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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지연성 근육통증에 대해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적용을 통해 체열 변화와 통증척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년기 여성 15명(연령;69.47±1.60)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반복측정을 통한 실험에 임하
였다. 가우스 자기장 영역을 3범위(1000G, 1500G, 2000G) 영역으로 나누어 임의 제작한 자기장 손목밴드 
적용하여 착용전과 후에 나타나는 체열변화와 통증 결과를 SPSS 19.0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치료 영역별 
전-후 차이검증을 위해서 종속 t검증(Paired t-test)과 집단 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차이검증을 위해 
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Duncan)을 통해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 하였다. 
이상의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전-후 체열 변화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집단 간 상호 작용의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지연성 근육 통증척도에서도 
시기 간-집단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1500G 영역에서 나타났다. 1000G 
- 1500G 가우스 영역이 체열과 근육통증 변화에 가장 이상적인 자기장 영역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가우
스 자기장 1000G-1500G영역이 노년기 신체 체열과 근육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노년기 인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우스 자기장 효과를 인체 세포의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가우스자기장∣노인∣근육통∣체열온도∣통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 of body temperature and pain by application 
of Gaussian magnetic for the elderly delayed muscle pain. For the purpose, we selected 15 elderly 
women(age;69.47±1.60) and conducted repeated experiments. The Gaussian magnetic field area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1000G, 1500G, 2000G). The applying arbitrarily manufactured magnetic field 
wristbands changes of body heat and pain before and after wearing Gaussian magnetic were measured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To examine the pre-and post-treatment differences 
by treatment areas, we conducted paired t-test. Group differences and interac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two-way ANOVA and Duncan post hoc test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 = .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hange of body heat by the Gaussian magnetic field are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ree groups(P<.05).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group interactions and in the delayed muscle pain scale between groups(P<.05). The area with the 
largest difference appeared in the area of   1500G field. The 1000G-1500G Gauss field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deal magnetic field for body heat and muscle pain changes. In conclusion, the Gaussian 
magnetic field of 1000G-1500G may affect body temperature and muscle pain in the elderly, and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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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수명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수명도 함께 늘

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연장은 다양한 방향성
으로 나타날 것이며 인간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인간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받고 있다. 신체
는 이러한 자극에 적응 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노령 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
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노령(65세이상) 인구 증가는 
2015년 12.8%에서 2065년 42.5%를 차지 할 것으로 보
고 있다[1]. 특히 노년기 여성의 기대 수명은 전체인생의 
약 1/3에 해당하는 약 30년으로 추정되어 중년기 이후 
여성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2]. 이와 같이 여성은 신체적 변화로 성적 매력과 능
력의 상실로 받아들여져 심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다[3]. 나아가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들의 노화나 폐경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는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이 사라져 늙는다고 인식하여 스트레스 및 
심리적 우울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4]. 또한 여러 가
지 통증과 낙상, 우울, 불안, 장애 등의 사고로 인하여 신
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은 전반적인으로 
상실하는 시기이다[5]. 삶의 질도 다양한 영역에서 떨어
질 것이다. 그 중 신체적 쇠약은 독립적으로 생활이나 대
인 또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 따
라서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
며 질병을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건강 문제가 중요한 정
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6]. 노년기의 지연성 신체 통
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적, 신체적 스
트레스를 동반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건강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
러한 스트레스는 신체 통증으로 이어지고 통증은 생체 
이상을 신속히 알리고 방어적인 역할을 다한 뒤에도 통
증이 계속 남아서 통증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되어 인간
을 괴롭히기 때문에 치료[7]를 필요로 한다. 지연성 근육
통(DOMS: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은 신진
대사의 산물을 생성시킬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혈액의 

