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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골드테라피가 목, 등, 어깨 부위 근막통증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스톤테라피와 비교 연구하여 임상에서 
효율적인 간호 중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 20명을 골드군(10명), 스톤군
(10명)으로 나누어 2주간, 주 3회, 1회 40분 씩, 총 6회 관리를 실시하였다. 골드군과 스톤군 모두 관리후 목둘레, 좌·우 
어깨 넓이, 좌·우 견갑골 하각 넓이, 전·후 어깨 두께, 허리둘레가 관리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
고(p<0.001) 그 변화량 차이는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골드군과 스톤군 모두 관리후 목 우측굴, 목 
좌측굴, 목 굴곡, 목 신전 각도 변화에서 관리전에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p<0.001) 그 변화량 차이
는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골드테라피가 목, 등, 어깨 부위 근막이완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
인 간호중재 방법임이 확인되어 비침습적인 안전한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골드테라피, 스톤테라피, 근막통증증후군, 근막이완, 통증완화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ld therapy on myofascial pain syndrome(MPS) in 
the neck, back and shoulder in comparison to stone therapy and verify its availability as an efficient nursing 
mediator in clinical trials. For this, therapy was given to a total of 20 women in two groups (gold therapy 
group, stone therapy group: 10 persons each) living in the capital region three times a week (40 min. at a 
time) for two weeks. In both group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was found in the following after the 
treatment: neck circumference, shoulder width, width of the inferior angle of scapula, shoulder thickness and 
waist circumference (p<0.001). In terms of differences, the gold therapy group was greater than the stone 
therapy group. In both group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was observed after treatment in the following: 
cervical lateral bending (right), cervical lateral bending (left), cervical flexion and cervical extension angle 
(p<0.001). In terms of differences, the gold therapy group was greater than the stone therapy group. In 
conclusion, this study seems to show that gold therapy is a nursing intervention option having effective fascial 
relaxation and pain relief for the neck, back and shoulder. Therefore, it would be valuable as safe, non-invasiv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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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은다양한작업환경과바르지못한자세, 복잡

해진생활등으로물리적, 정신적스트레스를받는다. 이

러한스트레스의축적은근육의긴장상태를야기해특히

목과어깨의근막긴장, 근육통증을일으키고[1], 관절운

동제한, 근막통증증후군, 저체온현상을유발한다[2]. 근

막통증증후군(筋膜痛症症候群, 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은 근막, 근육 등연부조직에서독특한통증패턴과

운동범위 제한, 근육약화, 피로감,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증후군을말하며, 흔히두통, 목 및어깨통증, 상지통증,

요통, 골반통 등을 동반한다[3]. MPS로 인해 통증을 호

소하는 부위에 압박을 가하면 압통을 느끼고, 잠재적 통

증유발점이 관찰되는데 그 중 상체에서 나타나는 MPS

는 특히 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 대원근, 견갑하근

등의 근육 및 근막 긴장과 관련이 있다[4].

인체는 36℃ 이하의 저체온 상태에서 혈액 내 백혈구

밸런스부조화와활성산소발생에의해대사기능및면

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온열관리

는 생리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하며[5], 보체계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인다[6]. 또한

모세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심장박동 및 호흡 증가, 신

진대사 증진, 노폐물 제거, 감염 예방[7], 오장육부의 기능

증진, 인체의 생리대사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8].

현재 임상에서 수기 및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온열관

리가널리행해지고, 그효과들이연구및입증되고있다.

등부위에수기, 초음파, 석션으로각각 20분씩관리한후

등 부위 체열이 상승하였고, 석션, 초음파, 수기 순으로

관리전·후 체열 상승 변화가 컸다[9]. 기기, 도구를 이용

한온열관리는보다효율적으로체온을올려저체온으로

인한증상을예방하고, 면역력향상에도움을주며, 근막

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킨다[10]. 온열관리를 병행

한 수기마사지는 체지방율과 복부지방 감소 효과, 통증

완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온열요법과 병행한 수기요법

이운동요법보다복부지방감소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

다[11]. 아로마와토르마린가루를혼합한오일을호리병

에 넣고 40∼50℃로 예열하여 시술하는 호리병테라피는

20∼30대 여성의 월경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12], 원적외선을 이용한 마그네틱테라피는 비만관리 효

과[13], 수정 보석온열요법은복부비만감소효과가있

었다[14]. 따라서본연구에서는목과등, 어깨부위에골

드와 스톤 온열도구를 이용한 골드테라피와 스톤테라피

를실시하여, 목둘레, 허리둘레등신체치수에미치는영

향과근막이완, 통증감소효과를비교연구하고자하였다.

