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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감정상태에 따른 통증 인지의 정도

오성민¹ PhD, 전형필² PhD 

¹동아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²동아대학교�체육학과

서  론

평균의 운동 능력치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한 운동 선수들은 신

체적 통증(pain)을 느끼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

나지 않는 증상들은 상황에 따라 타의로 무시되거나[1], 객관적인 수치

로 나타나지 않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느낌(feeling), 혹은 감정(emo-

tion)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선수들은 부상 재발생의 가능성에 기

인한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한 감정적인 

반응(emotional reaction)에 따른 부정적의 결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

며, 통증 반응은 재활 프로그램의 수행 시 순기능의 역할을 더디게 하

고 재부상의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만성 통증 

증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동일한 강도의 자극에 대하여 일반 선수들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4,5], 이는 재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근골격계 조직의 손상이 없다면 통증에 대한 

인지(cognition) 혹은 지각(perception)이라는 통각(nociceptor) 정보 전

달 반응의 한 부분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변화로 인한 신경생리학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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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the degree of pain cognition by injury-experienced athletes in a sports setting varies 
depending on their emotional status, and to compare the values between the VAS (subjective pain score) and RIII reflex (objective pain 
data). 

METHODS: Injured (n=15) and non-injured (n=15) experienced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al procedures with pain stimu-
lation, RIII reflex, and VAS measurement, while emotional images (neutral, pleasure, and unpleasure) were randomly presented. The 
RIII reflex was measured simultaneously with TENS stimulation of the sural nerve while the OASIS images were presented, and the 
VAS was measured between the sets of images. Data were collected using electromyography (EMG) and VAS.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and the VAS score according to the emotional state was significant (p=.028),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and the RIII reflex depending on the emotional state was not significant (p=.344).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of the group “emotion” measurement was not significant (p=.081), but the results indicate toward a correlation.

CONCLUSIONS: Athletes recognized more pain at the same intensity when their emotional state was unpleasant, but the RIII reflex 
was measured constantly so they could recognize less pain in an emotionally stable state. Despite some associations,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degree of pain recognition based on injur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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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 유추할 수 있다[6]. 

통증은 인간의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요인들에 의한 다양하고 복잡

한 경로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체조직적 장애와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는다[7]. 또한 시각, 청각, 촉각 등과는 감각적으로 구별되며, 

감각적인 양상(sensory modality)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증에 대한 지각(perception)을 동반하여 인지(cognition)하게 되는 

다차원적인 신경심리학적 현상이다[7]. 감정(emotion)은 통증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감정적인 변화가 특히 통증 조절 하

강 경로(descending pain-modulatory pathway)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졌다[8]. 이와 관련하여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통증의 인지와 감정(emotion)의 조절에 관련이 있는 배측전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과 내측전전두엽

(medial prefrontal cortex), 또는 전측대상회피질(anterior cingulate cor-

tex, ACC)과 섬엽(insula) 등의 영역이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만성요통 환자 집단의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PFC) 회백질

(grey matter)은 일반 집단의 회백질보다 감소된 상태를 나타냈다고 하

였다[9]. 또한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통증 강도에 대한 증감 인

식이 아닌 환자가 인지하게 되는 통증의 불쾌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결

과가 보고되었다[10,11]. 통증에 대한 감정가(Valence, 유쾌함 또는 불

쾌함)가 심리학적 변인인 통증 인지 정도와 신경생리학적 변인인 척추 

침해 수용성 반사작용(spinal nociceptive reflex)을 동시에 증감시키는 

결과를 보아, 통증에 대한 유쾌함을 느낄 때에는 통증을 덜 아프게 느

끼고 불쾌함을 느낄 때에는 더 아프다고 인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11]. 

통증 인지와 관련이 있는 대뇌 영역들의 통증 유발 활성도(pain-

evoked activation)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을 때, 

ACC, PFC와 소뇌의 편도체(amygdala)를 포함하는 전뇌영역에서의 활

성도 결과는 주로 심리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원심성 경로의 시스템의 

조절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플라시보 약의 투여를 

통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진통제 투여 시 나타나는 통증 지각과 관련된 

대뇌영역의 활성도 감소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 

이는 통증 감소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기대가 ACC와 PFC을 

포함하는 통증 지각 전달의 원심성 경로 활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는 점을 반영한다[14]. 따라서 피험자의 현재 감정의 긍정적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다면 통증 지각 전달의 원심성 경로 활성화를 감소시켜 위

계적으로 이어질 구심성 경로의 활성화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15]. 

