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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combined marine healing programs by analyzing the physical 

composition of elderly musculoskeletal and metabolic patients, the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and the effects of the 

inflammatory factors, the C –reactive protein (CRP).

Methods : Individuals with musculoskeletal and metabolic diseases were identified, and marine healing programs were conducted 

for f our hours each day for two weeks with 11 elderly participants. A one-way RM ANOVA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due to treatment with composite marine healing syste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sults : After a two-week ocean healing program, weight decreased the most, while BMI also decreased and muscle mass 

increased. Waist circumference, a risk factor for metabolic syndrome and CRP, decreased, and CRP demonstrated a decreasing trend.

 Conclusion :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two-week marine healing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ody composition 

and inflammatory factors of elderly musculoskeletal and metabol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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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민국 통계추이를 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이 

14.76 %인데 비해 해안어촌지역인 전남 21.94 %, 충남 

17.52 %, 경남 15.51 %로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 질병별 외래 방문 순위 1~8위가 근골격계 

질환, 사증후군 3개 이상 보유자 노인이 32%로 나타

나는 등(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9), 해안어촌지역의 고령화와 

더불어 부분의 노인은 근골격계질환 및 사질환 등 

만성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Bektas 등, 2018). 

특히, 노인은 신체활동의 감소와 내분비계의 기능 저

하로 인해 신체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신체구

성의 변화는 근기능 감소와 체지방량의 증가를 초래하

며 사장애 가능성을 높인다(Reaven, 1997). 사장애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상지혈증을 유발하는데, 고인슐린혈

증, 고지혈증, 고혈압, 제2형 당뇨병들을 포함하는 사

증후군을 유발하며(Weiss 등, 2004), 요통, 관절염, 뇌혈

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과 사

망위험률을 증가시킨다(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2002).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및 사질환 등의 만성적 질환

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행동수정요법과 약물요법 등이 있다. 이중 운동요

법은 체지방을 직접적으로 연소시켜 체지방을 감소시키

고 제지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성질환

을 정상화시키고 혈중지질 감소 및 지단백 사에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ak & 

Ozcelik, 2004). 또한 운동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요

법은 항산화기능 향상(Choi 등, 2016), 혈중지질 개선 등

의 효과(Choi 등, 2014)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양치유자원은 해양기후, 

해수, 해사, 해양광물자원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해수의 온수입욕은 

만성 근골격계질환, 건선 등에 효과(Gaál 등, 2008; Kim 

등, 2008), 심층수 음용은 혈당감소에 효과(Jung 등, 

2009), 해양광물요법은 관절염 등 각종 염증 및 통증완

화효과(Fioravanti 등, 20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해양어촌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

여 운동요법과 결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노인 근골

격계 및 사질환자에게 처치하였을 경우 그 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산림자원을 활동한 복합 산림치유 프로그

램의 혈중지질 개선과 항산화기능 향상 등과 같은 노화

관련 효과에 한 연구는 있으나(Choi 등, 2016; Choi 등, 

2014) 복합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에 한 실증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 해양기후, 해양광물 등과 운동·이완 요법을 활용

한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환

자의 신체구성, 사증후군 위험인자(허리둘레, 혈압, 혈

중지질, 공복혈당) 및 염증인자인 CRP(C-reactive protein)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울진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상

자들을 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사증후군 유·무에 

하여 의료인이 건강검진 진단기록서나 진료기록지로 

확인된 상자 11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1).

Variable Subject

Age (years) 71±3.71ā

Height (㎝) 160.92±6.98
Weight (㎏) 63.69±9.08

Body fat percentages (%) 35.05±20.37
Muscle mass (㎏) 21.35±3.02

āMeans±SD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

2.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실험은 실험에 앞서 준비사항으로 의료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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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및 사 질환자를 확인하였고, 자발적 참여의

사를 밝힌 노인 11명을 상으로 신체구성, 혈중지질, 

CRP를 해양프로그램 사전 측정하였으며 1주 해양치유 

프로그램 후 동일항목을 사중 측정하였으며, 2주 해양치

유 프로그램 후 동일항목을 사후 측정하여 해양치유 프

로그램의 시기(사전, 사중, 사후)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설계되었다(Fig 1).

 

STEP 1. 질환자확인

▽

STEP 2. 사전측정

▽

STEP 3. 1주 해양치유 프로그램 진행

▽

STEP 4. 사중측정

▽

STEP 5. 1주 해양치유 프로그램 진행

▽

STEP 6. 사후측정

Fig 1. Experimental design and procedures

3. 측정항목 및 방법

1) 신체구성 

8시간 금식 후 프로그램 사전, 사중, 사후의 3회를 체

성분 분석기(InBody H20B, ㈜인바디, 한국)로 측정하였

으며 측정항목은 신장,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이다.