에스테틱 분야의 체형 관리 프로그램 중 온열관리에

대한선호도설문조사에서고주파관리(48.5%) 다음으로

스톤테라피(3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스

톤테라피 관련 선행 연구로 온열뜸질기와 스톤테라피를

비교연구하여스톤테라피의변비완화효과의우수성을

입증하였고[16], 복부에 8주 동안 총 16회의 스톤테라피

를 실시하여 BMI, 체지방율, 체지방량, WHR, 허리둘레

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였다[17]. 양예미[18]는 승모근

에주 2회, 30분씩 3주동안실시한스톤테라피가근막통

증증후군 완화 및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였고, 김소연 외[19]는 30∼50대 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연구에서승모근근막이완효과가있음을입증하였다.

이상의 스톤테라피 관련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

에서는 스톤테라피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골드테라피

가신체치수변화와목운동범위각도에미치는효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골드도구는 고리의 형태로 구리

(60%)와 아연(40%) 성분으로 제조하였고, 관리시 피부

에접촉하는외장부위는금(gold)으로도금처리하였다.

금은형태학적으로피부색과이질적이지않으며, 화학적

으로 안정적이고, 연성이 높아 다양한 형태로의 가공이

용이하다.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하여 높은 생체 적합성으

로 염증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을 적게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20]. 특히 최근에 금이일으키는생체내반응을이용하

여 수의학 영역에서는 골관절 질환, 미용 산업 영역에서

는 안면주름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21]. 이재열[22]의 연

구에서는 금 나노입자를 온열 화장품에 적용한 결과 금

나노입자의농도에비례하여광열증대효과가나타났고,

피부에손실된열을공급, 피부온도유지에도움이되고,

피부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현대의학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의 치료에 사용하는 방

법으로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대표적이다. 약

물치료는진통소염제와근육이완제를주로사용하고있

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4]. 현재 대체의학

적 요법으로 에스테틱에서 근막 통증 감소와 이완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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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다양한온열관리가시행되고있으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높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도구를이용한온열관리선행연구중골드도구를이용한

온열관리인골드테라피의목, 등, 어깨부위의근막이완

에대한임상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

목, 등, 어깨부위근막긴장및통증이있는여성을대상

으로 스톤테라피와 골드테라피를 적용하여 목, 어깨, 승

모근및등부위의근막이완, 통증관리에적절한방법인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흔히 발생하는

목과 어깨의 긴장감, 불편감, 통증을 완화시키고, 임상에

서 활용 가능한 비침습적 온열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보

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골드테라피가 근막 이완 및 통증 완화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1 가설: 골드군은 스톤군보다 신체 치수(목둘레,

좌·우어깨넓이, 좌·우견갑골하각넓이,

전·후 어깨 두께, 허리둘레)의 감소 효과

가 클 것이다.

제 2 가설: 골드군은스톤군보다목운동범위(목우측

굴, 목좌측굴, 목굴곡, 목 신전)의 증가효

과가 클 것이다.

제 3 가설: 골드군은 스톤군보다 실험후 만족도가 높

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2016년

연구관련서류를건국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

출하여 정식 승인을 받은 후(승인 과제 번호

7001355-201609-HR-118), 2016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

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B밴드를 통해 공개 모집하였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열관리 유경험자들 중 20-60대 성

인 80명으로선정하였다. 관리전일반적특성, 불편및통

증부위, 불편원인, 불편정도역치, 온열관리관심도및

인지도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40대 34명(42.5%),

30대 17명(21.3%), 50대 16명(20%), 60대 9명(11.25%), 20

대가 4명(5%)이었고, 남성이 12명(15%), 여성이 68명

(85%)이었다. 그 중 목, 어깨, 등 부위의 불편감 및 통증

이있는자로최근한달간에스테틱과병원에서어떠한

관리및치료를받지않은여성 20명을최종선정하였다.

선정된여성 20명을무작위로나누어스톤도구를이용한

온열관리인 스톤테라피(스톤군, 10명), 골드도구를 이용

한 온열관리인 골드테라피(골드군, 10명), 두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종록 외[23]의 연구를 근거로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2주간, 주 3회, 1회 40분

씩, 총 6회 관리를서울 영등포구 N 피부바디 관리실에

서 진행하였다[Fig. 1].