지금까지 나타난 신경해부학적 결과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상황에

서 통증을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종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

으나, 그와 반대의 순서인 감정의 종류를 조절하였을 때 반응하는 신

경전달경로 또는 대뇌반응에 대한 연구는 양적 기초 자료의 축적을 필

요로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통증을 연구한 영역들은 주로 의학, 생

리학, 일반심리학 분야가 다수였고[16-18], 신체적-심리적 질병으로 인

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나[19,20], 특수한 상

황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스포츠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통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부상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처치 

및 재활과정의 경험을 통해 스포츠 상황 중 인지하는 통증의 정도가 

감정의 종류(긍정적 또는 부정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지 확인하

고, 스스로 느끼는 통증의 강도와 RIII reflex로 나타나는 생리학적 통

증 지각 변화가 차이가 날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다면, 선수들에게 재

활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1,3,4,10].

부상 경험이 없는 선수들보다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 스스로 감지하

는 통증의 강도와 수치로 나타나는 통증의 강도에 차이가 더 크게 나

타난다면, 이러한 차이는 선수들이 부상 후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심리학적 재활 프로그램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주관적 통증 기입법과 객관적 통증 반응 수치인 

RIII reflex 측정 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실험에 참여할 대상 중 실험 집단은 무릎 부상의 경험이 16주가 지

난 피험자로 근전도와 통증 반사 실험과정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이 있는 심혈관계 질환, 신경계 질환, 우울증, 간질, 편두통 등의 특이한 

의학적 병력을 지니지 않는 이를 선발하였으며 최초 20명을 모집하였

다. 이에 맞추어 통제 집단으로 과거 병력이 없는 선수들을 20명 모집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총 40명으로 진행하였다. 스크리닝 과정에

서 부상에서 회복된 지 16주가 경과하였지만 관절가동범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자, 양측 다리 모두 부상의 경험이 있는 자, 움직임을 시

도하며 체중 부하를 가했을 때 통증이 있는 자, 코로나 증상이 발생하

여 모집인원에서 누락된 자, 전기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 사진

을 보다가 혐오감을 표출하여 중도 포기한 자 등을 제외하여 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5명 총 30명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여한 피험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환경 설계

1) RIII 통증 반사 근전도 측정

RIII reflex는 NFR (nociceptive flexion reflex, 통증 반응 굴곡 반사)

의 요소로 A-delta 구심성 통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다중 

시냅스 척수 반사이다. 이 반사의 발생에 관여하는 주요 근육은 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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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근(biceps femoris)이며, 동측 비복신경(ipsilateral sural nerve)에 경

피성 전기자극이 주어졌을 때 근전도(EMG)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반

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통

증 자극이 주어져야 하며, 이 강도는 실험 수행 전 개인의 통각 역치를 

정한 후 결정한다[21]. 근전도 측정을 위하여 LAXTHA의 4채널 유선 

근전도(QEMG-4: LXM3204)를 사용하였으며, 대퇴이두근(biceps fem-

oris)에서 발생하는 통증 자극에 대한 전기적 반응을 기록하는 것으

로, Ag-AgCl 표면 전극을 해당 근육의 근복에 부착하고 두 개의 전극 

간의 사이는 2 cm로 정하였다. 근전도 활동의 기록은 증폭된 데이터

를 기본으로 밴드 패스 필터(Band-pass filtered, 100-500 Hz) 기법을 사

용하고, 1,000 Hz의 주파수에 맞추어 디지털화 및 샘플링을 진행하였

다. 기록된 원자료는 오프라인에서 120-130 Hz의 주파수로 필터링하

고, 통증 자극이 주어진 후 90-180 ms 후에 나타나는 시그널을 RIII re-

flex 결과값이라 한다.

피험자는 한쪽 다리는 굽히고 실험 의자 위에 앉는다. 이때 엉덩관

절은 120°를 굴곡하며 동시에 무릎관절은 130°를 굴곡한다. 왼쪽 대퇴

이두근의 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측의 왼쪽 비복신경에 반복적

으로 자극을 주며, 자극의 위치는 왼쪽 복사뼈의 후면에 위치한다. 통

증 자극은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8-12초의 간격을 

두고 수행하며 각 자극 트라이얼은 200 Hz, 1 ms의 사각 펄스로 투여

한다. 좌측 대퇴이두근에서 RIII 반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면 건과 

동 근육에 전극을 부착하는데 슬와(poplitear fossa)에서 10 cm 위로 

부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록은 5 kHz의 샘플링 비율로 디지털화하

며 증폭한다. 

