플은 멸균처리된 전용 튜브를 이용하여 약 2-5 mL의 타액을 

Fig. 2. The ice cooling tubing treatment. Fig. 3. Thermal images during ice cooling tubing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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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타액의 수집은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타액 수집 전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였고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대화 및 음식물 섭취

를 금하도록 하였다. 원심분리(1,500 × g ×15 minutes, 4°C)를 통하여 튜

브의 아래쪽에 모아진 타액 샘플만 분리하였으며 수집된 타액 샘플은 

분석에 사용될 때까지 -80°C에 보관하였다. 냉동 보관된 타액 샘플은 

상온에서 완전히 녹인 후 피가 혼입되거나 오염된 샘플은 분석에서 제

외하도록 하였다. 타액 샘플은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

nosorbent assay, ELISA)을 S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Windows SPSS/PC. Ver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측정값은 모두 평균(mean)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산출하

였다. 각각의 변인에 대한 쿨링 튜빙 처치 유무와 측정시간의 차이검

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쿨링 튜빙 처치와 측정시간이 유의할 경우 대응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bonferroni post-hoc test)을 실시하였

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피부온도의 변화

얼굴 피부온도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

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Table 2)(Fig. 4).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 운동 30분 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1), 운동 직후와 운동 3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 쿨링 튜빙 처치군 내 측정시기 간에서는 운

동 전과 운동 직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1), 운동 직후와 

운동 3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가슴 피부온도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

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Table 2)(Fig. 5). 

Table 2. Skin temperature changes by cooling tubing treatment 

Variables Group PRE IP 30P F

Face Control 31.70±0.32 30.06±0.34## 33.19±0.23##$$$ T 29.545***
Temperature (°C) G 0.255

Ice tubing 32.03±0.24 29.67±0.51## 31.96±0.48$$ TG 2.278
Chest Control 29.69±0.29 31.10±0.33# 31.24±0.39# T 9.325**
Temperature (°C) G 4.773

Ice tubing 29.10±0.56 31.11±0.54# 29.77±0.46 TG 1.721
Upper arm (R) Control 30.74±0.42 30.60±0.13 31.81±0.54 T 1.512
Temperature (°C) G 1.262

Ice tubing 30.69±0.25 30.01±0.56 30.73±0.94 TG 0.427
Upper arm (L) Control 30.74±0.39 30.80±0.21 31.66±0.51 T 1.957
Temperature (°C) G 0.523

Ice tubing 30.60±0.42 30.54±0.56 31.21±0.38 TG 0.057
Thigh (R) Control 30.17±0.30 30.02±0.81 30.61±2.64 T 0.764
Temperature (°C) G 4.431

Ice tubing 30.03±1.08 29.19±1.47 27.89±2.61 TG 1.876
Thigh (L) Control 30.10±0.59 30.16±1.06 30.66±2.79 T 0.521
Temperature (°C) G 4.289

Ice tubing 29.87±1.00 29.24±1.44 27.94±2.43 TG 1.809

Values are mean±SE. 
PRE, Pre Exercise; IP, Immediate Post Exercise; 30P, 30 minutes Post Exercise; T, time effect; G, group effect; TG, time×group effect.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RE (p<.05),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RE (p<.01), $$Significant difference with IP (p<.01), $$$Signifi-
cant difference with IP (p<.001).

Fig. 4. Skin temperature -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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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 운동 3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쿨링 튜빙 처치군 내 측정시기 간에

서는 운동전과 운동직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상완 피부온도는 좌측과 우측 모두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

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쿨링 튜

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대퇴 피부온도는 좌측과 우측 모두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

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운동자각도, 근력, 젖산, 심박수의 변화

운동자각도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Table 3)(Fig. 6).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 운동 30분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쿨링 튜빙 처치군 내 측정시기 간에

서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젖산은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

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Table 3)(Fig. 7).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 운동 3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1), 운동 직후와 운동 3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 .001) 쿨링 튜빙 처치군 내 측정시기 간에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1), 운동 직후와 운동 30분 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심박수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

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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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kin temperature -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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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Table 3. RPE, Hand grip, Lactate, HR changes by cooling tubing treatment 