2)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지표 측정 및 혈액분석

사증후군 위험인자의 선정 및 기준은 허리둘레 여

자 88 cm, 남자 90 cm 이상, 혈압 130/85 mmHg 이상, 

HDL-C(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50 mg/dl 이하, 

중성지방(triglyceride, TG)150 mg/dl 이상 그리고 공복혈

당(glucose) 110 mg/dl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NCEP-ATP 

III, 2001).

허리둘레 측정은 프로그램 사전, 사중, 사후 3회 줄자

를 이용하여 양손을 가슴우리에 교차시켜 편안하게 서

게 한 후 평상 시 호흡을 하도록 하고, 호흡을 다 내뱉은 

후 갈비뼈의 최하단부 뼈(10번째)와 엉덩뼈 능선(iliac 

crest) 사이의 가장 들어간 부분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혈압 측정은 10분 간 안정을 취한 후, 프로그램 사전, 

사중, 사후 3회 자동혈압계(EASY X 800, Jawon Medical, 

한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중지질 및 CRP 측정을 위해 8 시간 금식 후 해양치

유 프로그램 사전, 사중, 사후 3회 핑커팁으로 채혈하였

으며, 혈중지질은 고지혈 검사기(Cholestech LDX, 

Abbott, 미국), 혈당은 혈당검사기(ACCU-CHEK, Roche 

Diabetes Care, Inc, 미국)를 이용하였고 CRP는 호르몬 면

역분석기(AFIAS-6, ㈜바디텍메드, 미국)를 이용하였다. 

4. 해양치유 프로그램

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야외 운영장소는 경북 울진

군 기성면 구산해수욕장과 금강송림이다. 본 실험은 근

골격계 질환 및 사증후근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울진)

을 상으로 4시간/1일/2주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

시 전, 중, 후의 신체구성, 사증후군 관련인자(허리둘

레, 혈압, 혈당, 혈중지질), CRP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오전 운동프로그램(해사 맨발 

노르딕 워킹, 탄력밴드 저항운동)과 오후 이완프로그램

(해송숲 명상, 해양치유 도시락, 해수 족욕, 피트팩 찜질, 

근막이완)으로 구성되어있다. 

해사 맨발 노르딕 워킹은 노르딕 스틱을 이용하여 맨

발로 해수욕장 모래 위를 걷는 동안 상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걸음을 걷는 동안 팔을 가지고 체

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워킹법으로(Hartvigsen 

등, 2010) 운동강도는 저강도(RPE 11-12)로 1시간 실시

하였다.

탄력밴드 운동은 ACSM(2006)의 노인을 위한 저항운

동 방법에 따라 세트당 8-10회 이상의 반복 트레이닝을 

10분간 실시하였다.

해송숲 명상은 금강송림에서 행한 명상으로 점심 전 

20분간 실시하였으며, 해수 족욕은 울진 해수를 이용한 

족욕으로 물이 발목까지 잠기도록 하고 38~40°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30분간 실시하였다. 

복부 피트 팩 온열찜질은 해양광물 자원의 일종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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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이용하여 복부를 찜질하는 이완법으로 상자가 

주관적 냉온감(Möhlenkamp 등, 1992) 척도 5점의 약간 

더운 정도를 20분간 도포하는 것으로 실시였으며 근막

이완은 마사지 볼을 이용하여 근막을 이완하는 방법으

로 30분간 실시하였다.

Healing Program Type Time Contents Intensity Frequency

Exercise

Warm up 5 min Stretching -

Sand-Nordic 
walking

1 hours

Nordic
walking 11-12 RPE

5 times/
1 week

Fast walking

Bend 20 min

Bench press
squat

Elbow curl
Seated row
Knee curl

11-12 RPE
(8-10 times×3set)

Cool down 5 min Stretching -

Relaxation program

Meditation 10 min Sea-pine meditation -

Lunch 1 hours Seafood lunch -

Foot bath 30 min Sea water foot bath -

Fit hot pack 20 min
Fit pack abdominal 

hot-forming
-

Peritoneal massage 
ball

30 min
Neck, back, and waist 

massage
-

Table 2. Marine healing program

5. 자료 분석 

모든 측정항목에 한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

타내었으며, 통계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복합 해양치유 프

로그램 처치로 인한 시기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RM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로 분석하

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 α= .05로 설정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신체구성의 변화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울진지역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환자의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해

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전, 중, 후 값을 비교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3).