2) 통증 자극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으로 고주파의 전기자극을 피부에 부착하여 

일정 부위의 진통을 도모하는 기법으로 본래는 관문 조절 이론(gate 

control theory)을 토대로 하여 유수신경섬유를 자극하면 척추 후각에 

있는 교양질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통증 조절에 쓰였으나, 자극의 

강도를 개인의 통증 반사 역치 이상으로 올리게 되거나 근복을 벗어나

는 위치에 부착하게 될 경우 통증을 인지하게 되는 자극 조건으로 쓰

일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통증 자극 전달을 위하여 메디

피아사의 LT1061 모델을 사용하였고, 정격전원, 최대출력 전류, 최대출

력전압이 안전 기준을 통과한 모델로 신체에 위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실험 시작 전 TENS 자극의 느낌이나 자극 정도의 기본 정보를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실험 과정 중 통증을 인지하기 위한 자극

으로 활용한다. 자극은 1 ms ×10회의 펄스를 투여하여 총 30 ms의 

train으로 구성하고, 왼쪽 복사뼈 바깥방향을 에둘러가며 위치한 sural 

nerve (비복신경)에 1 cm2 크기의 전극을 부착하여 자극을 전달하였다. 

개개인의 기본 자극의 강도를 정하기 위하여 실험 시작 전 피험자 개인

이 통증으로 인지하는 강도를 기록하였다. 그 수치를 개인의 통증 반사 

역치라 하고, 수행할 통증 자극의 강도는 개인의 통증 반사 역치의 

120%의 강도로 정하고 이를 실험 수행 전 계산하여 기록하였다[22].

3)  감정상태 조절을 위한 사진 제시 Open Affective Standardized Image 

Set (OASIS)

피험자에게 감정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제공할 총 75장의 사진은 25

장의 Pleasant (유쾌)함을 유발하는 사진들, 25장의 Unpleasant (불유

쾌)함을 유발하는 사진들, 그리고 25장의 Neutral (중립)을 유도하는 

사진들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사진들은 Open Affective Standardized 

Image Set에서 선택하였다. OASIS는 ‘온라인 공개 감정규정 사진 세트’

의 축약어로 감정(혹은 정서)과 주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위한 표

준화된 사진의 세트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사진 데이터베이스이다. 

OASIS는 900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진들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인물, 동물, 풍경, 물건과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23]. OASIS

를 구성하는 사진들은 다양한 생리학 측정기법과 병행되어 사용되었

는데,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 EEG (뇌전도), magnetoencepha-

lography (자기뇌파검사), skin conductance (피부전도반응), heart rate 

(심박동수), electromyography (근전도) 등의 기법 등과 함께 쓰이며 객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Groups Gender
Descriptions

N Age Injury types
Number of Injury experiences 

(people)

Injury Experienced Athletes Male 12 23.75 ACL reconstructions, PCL sprains, Patellar  
Tendonitis, Meniscus Repair

1 (7)
2 (4)
3 (1)

Female 3 22.19 ACL reconstructions, MCL sprain Meniscus 
Repair

1 (2)
2 (1)

Non-Injury Experienced Athletes Male 7 30.71
Female 8 30.25

Total 30 26.73

ACL, Anterior Cruciate Ligament; PCL, Posterior Cruciate Ligament; MCL, Medial Collateral Lig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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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감정 혹은 정서를 규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목적한 감정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며, 

자료를 제공받는 사이트는 Kurdi 연구팀의 공식사이트(http://www.

benedekkurdi.com/#oasis)이다[23]. 접근하여 다운로드 하는 사진의 예

는 아래 Fig. 1과 같다.

3. 실험절차

사진 선택 시 연구자 외 상담심리 전문가 1인이 함께 회의를 거치고 

자문을 구한 후, 각 3가지의 감정 구분이 최대한 뚜렷이 될 수 있으면

서 피험자들에게 심리적 충격이 적고 잔상이 오래가지 않는 사진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총 25장을 5블록으로 나누어 

한 블록에 5장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블록당 주어지는 시간

은 35초(사진 응시 시간 25초+쉬는 시간 10초)이며 각 사진 한 장당 피

험자에게 노출되는 시간은 5초로 정한다. 사진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

하여 피험자에게 제공하며 피험자의 눈과 모니터의 거리는 약 60 cm

로 하여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Fig. 2

와 같다.  