Pre-experiment Survey
(80 people)
↓

Selected
Experimental Group of
20s-60s (20 women)

↓
Measure body size before experiment

↓
2 weeks, 3 times a week,
40 minutes massage

Using stone tools or Gold tools
↓

Stone Therapy
(10 people)

Gold Therapy
(10 people)

Warm up neck,
back, shoulder

↓
Back massage
(26 mins)
↓

Cervical massage
(14 mins)

Warm up neck,
back, shoulder

↓
Back massage
(26 mins)
↓

Cervical massage
(14 mins)

↓
Measure body size after experiment

↓
Satisfaction survey after use

↓
Data analysis

[Fig. 1] Study Design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 기

간, 부작용이나위험요소가없는것, 연구에서얻은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로 보장이 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

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험

제외 기준을 확인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실험외기타마사지및물리적시술과치료를받지

못하게하였으며, 관리후 3시간이내에샤워를하지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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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실험 기간에 폭식, 폭주, 심한 노동, 운동을

금하도록 설명하였고, 관리전 통증 부위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해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 연구 대상자들에게 실험 횟수, 관리 시간, 관리 방법,

제한점을고지하였고, 실험전 0회, 실험 6회후연구대상

자들의목둘레, 좌·우어깨넓이, 좌·우견갑골하각넓이,

전·후어깨두께, 허리둘레, 목좌측굴각도, 목우측굴각

도, 목굴곡도, 목 신전도를측정하였다. 2주동안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관리후 이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연구의대상자는피부질환이없는사람, 현재에스

테틱 관리 및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 통증 관리로

약을 먹지 않는 사람,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질병이 없는

사람, 본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2 실험재료 및 기기
두 그룹 모두 동일하게 Extra Virgin Olive Oil (시타

패밀리, Italia)을 사용하였고, 전기곤로(IH-P40,

Nanhaifushibao, China) 위에 그릴팬(IH그릴팬, Korea)

을올려놓고온열도구를가열하여사용하였다. 스톤도구

는윈디핫현무암스톤도구(H22TC 22 PCS, 상아코스메

틱, China)를 사용하였고[Fig. 2], 골드도구는 기능성 마

사지기로특허청에특허번호제10-1460043로 등록된제

품(M사, Korea)을 사용하였고 목, 등, 어깨 관리에 적합

하도록 큰 환 모양(860g), 작은 환 모양(680g), 볼 모양

(518g), 링 모양(125g)의 4가지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

였다[Fig. 3]. 360° 각도계(Stainless Steel Goniometers,

Preston, USA), 신체 줄자(CAS, China), 디지털 온도계

(DCA-4021, China), 디지털 악력 측정기(SR-LAB,

Korea)를 사용하였다.

[Fig. 2] Tool of Stone Therapy

[Fig. 3] Tool of Gold Therapy
2.3 실험 방법 및 온열관리 순서
본 연구의 스톤테라피와 골드테라피는 에스테틱에서

임상경력 20년이상의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소지자

가 시행하였다. 접촉식 디지털 온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스톤과골드도구의온도를 50±5℃범위로맞추어관리하

였고피부저온화상을고려하여스톤및골드도구가한

부위에서 1초 이상멈추어있지않도록하였다[24]. 관리

전 Olive Oil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고자 팔 내

측피부에첩포테스트(patch test)를실시하여알레르기

반응이없는대상자를선정하였다. 모든관리및신체측

정은온도 24±1℃, 습도 50±5%가유지된실내에서 진행

되었다.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고, 동일한부위를 3번연속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관리 시 온열도구를 이용한 마사지가 신체

에미치는압력이동일하도록관리사는긴장력과압축력을

표시하는 디지털 악력 측정기를 이용해 손의 압력을 평

균 0.8kg/㎠ 기준으로 사전에 반복 훈련 후 관리하였다.

관리는 고객이 탈의한 후 엎드린 자세에서 목에서 등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Olive Oil을 도포하고 온열도구로

관리 부위를 예열한 후 등 관리 26분, 목 관리 14분, 총

40분 관리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엎드린 상태에서 Olive Oil을 목과 어깨, 후 액와, 등

전체에도포하고, 50±5℃로가열한온열도구를이용하여

가벼운 찰법으로 목과 등 전체를 예열한다. 뒷목, 어깨,

양쪽 승모근, 척추, 기립근, 견갑골 및 주위, 후 액와, 천

골, 장골능 순서로 진행하며 좌측과 우측 전체를 예열한

다(총 4분). 뒷목은좌측 7분, 우측 7분, 총 14분 관리한다.