Variables Group PRE IP 10P 30P F

RPE (Grade) Control 13.86±0.29 16.43±0.20 - 16.43±0.29 T 32.87***
G 1.708

Ice tubing 12.14±0.31 16.57±0.20## - 14.43±0.37 TG 1.774
Hand grip (kg) Control 50.66±3.65 52.23±3.34 - 50.64±3.14 T 3.043

G 0.034
Ice tubing 51.20±3.95 53.51±4.34 - 51.96±4.05 TG 0.137

Lactate (mmol/L) Control 2.02±0.33 6.84±0.53### 4.92±0.65# 2.76±0.25$$ T 65.02***
G 0.395

Ice tubing 2.44±0.24 7.55±0.71## 5.19±0.70## 2.90±0.41$$$ TG 0.19
Heart rate (beats/min) Control 69.12±3.36 170.86± 3.66### 87.27±.25##$$$ 75.83±3.93$$$ T 686.70***

G 0.651
Ice tubing 69.08±2.81 170.38± 4.75### 91.00±5.27#$$$ 81.75±3.73$$$ TG 0.993

Values are mean±SE. 
PRE, Pre Exercise; IP, Immediate Post Exercise; 10P, 10 minutes Post Exercise; 30P, 30 minutes Post Exercise; T, time effect; G, group effect; TG, time×group effect.
***p<.001,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RE (p<.05),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RE (p<.01),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RE (p<.001), $$Significant dif-
ference with IP (p<.01), $$$Significant difference with IP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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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Table 3)(Fig. 8). 대조군 

내 측정시기 간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 운동 10분 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p< .001, p< .01), 운동 직후와 운동 10분 후, 운동 3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 쿨링 튜빙 처치군 내 측정시기 

간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직후, 운동 10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p< .001, p< .05), 운동 직후와 운동 10분 후, 운동 30분 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

악력은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

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 호르몬의 변화

코티솔은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

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

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DHEA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

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

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IgA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처치와 측정시기 간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내 측정시

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Table 4).

논 의 

1. 피부온도의 변화

쿨링 튜빙 처치가 선수들의 피부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처치를 실시한 부위의 피부온도를 측정한 결과, 처치를 실시한 모

든 부위의 피부온도가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조군과 쿨링 튜빙 처치군은 시기 

간에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대조군의 얼굴과 가슴온도는 운동 후 30

분에 운동 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p< .01, p< .05), 쿨링 튜빙

처치군은 운동 후 30분에 운동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Quod et al. [20]은 실험실 상황에서 사이클 최대운동 후 냉

각중재를 실시한 결과 심부온도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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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c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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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art rate.

Table 4. Cortisol, DHEA, IgA changes by cooling tubing treatment   

Variables Group PRE IP 10P 30P F

Cortisol (ng/dL) Control 305.69±40.66 240.05±1.94 268.60±8.69 317.79±43.28 T 1.549
G 0.126

Ice tubing 301.01±47.87 234.75± 52.29 275.51±4.34 240.02±8.92 TG 1.173
DHEA (ng/dL) Control 190.87±35.57 170.96±23.01 191.42±31.18 200.96±32.24 T 1.402

G 1.477
Ice tubing 220.83±44.53 153.48±41.32 168.45±38.30 132.35±33.19 TG 0.106

IgA (ng/dL) Control 169.54±9.75 193.24±25.73 214.40±42.53 293.53±94.00 T 3.176*
G 0.251

Ice tubing 159.25±23.86 188.24±46.71 218.00±38.15 241.54±54.83 TG 0.09

Values are mean±SD. 
PRE, Pre Exercise; IP, Immediate Post Exercise; 10P, 10 minutes Post Exercise; 30P, 30 minutes Post Exercise; T, time effect; G, group effect; TG, time×group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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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고 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8명의 사이클선

수들을 대상으로 40분간 사이클 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운동 후 

냉각중재가 대상자들의 피부온도와 심부온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고 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21]. 냉각요법을 통한 피부온

도의 감소는 말초모세혈관의 확장을 감소시켜 전체 심혈관계의 부담

을 낮추고[22], 심부온도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운동수행능력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23]. 피부온도가 27°C를 초과하면 약 1°C 증가할 