실험은 총 15블록으로 구성한다. 각 블록은 35초의 시간을 소요하

며, 한 블록 안에는 감정적 혹은 중립적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25초 

동안의 사진제공 세션과 10초 동안의 쉬는 세션이 주어진다. 한 블록

은 5장의 사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진들은 5초간 시선을 고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한 블록 당 2번의 전기 통증 자극이 주어지며 항상 

사진이 제시되고 사라지기 300 ms 전에 제공하였다. 사진의 순서는 랜

덤으로 조정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의사무작위(pseudo-random)로 

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1번째-2번째, 1번째-3번째, 1번째-4번째, 2번째-3

번째, 2번째-4번째, 3번째-4번째의 전기 통증 자극의 순서로 구성하였

다. 각 블록이 종료될 때마다 피험자들은 10초의 시간 안에 전기 자극

에 대한 통증 인지 정도를 0-10.0 사이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

는데, 이 척도는 태블릿 PC의 화면에 커서를 움직여 클릭할 수 있게 하

는 Visual analogue scale (VAS) 기법을 사용하였고, 여기서 0은 no pain, 

즉 무통증을 뜻하며 10.0은 극도의 통증을 명시하는 숫자이다. 피험자

가 통증 기입을 한 뒤, 각 블록에 제시되었던 OASIS 사진들이 정말로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절차를 나타낸 ex-

perimental procedure은 Fig. 3과 같다.  

4. 자료처리방법

EMG와 OASIS-VAS를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는 엑셀 프로그램과 

SPSS 프로그램으로 옮겨 분석하였다. 각 항목의 측정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집단(부상 선수, 일반 선수), 감정(부정적, 긍정

적, 중립), 측정법(RIII reflex, VAS)과 같이 변인으로 설정하여 repeti-

tive-ANOVA 분석을 하며, 통계적 차이가 있을 경우 Tukey-Kramer 

pairwise comparisons로 사후검정을 실시한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은 .05로 설정한다.

연구 결과

1. 기술 분석

부상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감정을 변화시키는 사진을 응시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 자극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반응인 RIII reflex와 심

리적인 반응인 VAS-pain scale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Fig. 1. OASIS sample picture and arousal/valence scale. An open-access 
online stimulus set containing 900 color images depicting a broad spec-
trum of themes, including humans, animals, objects, and scenes, along 
with normative ratings on two affective dimensions-valence (i.e., the de-
gree of positive or negative affective response that the image evokes) and 
arousal (i.e., the intensity of the affective response that the image evokes).

Fig. 2. Subject’s position for experimental participation.

Fig. 3.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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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같은 강도의 통

증 자극이 주어졌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만성 통증 증상이 있는 부상 경험 선수들이 아닌, ‘부상의 

경험’을 기억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을 때문

에, 통증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수도 혹은 부상 당시의 통증에 

대한 기억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실험에서의 통증 자극은 그리 높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피험자는 OASIS에서 

제공되는 감정을 조절하는 사진들을 응시하면서 통증 자극이 주어질 

때 EMG를 이용하여 RIII reflex를, VAS pain scale을 이용하여 피험자 

본인이 느끼는 통증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감정 상태가 다른 상황에서의 통증 자극에 대한 신경생리적 반

응인 RIII reflex 측정값과 심리적인 반응인 VAS-pain scale 측정값의 비

교를 위해, 집단을 부상경험선수 집단과 부상무경험선수 집단으로 나

누어 알아보았다. EMG 측정값의 단위는 mV이며 VAS-pain scale의 단

위는 없다. 실험 조건별 결과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실험에서 감정상태에 따른 집단 별 차이를 측정법(RIII reflex, VAS)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기 앞서, 공분산 행

렬에 대한 동일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p=.844로 나왔으므로 repetitive-

ANOVA를 실시하였다.

2. 반복 측정 분석

repetitive-ANOVA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 집단과 감정상

태에 따른 VAS scale의 관계는 p=.028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집단과 

감정상태에 따른 RIII reflex의 관계는 p=.344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변량검정을 통한 집단*감정*측정법(RIII ref lex 혹은 

VAS scale)의 관계는 p=.081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았지만 결과 수치로 보아 어느 정도의 상관이 존재할 것이라 사료된다.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확률이 p=.128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Figs. 4, 5에서 나타났듯이 두 집단 모두 불유쾌한 사진이 제공

되었을 때 통증에 대한 자극을 더 강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RIII reflex의 경우 감정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일정한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논  의

1. 부상 경험 선수들의 감정 상태에 따른 통증 인지의 차이

과거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 증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동