체중에서 시기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사후분석한 

결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2주 후에 체중이 가장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MI에서 시기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사후분석한 

결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2주 후가 실시 전이나 1주 

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fat은 해양치유 프로

그램 실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근육량에서 시기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사후분석

한 결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1주와 실시 2주가 실시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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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re(a) middle(b) Post(c) F p post-hoc

weight (kg) 63.68±9.07 63.61±9.17 63.01±8.69 7.619 .003 a>b>c

BMI 24.53±2.54 24.50±2.59 24.58±2.42 7.478 .004 a, b>c

% fat (%) 35.03±20.37 29.29±7.35 28.75±7.09 1.207 .320 NS

Muscle mass (kg) 21.36±3.02 24.63±4.82 24.58±4.53 12.712 .000 b, c>a

BMI; Body mass index

Table 3. The change of body composition

2.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및 CRP의 변화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울진지역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환자의 사증후군 위험인자 및 CRP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사전, 사중, 사후 값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허리둘레에서 시기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사후분

석한 결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1주와 2주가 프로그

램 시작 전보다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지질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시기별 비교

에서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혈압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CRP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Item Pre(a) Middle(b) Post(c) F p post-hoc

Waist (cm) 90.01±7.87 88.00±6.81 87.18±6.98 17.374 .000 a>b,c

TC (mg/dl) 181.82±41.44 179.82±37.97 184.45±46.91 .314 .734 NS

TG (mg/dl) 121.82±39.28 98.18±44.18 103.27±50.38 1.341 .284 NS

HDL-C (mg/dl) 58.09±19.39 58.91±17.65 57.55±17.50 .411 .669 NS

LDL-C (mg/dl) 99.44±38.86 93.54±37.51 102.73±47.99 .968 .397 NS

Glucose (mg/dl) 116.00±13.11 109.12±14.18 111.81±11.56 1.486 .250 NS

SBP (mmHg) 129.18±20.19 130.00±10.22 123.64±11.33 1.225 .315 NS

DBP (mmHg) 77.82±10.12 76.82±6.82 77.09±7.18 .175 .841 NS

CRP (mg/dl) 1.39±2.15 .21±.39 .21±.45 3.257 .060 NS

Table 4. The change of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and CRP 

Ⅳ. 고 찰

현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20 %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된다(Kostat, 2014). 

그러나 부분의 노인은 근골격계질환 및 사질환 

등 만성적 질환에 노출(Bektas 등, 2017) 되어 있는 등 경

제적 또는 건강적 측면에서 노년기 삶의 질이 떨어져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진지역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

환자를 상으로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신체구성, 

사증후군 위험인자 및 CR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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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하고자 시도되었

다.

노인은 신체활동의 감소와 내분비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 신체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신체구성의 

변화는 근기능 감소와 체지방량이 증가를 초래하며 

사장애 가능성을 높인다(Reaven, 1997).

본 연구의 신체구성 결과를 살펴보면 해양치유 프로

그램 실시 2주 후 체중이 가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MI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2주 후가 실시 전이나 1

주 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fat은 해양치유 프

로그램 실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

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근육량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

시 1주와 실시 2주가 실시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환자의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MI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간이 1주보다 2주

에 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장기간 해양치유 프로그램

을 실시할 경우 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결과는 12주간 노르딕 워킹이 노인 비만여성

의 신체조성 변화에서 체지방률,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

방량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제지방량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한 선행연구(Cha, 2010)와 8주 탄력밴

드 운동이 노인의 근육량을 증가시킨 선행연구(So 등, 

2009)와 일치하는 결과로 모래밭을 맨발로 걷는 해사 노

르딕 워킹이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상체의 등세모근, 큰

가슴근, 넓은등근, 위팔세갈래근 및 복근의 운동수행이 

가능(Baumgarter 등, 2004)하게 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증

가시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탄력밴드 운동이 근육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사연구인 해양스톤을 

이용한 온열 복부마사지가 체지방량 감소(Ban 등, 2013)

를 보고한 것과 같이 피트를 이용한 복부 온열찜질이 체

지방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추

후 해양자원을 활용한 복부마사지의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노인은 신체활동 부족과 사장애 등으로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늘어나는 신체구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늘어난 지방세포는 단순히 지방축적의 기능만 있는 것

이 아니라 CRP와 같은 염증인자를 분비하는 내분비 기

관으로 밝혀져 있다(Hotamisligil 등, 1993). CRP의 증가

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HDL-C를 감소시켜 혈관

내피세포 기능저하를 유도(Reid와 Li, 2001)할 뿐만 아니

라 사증후군과도 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Kim & Park, 2010).