공급으로 인한 근조직 내에 산소의 부족을 일으키며[8] 
더욱 심한 지연성 근육통의 경우 관절가동범위 제한 및 
부종까지 발생시킨다[9]. 일반적으로 지연성 근육통증은 
손상된 근육의 염증에 의해서 야기되거나 근골격계 증상 
중에 하나이며 직접적인 가격, 좌상 등과 같은 손상과 운
동에 의해 미세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10]. 노
년기에 대부분은 노인들은 다양한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통증의 지속시간
은 3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1]. 
지연성 근육통은 신장성수축, 부종, 움직임의 제한, 근력
손실, 고강도 운동, 염증반응, 젖산축척, 효소유출, 브래
디키닌(bradykinin),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 in), 
히스타민(histamine) 등과 같은 통증유발물질이 축적, 
근육 내 단백질 삼출액이 유입되면서 증가 등으로 나타
나며 생활에서 주먹쥐기, 팔, 다리 올리고 내리기, 계단 
오르기, 장시간 앉기, 전신 및 대퇴근 등척성 수축, 가벼
운 물건 들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12][13]. 이러한 신
체의 다양한 통증으로 인한 노년기의 질병은 지각이나 
감각, 지능 등과 같은 신체 신경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14].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은 저하되
고 있으며 제2차 질병으로 확대 될 수 있다. 노년기 통증 
치료는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삶을 영위하
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년기 근력의 상실은 
전반적인 유연성을 감소시켜 노인에게서 동작의 질뿐만 
아니라 자세 정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인간의 생애에 있어 50-60대에는 매 10년마다 약 
15%, 이후에는 10년에 약 30% 정도씩 근력 감소가 나
타난다고 보고 하였다[16]. 이러한 노년기 신체적 변화
는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나며 신체적, 심리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연성 통증은 노년기 지연
성 통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노년기 신체적 
통증을 감소 및 제거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
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지연성 근육통 발생 이 후 근육이 최대 기능을 빠르게 회
복시키고，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냉 치료， 지속적 
압박, 초음파， 전기자극， 스트레칭， 마사지， 약물치
료 등 다양한 치료중재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다[17]. 노
년기에 접어들면서 활동자체 보다는 비활동을 통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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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치료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서양의학에서는 경혈만의 국소적 부위만을 전기 
자극하는 방식인 TEAS(Transcut ane ous Electrical 
Acupoint Stimulation)가 제시되었으며 근 통증완화 
및 다양한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규명되고 있는 실정이
다[18][19]. 자기장 자극은 신경조직 및 근력조직을 자극
하고 그에 따른 개선효과가 있음이 규명 되었으며
[19][20], 다양한 혈관 병증의 혈류 정체 현상에 대하여 
혈류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치료효과가 인정되었다고
[21]보고 하였다. 인체는 자성체로써 약간의 자기만으로 
경혈을 작용시키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받은 
혈액은 전압이 생겨 혈액 속에 이온을 증가시키고 혈류
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22] 하였다. 가우스 사우나는 혈
액의 정화와 근피로의 회복을 통해 운동 후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무산소성 운동능력, 등속성 근력 등과 같은 생
리적 기능의 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을 있다고[23]하였다. 최근 Walsh등은 실험
적으로 야기된 근육통에 최대 회전력과 통증 정도를 측
정하였으나 자기장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 하였다고[24] 
하였지만 Rasmussen 등은 마라톤 완주 이 후 지연성 
근육통이 야기된 마라톤 선수들에게 5일 동안 지속적으
로 자기장 치료를 받게 하여 대 조군보다 긍정적 인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25]. 이러한 선행 연구논
문들은 자기장에 치료로 국한 되었으며 자기장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장에 
대한 치료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우스를 범위를 기준한 
근육통 치료 효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보통 자기
장 제품은 500G-1800G의 의료용자기 발생기를 사용하
나 자기력 차이에 따라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장의 기준범위를 정하여 인체
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찾고 나아가 차세대 학문 범위
인 자기장 치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우스 자기장의 범위를 통한 지연성 
근육통에 대한 물리적 자극을 통해 나타나는 신체의 피
부 온도 변화를 보고자 한다. 결과 분석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근 통증에 대한 보조 치료적 수단으로
써 가우스 자기장 기준을 찾아보고 근 통증과 자기장의 
관계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들

의 건강증진 치료 영역의 한가지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가설로 첫
째, 자기장 영역별로 전-후 체열 변화와 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집단 간 상호 작용효과와 체열 변화
가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신체적으

로는 경미한 지연성 근육통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임하기전 실험의 내용을 충분
히 인식시키고 실험 하였으며 피험자는 경남지역의 노인
복지관에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하였다. 피험자
의 동의를 얻은 후 본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피험자의 연령은 노년기 여성 17명(60-70세)을 대상
으로 실험에 임하였다. 이중 2명을 제외한 총 15명을 대
상으로 가우스 영역서 반복 실험하였다. 이 연구의 IRB 
승인은 K대학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 1040460 
-A-2018-063)받아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대상 나이(yes) 신장(cm) 체중(kg)

피험자(n=15) 69.47±1.60 152.13±4.51 56.53±4.32

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

2. 설문지 구성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지 구성 내용은 인구통계학

적, 통증 정도, 건강상태, 질병상태로 구성 하였다. 자기
장 적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의 자각증상의 척도로 통증의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Melzack에 의해 개발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
인통증 사정도구인 단축형 맥길통증 질문지(SF-MPQ)를 
이용하여 사용 하였다[26]. 또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한 통증척도를[27]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과 예비조사 후 연구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 형태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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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을 이용 하였다. 주관적 통증의 등급을 측정하
는 단순등급 척도로 0 에서부터 – 10 번까지 점수를 사
용 하였으며[28]. 그리고 SF-MPQ 문항 외에 MPQ의 
원문에서 시각통증등급과 현재 통증강도를 추가 하여 전
신통증을 검사 하였다. 현장 설문 조사에는 보조 연구 보
조자 2명을 대동하여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2.1 실험방법 및 시기
본 연구의 실험은 경남지역의 복지관 소속회원인 노년