때마다 약 1.5%의 유산소 능력이 감소한다는 결과[24]와 운동으로 유

발된 고열은 체온조절을 위하여 진행되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

키고, 폐환기와 근육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잠재적으로 피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25,26]를 감안할 때, 레슬

링 경기 후 선수들에게 아이스 튜빙을 처치하여 피부온도를 감소시키

는 것은 신속한 피로회복을 유도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완과 대퇴 피부온도는 대조군과 쿨

링 튜빙 처치군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Lee et al. [27]의 보고에 의

한 사지의 피부온도는 지속적인 대사작용을 유지하는 체간 중심과 머

리 온도에 비하여 낮고 외부환경에 따라 피부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심박수, 젖산, 운동자각도, 근력의 변화

심박수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그룹 내에서는 측정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은 운동 직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운동 

10분 후, 운동 30분 후의 심박수는 감소하여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

군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냉각중재 후 냉각중재

군과 대조군 간에 심박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28,29]. 피부온도가 순간적으로 변화할 때 체내에서 

카테콜아민 방출이 증가하는데, 카테콜아민의 증가는 평소보다 심한 

혈관수축과 심장박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 실전과 

비슷한 강도의 레슬링 시뮬레이션을 통한 산소섭취량의 증가 및 교감

신경계 활성화가 종료 직후 선수들의 심박수를 증가시켰지만 쿨링 튜

빙 처치가 심박수의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이 결과는 쿨링튜빙처치가 레슬링 선수들의 실제 경기에서 심박

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젖산은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그룹 내에서는 측정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집단 내에서 젖산 변화는 처치군과 대조군이 모두 운동 후에 증가

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집단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냉각중재 후 혈중젖산 농도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다른 중재방법과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32-34]. 운동 시에 생성되는 혈중 젖산은 피로를 가늠

하는 물질로서 운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혈중 젖산이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5]. 일반적으로 냉수침지와 같은 냉각중재는 중추

신경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자극을 완화시키고 증가하는 체열을 정상

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사를 감소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

원하고 근육의 떨림을 유도하여 젖산 축적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36,37]. 쿨링튜빙처치는 전신 냉수침지와는 다르게 부분적으

로 냉각중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냉수침지와 같은 젖산제거의 효과

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분 후에 처치군과 대조군의 

젖산수준은 모두 안정 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때, 국가대표 레

슬링 선수들의 경우 경기 중에 젖산제거를 위한 냉각중재에 대한 필요

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자각도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쿨링 

튜빙 처치군은 운동 30분 후에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냉각중재 후 운동선수들의 운동자각도가 유의

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38-40]. 운동을 통한 피로의 축적은 근

력 및 근수축 속도 감소, 근신경 조절장애 및 무력감 등을 동반하며 선

수들의 운동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다[41,42]. 특히 피로

감은 생리학적 변화에서 기인하지만, 심리적 변화에도 비중이 높다

[43].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부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구심성 신경 자

극은 중추신경의 피로 유발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냉각중재는 구심성 

신경과 같은 피부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것을 감소시켜 주관적인 피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4], 

쿨링튜빙처치는 피부온도를 감소시키고,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완화시

켜 주관적인 피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주관적인 

피로의 감소에 의하여 근력과 파워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

할 때[39] 현장에서 시행되는 쿨링 튜빙 처치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력은 두 그룹 모두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직후 안정 시보다 다소 

증가하였다가 30분 후 안정 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그룹 간

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Howard et al. [45]은 활동적인 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냉각중재(하지침수, 12°C), 고온중재(35.5°C), 상

온중재(실험실내, 22-23°C) 방법에 따른 근력을 비교한 결과, 하지의 등

속성근력과 등척성근력 모두에서 중재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후에 보고된 연구에서도 냉각중재 후 근력의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16,46]. 냉각중재가 근육 내에서 위성세포의 활성과 근비대 신호(동

화작용 신호)를 감소 또는 지연시키고, 감소된 근비대 신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근력과 근비대의 개선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감

안할 때[47], 이 연구결과는 쿨링튜빙처치가 근력의 향상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냉각중재 후 고도로 손상

되었던 속근섬유의 신속한 회복이 근파워 향상을 유도하고, 심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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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운동자각도 감소에 따른 유산소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어 냉각중재가 근력 이외의 다른 체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진행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호르몬의 변화