관리부위에적당한크기의온열도구를선택하여동일한

압력으로 뒷목 상항선 풍부(風府)혈에서 경추 7번 대추

(大椎)혈까지, 천주(天柱)혈에서 대추(大椎)혈까지, 풍지

(風池)혈에서 견정(肩井)혈까지, 완골(完骨)혈에서 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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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井)혈까지, 안유법과찰법을이용하여관리하였다. 등

관리는 등의 좌측 13분, 등의 우측 13분, 총 26분 관리한

다. 온열도구로대추에서견정, 견봉까지, 척추위의대추

혈에서 12흉추까지, 흉추 양측 기립근을 위에서 아래로,

견갑골극상근과극하근, 견갑골내측과외측라인, 후액

와 순서로 안유법(按揉法)을 이용하여 관리하였다. 팔을

뒤로회전한상태에서견갑골내측, 외측, 상측라인의근

막을 안유법으로 관리하였다.

스톤군과 골드군 모두 관리 부위에 적합한 크기와 모

양의온열도구를선택하여동일한압력과순서로관리하

였고, 관리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 하였다.

2.4 측정 방법
목둘레측정은줄자를이용하여직립자세에서호흡을

편안하게유지하고, 눈은전방을응시한채목앞의갑상

윤상연골의상연에서수평으로그둘레를 0.1cm까지측

정하였다[25]. 좌·우 어깨 넓이 측정은 줄자를 이용하여

직립자세에서팔을몸양측에가볍게붙이고, 경추 7번을

기준으로 좌·우 견봉 제일 높은 점 사이를 측정하였다.

좌·우견갑골하각넓이측정은줄자를 이용하여직립자

세에서 양팔을 가볍게 몸 양측에 붙이고, 좌측 액와 후

주름과 우측 액와 후 주름 사이를 측정하였다. 전·후 어

깨두께측정은줄자를이용하여쇄골외측 1/3 지점에서

견갑골의 견갑극 중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특히

허리둘레측정은줄자를이용하여직립자세에서 12번늑

골하단부와장골능과의중간부위를기점으로숨을내쉰

상태에서측정하는WHO[26] 방법으로측정하였다[Fig. 4].

Neck
circumfere
nce

Shoulder
width

Width
of the
inferior
angle of
scapula

Shoulder
thickness

Waist
circumfere
nce

<Fig. 4> Measurement method

각도계 중점을 목 경추 7번 극돌기에 고정하고, 신체

정중앙선에서 목이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

를측정하여목우측굴각도와목좌측굴각도로하였다.

각도계 중간점을 귀를 지나는 측중선의 어깨가 닿는 부

위에 고정하고, 목이 측중선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가동

법위를 측정하여 목 굴곡 각도로 하였고, 뒤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를 목 신전 각도로 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측정 부

위를 0.1cm 단위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오차가 1%

이내의 두 값에 대한 평균치를 기록하였다[27].

관리전설문조사에서주관적통증및불편정도역치,

온열관리 관심도 및 인지도는 자기 주관적 설문으로

Likert 5점척도를이용하였으며, 점수가높을수록그정

도가심함을뜻한다. 관리후온열도구관리에대한만족

도조사는객관식 Likert 5점척도지를이용하였다[5]. 목

길이 변화 생김, 통증완화에서 1점은 변화가 전혀 없음,

3점은 변화가 보통, 5점은 변화가 매우 있음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완화를 확실하게 느낀 주관적인 느낌을

뜻한다.

2.5 자료 분석 방법
설문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분석을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 부위, 온열관리 인지도는 빈도

분석과 one-way ANOVA를실시하였다. 골드군과 스톤

군의 관리전 동질성은 Kruskal-Wallis 검증을 실시하였

고, 관리전·후차이, 그룹간차이, 만족도차이는 t-test

를 실시하였다. 실험후 결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은 응답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

구의 실증분석에 대한 유의수준은 p<0.05 경우, p<0.01,

p<0.001인 경우에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통계처리는

stata(Statistics Data Analysi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통증 부위, 목과 어깨 불편 정도, 온열관리 