본 연구의 사증후군 위험인자 결과를 살펴보면 해

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허리둘레에서 시기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사후분석한 결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1주와 2주 후에 시작 전보다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고, 혈중지질과 혈압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후 시기별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중운동(Jun 등, 2010), 실버로빅(Lee 

등, 2012), 그리고 유산소운동과 밴드운동(Shin과 Lee, 

2012) 등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허리둘레와 

혈당 및 중성지방의 개선효과를 보고한 선행논문과 부

분 일치하는 결과로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노인의 체

지방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혈중지질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실험 상자가 근골격계 및 사성 질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관리된 질환자

로 혈중지질과 혈당이 정상범주에 들어가 있었던 것과 

식이의 영향이 큰 혈중지질과 혈당변인(Oh 등, 2011)에 

있어서 식이를 프로그램 기간 동안 통제하지 않은 것이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 후 시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생각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혈

관계의 탄력성 감소현상을 완화시키고 심장의 박동수를 

줄여줌으로써 심장에 부과되는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효

과로 안정 시 및 운동 시의 혈압을 감소시킨다(Rossow 

등, 2011). 그러나 본 연구결과 혈압의 경우 유의차가 발

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13)은 여성노인

을 상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한 6주간의 저항운동

과 복합운동 후 혈압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한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로 상자가 근골격계 및 사질환자이지만 

관리된 질환자로 혈압이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었던 것

과 운동기간이 짧았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운동기

간을 보완한다면 운동이 혈관을 수축 또는 확장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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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혈관의 저항을 변화시키고 심장의 활동을 촉진하여 

심장의 박출량에 영향을 미치고 혈압에 긍정적인 결과

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Kamg, 2008).

염증인자는 만성염증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변

화시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한다(Abramson & 

Vaccarino, 2002). CRP는 표적인 염증인자로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며(Ko 등, 2011), 체지방 

증가 및 고인슐린혈증, 사장애, 심혈관 질환자가 정상

인보다 염증표지자들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Barzilay 등, 2001) 노인들의 체지방 증가, 인슐린 저항

성 증가 및 사장애 특성은 노인의 전신성 염증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Luc 등, 2003). 

특히 체지방의 축적은 백색지방으로부터 염증전구물

질의 생성을 야기하는데, 노인들은 젊은 성인에 비해 항

염작용을 하는 아디포넥틴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염증전

구물질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수준

의 전신적 염증상태에 놓이게 된다(Kirwan 등, 2001; Xia 

등, 2018).

Brüünsgaard와 Pedersen(2003)의 연구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젊은 성인에 비해 건강한 노인에게서 혈중 염증전

구물질의 분비량이 2배~4배 이상 많다고 하여 노화와 염

증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노인의 질환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하였

다.

CRP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rtins 등(2010)

은 65세 이상의 남ㆍ녀 45명을 상으로 CRP를 분석한 

결과 16주간 유산소운동 후 10 % 감소, 저항운동 후 11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P 결과를 살펴보면 CRP는 해양치유 프

로그램 실시 후 85 %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발생하지 않아 선행연구와 일치되지 않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상자가 근골격계 및 사질환

자 이지만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는 관리된 질환자로 

CRP의 수치가 정상범위의 범주에 있었던 것이 유의차를 

내지 못한 이유로 생각되며, 비록 유의차는 발생하지 않

았지만 CRP의 감소 경향은 신체활동 증가로 인해 노인

의 근육활동이 증가되면서 지방조직에서 여러 활동들을 

일으켜 지방세포 glucose와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들을 

억제시키고(Kern 등, 1995) CRP 농도의 감소(Degens, 

2007)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수의 온수입욕

은 만성근골격계 질환, 건선 등 염증에 효과(Kim 등, 

2008; Gaál 등, 2008)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해수를 활용한 해수 족욕이 CRP 농도의 감소 경향을 가

져온 것으로 생각되어 해양자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실

험을 제안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해양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 해양

기후, 해양광물 등과 운동·이완 요법을 활용한 2주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환자의 신체

구성, 사증후군 위험인자(허리둘레, 혈압, 혈중지질, 

공복혈당) 및 염증인자인 CR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고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 실시 결과 신체구성에서 몸무

게는 2주 후 가장 감소하였고, BMI는 감소하였고 근육

량은 증가하였다. 사증후군 위험인자 및 CRP에서 허

리둘레는 감소하였고, CRP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2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노인 근골격계 및 사질환자의 신체구성과 염증인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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