타액 코티솔 농도는 두 그룹 모두 운동 종료 직후에 다소 증가하였지

만, 운동 30분 후에는 쿨링 튜빙 처치군에서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Lindsay et al. [48]은 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s, MMA) 선

수 15명을 대상으로 운동 후에 냉각중재를 실시한 결과, 냉수침지그룹

이 수동적 회복그룹보다 2시간 후 타액 코티솔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고 하며, 냉각중재가 격투종목과 관련된 이화작용과 통증을 감소

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냉각으로 유도된 

혈관수축은 세포로 투과되는 혈액과 림프액을 제한하여 세포안전성

(cellular integrity)을 유지하고 염증반응을 감소시켜 코티솔의 분비를 

줄일 수 있다[49]. 비록 호르몬 측정의 개인차와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

하여 코티솔의 감소경향만 나타났지만, 레슬링 현장에서 실시하는 쿨

링튜빙처치는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켜 피로회복과 경기력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수를 추가

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액 DHEA 농도는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모두 종료 직후부터 

운동 30분 후까지 DHEA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쿨링 튜빙 처치군은 

운동 30분 후에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DHEA는 부신피질에 의해 방출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로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동안 조직 재생

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50,51]. 이 같은 결과는 쿨링튜빙처치가 

DHEA 반응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arbal-

leira et al. [52]은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냉각중재와 수동적 회복을 비

교한 결과 냉각중재와 수동적 회복이 DHEA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

한 연구에서 DHEA는 냉각중재 그룹에 비하여 대조그룹이 조금 더 증

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저자들은 냉각중재가 DHEA에는 적은 영

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코티솔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고

려할 때, 냉각중재는 근육재생에 대한 생리적 감소반응보다 신속한 회

복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 현장에서 실시하는 쿨링튜빙처치는 근육재생과 관련된 

DHEA 반응에는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코티솔 반응과 

같은 회복과정에 신속하게 영향을 미쳐 이후에 지속되는 경기력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액 IgA 농도는 운동 30분 후까지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쿨링 튜빙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 폭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Razaie et al. [53]은 엘리트 여자 

수영선수 10명을 대상으로 48시간 간격으로 3일간 100 m 수영을 실시

한 후 15분간 고온수 침지(40°C)와 저온수 침지(23°C)로 회복중재를 

실시한 결과, 고온침지에서 타액 IgA는 19% 증가하였지만, 저온침지에

서는 8.9% 증가하여, 저온 침지군이 고온 침지군에 비하여 IgA가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조군이 없어 수동적 회

복과 비교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냉각중재가 IgA를 감소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Immunoglobulin A (IgA)는 

침과 눈물, 모유, 장과 기관지의 점액 등에서 분비되는 물질로[54], 타

액 속에 포함된 IgA는 상기도 감염증(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URTI)의 발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본 

연구에서 IgA는 쿨링 튜빙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수치상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냉각

중재에 따른 염증반응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강도의 훈련과 시합은 근육과 결합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초래하고

[56,57], 손상된 조직은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을 생성하

여 혈중 사이토카인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58]. 냉각중재

는 조직의 온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직의 대사 및 염증반응 등 면역

과정을 최소화하여 연부조직의 손상 후 회복을 도울 수 있다[59]. 이와 

같이 레슬링 경기 현장에서 실시하는 쿨링 튜빙 처치는 체온저하를 

통한 대사저하로 인하여 IgA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

른 선수들의 면역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이와 같이 쿨링 튜빙 처치군과 대조군은 처치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박수, 피부온도(가슴), 운동자각도는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튜빙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심박수, 운동

자각도, 피부온도, DHEA, cortisol 등 대부분의 측정변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처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쿨링 튜빙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피부온도, 운동자각도

의 감소 및 피로 관련 호르몬의 저하를 나타내어 피로 회복에 있어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자의 사

례수 부족으로 연구에서 고려한 관련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대상자의 수를 증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쿨링 

튜빙 처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상태의 고려, 측정

시기의 장기적 관찰, 다양한 경기력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단시간 

내에 빠른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레슬링 경기 현장에서 편리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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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적용하여 선수들의 피로회복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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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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