관심도 및 선호도 조사
설문응답자 80명의통증부위조사결과어깨 31.9%,

목 28.4%, 등 18.1%, 머리 10.8%로나타났으며, 어깨, 목,

등 부위의통증을높게호소하였고, 평균적으로두곳이

상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증의

원인으로 피로누적, 스트레스, 휴대폰 사용 순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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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Table 1>. 설문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

관리부위를목, 어깨, 등으로선정하였고, 골드도구와스

톤도구를 이용한 온열관리를 시행하여 관리전·후 목, 어

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Table 1> Parts where Pain and Discomfort are 
Felt and their Causes 

          (Multiple Responses)
Category Frequency %

Parts

Head 22 10.8
Neck 58 28.4
Shoulder 65 31.9
Eyes 22 10.8
Back 37 18.1
Total 204 100.0
using cell phone 30 16.9

Causes

Computer 12 6.7
Stress 48 27.0
Excessive exercise 7 3.9
Watching TV 4 2.2
Lack of exercise 27 15.2
Accumulated fatigue 50 28.1
total 178 100.0

부위별통증및불편정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 ‘어깨

가무겁고, 통증을느낀다’가 3.71점, ‘뒷목뻣뻣함과통증’

에 대한 호소가 3.70점, ‘어깨에 불편을 느낀다’가 3.66점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어깨, 뒷목, 등의 통증

및 불편함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Discomfort in the Head, Eyes, 
Neck, Shoulder and Back
Category Obs Mean SD Min Max

Feeling heavy in the head 80 3.07 0.95 2 5
Frequent headaches 80 2.71 0.87 2 4
Fatigue and dryness in the eyes 80 3.58 0.83 2 5
Pain in the back of the neck 80 3.70 0.91 2 5
C7 (7th cervical vertebra) bulge 80 3.03 1.18 1 5
Discomfort in moving the neck 80 3.41 0.93 1 5
Pain in the shoulder 80 3.71 0.94 3 5
Discomfort in the shoulder 80 3.66 0.91 2 5
Feeling heavy and tight in the
back

80 3.32 0.97 2 5

Mean 80 3.33 0.96

온열관리관심도조사에서 ‘관심이많다’(46.3%)와 ‘대

체로 관심 있다’(35.0%)가 총 81.3%로 대부분 응답자들

이 온열관리에 관심을 보였다. 온열관리 인지도 조사에

서스톤관리를제일높게인식하고있었고, 그다음은골

드관리, 옥관리, 접시관리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Interest and Preference of Thermal Care 
(Multiple Responses)
Category Frequency %

Interest

Never interested 1 1.3
Uninterested 2 2.5
Neither interested nor
uninterested

12 15.0

Interested 28 35.0
Very interested 37 46.2
Total 80 100.0
Stone therapy 42 29.8

Preference

Gold therapy 36 25.5
Jade therapy 21 14.9
Dish therapy 14 9.9
Gourd therapy 5 3.5
Others 23 16.3
Total 141 100.0

3.2 스톤군과 골드군의 관리전·후 실험 결과
3.2.1 관리전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골드군과스톤군표본의평균치가동일한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p값이모두 0.05 이상을나타내어두집단의동질

성이 검증되었다<Table 4>.

<Table 4> Inter-group Homogeneity Test
Category

G S
t p

Mean±SD

Neck circumference
37.36
±3.53

35.35
±2.35

1.500 0.151

Shoulder width
45.90
±1.65

45.25
±2.40

0.707 0.489

Width of the inferior
angle of scapula

42.85
±2.64

42.10
±3.73

0.520 0.609

Shoulder thickness
12.75
±1.36

11.75
±1.57

1.524 0.145

Waist circumference
89.08
±5.93

84.75
±10.20

1.160 0.261

Cervical lateral
bending (right)

34.65
±3.70

32.80
±4.52

1.002 0.330

Cervical lateral
bending (left)

31.85
±4.47

32.80
±5.77

-0.41
2

0.686

Cervical flexion
15.65
±5.23

19.35
±2.45

-2.02
6

0.058

Cervical extension
angle

15.25
±4.28

18.00
±3.92

-1.50
0

0.151

G, Gold therapy Group (N=10); S, Stone therapy Group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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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스톤군과 골드군의 신체치수 전·후 비교 
제 1 가설검증: 골드군은스톤군보다신체치수(목둘

레, 좌·우어깨넓이, 좌·우견갑골하각넓이, 전·후어깨

두께, 허리둘레)의 감소 효과가 클 것이다.