일한 강도의 자극에 대하여 일반 선수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

견이 있지만[24-26], 본 연구 결과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실험에 앞서 사

전 인터뷰 시, 대다수가 주변 환경의 압박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통증

에 대한 표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통증을 기록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증에 대하여 부상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감정적인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의 차이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Fig. 4. RIII reflex by groups depend on the emo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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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S by groups depend on the emo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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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analysis    

Groups Emo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N
RIII reflex (mV) VAS-pain

Injury Experienced  
Athletes

Neutral 109.46 (7.99) 4.57 (1.97) 15

Pleasure 110.65 (5.49) 4.18 (1.37) 15
Unpleasure 110.00 (8.52) 6.32 (1.94) 15

Non-Injury Experienced 
Athletes

Neutral 113.70 (6.31) 5.26 (2.07) 15

Pleasure 112.69 (4.02) 4.84 (1.25) 15
Unpleasure 112.89 (6.42) 7.04 (1.91) 15



https://www.ksep-es.org496 |� Sungmin Oh, et al.  •  Pain Cognition Depends on Emotional Status

Vol.31, No. 4, November 2022: 491-498

에 두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선수들은 불유쾌한 사진을 보았을 때 통증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의 정도를 더욱 ‘아프다’라고 인지하였고, 피험자의 감정

이 불쾌한 상태일 때 통증 자극을 더 아프게 인지한다는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불쾌한 분위기에서는 감

정의 환기를 적절하게 할 수 없어서 신체적인 통증 인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해석된다[28,29]. 물론 

위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하여 감정적 조절

(emotional regulation)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30], 이는 불쾌

한 감정에 대한 통증 자극 인지 후에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조치라 생

각된다. 운동 상황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변 환경을 선수

가 원하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인지적 중재 요법을 병행하였을 때, 기

분(mood)이 좋아지고 통증의 인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사례 연

구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재활 환경 조성 시 심리적인 요소 또한 고

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31].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여 중재 

요법을 수행했을 시 부상 선수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통증에 대한 

내성의 향상으로 이어진 결과[32], 부상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심리적

인 다양한 요인을 타겟으로 하는 중재요법이 병행되었을 때 재활의 효

과가 동반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 등의 선행연구들을 보아, 전문적인 

선수들은 이미 재활 프로그램의 진행 시 심리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35]. 

2. VAS와 RIII reflex 측정 방법에 따른 통증 인지의 차이

이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집단과 감정상태에 따른 VAS scale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집단과 감정상태에 따른 RIII reflex의 관

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부상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감정

상태가 불유쾌한 경우 실제로 전달되는 통증의 강도보다 더 ‘아프다’

라고 느낀다고 해석된다. 이는 통증이라는 요인은 감정, 생각, 기억 등

의 개인적인 요소와 관련이 깊으며 뇌의 여러 영역들 사이에서 복잡한 

기능적 상호작용을 통한 출력물로 나타난다는 뇌 이미징(Brain imag-

ing)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36]. 부상 경험이 있는 선수

들의 경우에 통증이 발현되었던 기억이나 그때의 감정, 본인의 성격특

성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부상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후의 통증 

인지에 관련하여 부상 경험이 없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인지하는 가능

성이 있다[37].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의 치료 방법 및 도구를 다르게 접근한다[38]. 다시 말

해, 실제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보다 피험자 본인이 

느껴지는 통증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생리적인 통증 발현

의 차단만큼 심리적인 통증 인지의 중재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뇌 이미징 연구에서 뇌의 실질

적인 변화를 나타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39]. 따

라서 재활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부상 경험 선수들의 심리적 재활 중

재요법을 동시에 제공하였을 때 뇌의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나

타날 것인지 비교한다면 확실한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스포츠 상황에서 부상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

들의 통증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에 따라 인지

하는 통증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둘째, 통증에 대한 인지

를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기기입법과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RIII reflex 수치 측정법을 

분석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부상을 경험한 선수와 부상을 경험하지 않은 선수 모두 RIII reflex

에서는 neutral (중도), pleasure (유쾌), unpleasure (불유쾌)의 감정 상태

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의 정도를 인지하였지만, VAS에서는 두 집

단 모두 불유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동일한 강도

의 통증 자극이 수행되었음에도 상승된 통증의 인지 정도를 나타낸

다. 이는 통증이 유발되었을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도를 

인지하는 것으로, 재활 프로토콜 진행 시 생리학적인 지표 뿐 아니라 

심리학적 지표 또한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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