기 여성을 대상으로 60-70세 사이의 노년기 여성 15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 발과 다리 부분의 근육에서 지
연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으로 5명씩 3개 집단으
로 편성 하여 반복 측정 실험을 하였다.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적용은 1일 1시간씩 총 3일 실시하였으며 실험 
장소는 M대학의 재활치료실에서 실시하였다. 가우스 자
기장 영역의 제품은 다나제약(주) 회사에 부탁하여 임의 
제작한 가우스 영역별 자기장 팔찌를 사용하여 착용 하
였다. 가우스 자기장 부착 영역에서 실험 전 통증 척도측
정을 하고 실험이 끝난 후 통증척도를 다시 측정하여 결
과를 도출 하였다. 또한 온도 측정은 모든 치료 기간에 
치료 전 체열 온도를 측정하고 치료 후 다시 측정 하여 
결과를 도출 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측정 부위는 왼쪽 
팔의 손바닥과 손등을 측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측
정 순서는 [표 2]와 같다. 측정도구로는 적외선 촬영기
(체열진단계 IBB-6000/오송라이프/대한민국)를 이용하
였으며 신체적 특징은 인 바디 520(인바디/대한민국)을 
이용하였다.

집단 가우스 범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설문지 피부

온도

A(5명) 500-1000G 1

1일
휴식

2

1일
휴식

3
통증
척도
전-후
측정

실험
전-후
측정

B(5명) 1000-1500G 2 3 1

C(5명) 1500-2000G 3 1 2

표 2. 가우스 자기장 영역 실험 순서

  
2.2 전신통증 측정시기 
본 연구의 피부체열 측정은 치료 전 의자에 편안한 자

세에서 측정 하였으며 치료 전, 치료 후 3일 동안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기계로 측정 하였다. 실험실에 온습도계
를 설치하고 도착 후 피부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30
분간 휴식을 취하며 평균 25.00±2.00(°c)가 되도록 통
제하였다. 또한 실내 온도 또한 26.00±2.00(°c)로 설정 
하였다. 온도를 유지하고 집단별 총 3회 적용 치료하였
다. 중간에 1일 휴식을 주어 동일 자극에 대한 적응도를 
최소화 하였으며 통증척도는 치료 전 1회, 적용 치료 후 
1회 총2회 실시 하여 통증변화를 도출 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모든 변
인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자(SD)를 산출 하였으며 측
정시기별과 전-후 체열변화 및 집단 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 t검증(Paired t-test)과 
(two-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던컨 방법을 이용하고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피부체열 변화 결과
반복 측정에 의한 동일 집단 가우스 자기장 영역 적용

에 따른 손에 대한 평균 피부 체열 변화 결과는 세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우스 자기장 영역은 500-1000G 집단이 가장 큰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1500, 2000G 자기장 영역 순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집단(명) 가우스범위 전 후 t p

A(n=15) 500-1000G 25.29±2.22 28.48±1.36 -8.487 .000

B(n=15) 1000-1500G 25.69±1.77 26.75±1.88 -3.476 .004

C(n=15) 1500-2000G 27.85±2.24 29.20±1.86 -3.270 .008

표 3.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피부체열 전-후 비교 결과
단위:(°c)

2. 가우스 자기장 집단 간 상호작용 피부체열 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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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측정에 의한 동일 집단 가우스 자기장 영역 적용
결과는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 또한 집단 간, 시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5). 사후 비교에서는 2000G 자기장 영역
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1000G와 1500G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500-1000G 자기장 영역
이 수치상으로 1000-1500G 자기장 집단보다 우선순위
를 나타냈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 전 후 Sourc
e F p post-ho

c

피부
체열

A 25.29±2.22 28.28±1.67
G
T

G×T

8.647 .001

B=A<CB 25.69±1.77 26.70±1.92 27.512 .000

C 27.85±2.24 29.20±1.86 3.263 .048

*A, B, C(N=15)  *A;500-1000G, B;1000-1500G, C;1500-2000G, 
*값: G: 그룹, T: 시기, G×T: 그룹×시기(상호작용)

표 4. 가우스 자기장 집단 간 상호작용 결과         단위:(°c)

3. 가우스 자기장 적용에 따른 지연성 근육통증 변
화 결과

질문지를 통한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적용에 대한 전
신통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p>.05) 각 집단별 시기 간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각 영역에 적용한 가우스 자
기장 강도는 영역별 모두 비슷한 통증 전-후의 차이를 
보였다.

집단 전 후 Sourc
e F p post-ho

c

전신
통증

A

8.41±1.54

6.74±2.21
G
T

G×T

1.875 .012

B=A=CB 6.28±1.53 3.281 .008

C 7.64±1.09 2.952 .041

*A, B, C(N=15)  *A;500-1000G, B;1000-1500G, C;1500-2000G, 
*값: G: 그룹, T: 시기, G×T: 그룹×시기(상호작용)

표 5.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지연성 근육통증 비교 결과

Ⅳ. 논의

이 연구의 논의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가우스 자

기장에 대한 영역별 체열 변화와 통증에 대한 결과를 토
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은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보다 행복한 삶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향성
에서 가우스 자기장 관련 제품 및 자기장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년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 있은 것은 건강과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선행 연구의 지연성 근 통증에 대
한 자기장의 치료는 효과가 있다고[29][30] 보고하였다. 
이 연구 또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체열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가우스 자기장 영역은 
100-1500G영역이 가장 이상적인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체에 대한 가우스 자기장 영역이 신체
세포에 대한 적응이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장의 다양한 제품은 1000-1500G영역의 제
품이나 이 영역에서 체열 변화 및 전신 지연성 통증에 대
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기장의 적용
은 혈관 이완과 혈류 증가에 효과가 있으며 주변 신경의 
자극과 근 조직을 자극해 줌으로써 해당 근육을 강화시
키고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고[31]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인체의 음과 양의 조화로 자기장의 +와 –가 서로 교
차하면서 혈류량 증가와 신체 체열 변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외
부에 음전하와 내부에는 양전하가 있으며 이러한 세포들
은 전기적 신호가 몸 전체를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
직일 수 있게 한다. 신체 부위에 통증이나 염증 증산을 
보이면 혈류가 느려지는 것과 이러한 증상은 극성을 떨
어지게 하고 신체의 자연 전류를 방해하는 지역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감소한다. 따라서 통증 부분에 자기장 
적용은 신체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 해 줄 수 있다고 사
료된다. 이러한 자극은 3가지 가우스 자기장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1000-1500G에서 보다 효과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우스 영역의 발견은 매우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년기에 사용 빈도가 
높은 자기장 관련 파스 및 치료적 도구에 대한 자기장 영
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층 건강관리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 자기장 제품에 대한 
영역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제품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격고 있었던 것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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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재활 등의 활용 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성 근육통이 발생하는 기전은 많은 연
구들에 의해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가
우스 자기장 기전에 대한 명확한 기전에 대한 설명이 힘
들다고 본다면 이러한 자기장 기전의 영역을 제시한 것
으로도 자기장 기전의 접근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세 손상으로 유발된 염증반응으로 인하여 통증과 
부종 및 대식세포의 증식이 나타난다고[32] 한다면 이전
의 연구와 이 연구의 공통점으로 체열온도 상승과 심리
적 통증 감소의 작용은 자기장으로 인해 빠른 혈류이동
으로 축척된 젖산 및 염증의 화합 물질들을 빠르게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증 및 부종 등
을 관리하여 낮추는 결과를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석의 유익한 효과는 세포에 사용 할 수 있는 산소의 양
을 증가시키고 신체가 보다 알칼리성 환경이 되도록 만
드는 것으로 생각되는 음극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것은 
상처, 골절, 감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치유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33]. 선행 연구들의 이러한 결과는 인간
의 심리적 영향으로 통증척도 및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
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도출 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3영역 모두 통증감소가 나타났으며 한 영역이 아닌 3
영역 모두 시기별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 비교에서도 1000-1500G집단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우스 자기장의 적용이 인간의 
심리와 신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
으며 첫째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사회
적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노년기 대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노년기 대상으로 
지연성 근 통증 및 체열을 통한 결과 도출로 인해 신체 
내부적 사항으로 인체호르몬, 세포활성도 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다양한 분
야의 사람과 연령별 차이를 연구한다면 노년기 인간 수
명과 건강관련 등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신체 내부의 세포 변화를 보고 이를 토대로 임
상적용 한다면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우스 자기장 영역별 전-후 
체열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신 통증에서도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집단 간 상호 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000-1500G 영역
이 체열과 통증변화에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라 판단된
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가우스 자기장 제품에 적용 시
킬 수 있으며 가우스 자기장을 이용한 신체 치료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년기 
삶의 질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 추
후 연구에서는 체열 변화가 아닌 장기적 적용에 따른 호
르몬 변화, 세포변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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