관리후 목둘레가 골드군과 스톤군 모두 감소하였고

(p<0.001, p<0.01),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목둘레가

2.56cm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후 좌·우 어깨

넓이가골드군, 스톤군모두감소하였고(p<0.01), 골드군

이스톤군에비해좌·우어깨넓이가 1.9cm더감소한것

으로나타났다. 관리후좌·우견갑골하각넓이가골드군,

스톤군 모두 감소하였고(p<0.01),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

해 좌·우 견갑골 하각 넓이가 1.95cm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후전·후어깨두께가골드군, 스톤군모두

감소하였고(p<0.01), 골드군이스톤군에비해전·후어깨

두께가 1.6cm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관리후허리둘

레가골드군, 스톤군모두감소하였고(p<0.05), 골드군이

스톤군에비해허리둘레가 3.98cm더감소한것으로나

타났다<Table 5>.

<Table 5> Changes in Neck, Shoulder, Waist before 
and after Inter-group Care

Category
Before After

changes t p
Mean±SD

Neck
circumfere
nce

G
37.36
±3.53

32.95±1.
64

-4.41 5.618 0.000***

S
35.35
±2.35

33.50±1.
20

-1.85 4.254 0.002**

Shoulder
width

G
45.90
±1.65

43.00±1.
15

-2.90 4.833 0.000***

S
45.25
±2.40

44.25±2.
10

-1.00 4.743 0.001**

Width of
the inferior
angle of
scapula

G
42.85
±2.63

39.55±3.
17

-3.30 8.057 0.000***

S
42.10
±3.73

40.75±3.
17

-1.35 3.773 0.004**

Shoulder
thickness

G
12.75
±1.36

10.15±0.
88

-2.60 10.615 0.000***

S
11.75
±1.57

10.75±0.
79

-1.00 3.586 0.006*

Waist
circumfere
nce

G
89.08
±5.93

83.65±6.
36

-5.43 8.605 0.000***

S
84.75
±10.20

83.30±9.
41

-1.45 2.986 0.015*

G, Gold therapy Group (N=10); S, Stone therapy
Group (N=10), * p<0.05, ** p<0.01, *** p<0.001

관리전·후 골드군의 신체 측정에서 허리둘레, 목둘레,

좌·우견갑골하각넓이, 좌·우어깨길이, 전·후어깨두

께 순으로 감소량이 크게 나타났다. 골드군과 스톤군 모

두목둘레, 좌·우어깨넓이, 좌·우견갑골하각넓이, 전·

후 어깨 두께, 허리둘레가 관리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변화량 차이는 골드군이 스톤

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3.2.3 스톤군과 골드군의 목 각도 전·후 비교 
제 2 가설검증: 골드군은스톤군보다목운동범위(목

우측굴, 목 좌측굴, 목 굴곡, 목 신전)의 증가 효과가 클

것이다.

관리후 목 우측굴이 골드군, 스톤군 모두 증가하였고

(p<0.001),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목 우측굴 각도가

6.35° 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관리후목좌측굴이골

드군, 스톤군모두증가하였고(p<0.01), 골드군이스톤군

에비해목좌측굴각도가 6.15° 더증가한것으로나타났

다. 관리후 목 굴곡이 골드군, 스톤군 모두 증가하였고

(p<0.001), 골드군이스톤군에비해목굴곡각도가 9° 더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관리후 목신전이골드군, 스톤군

모두 증가하였고(p<0.001),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목

신전각도가 4.05° 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Table 6>.

<Table 6> Changes in Cervical angle before and 
after Inter-group Care

category
Before After chan

ges
t p

Mean±SD
Cervical
lateral
bending
(right)

G
34.65
±3.70

45.20
±5.01

10.55 -7.038 0.000***

S
32.80
±4.52

37.00
±3.65

4.20 -6.498 0.000***

Cervical
lateral
bending
(left)

G
31.85
±4.47

42.00
±4.50

10.15 -15.414 0.000***

S
32.80
±5.77

36.80
±4.57

4.00 -4.191 0.002**

Cervical
flexion

G
15.65
±5.23

28.00
±7.67

12.35 -4.865 0.000***

S
19.35
±2.45

22.70
±3.16

3.35 -6.772 0.000***

Cervical
extension
angle

G
15.25
±4.28

23.40
±2.72

8.15 -7.545 0.000***

S
18.00
±3.92

22.10
±4.63

4.10 -6.236 0.000***

G, Gold therapy Group (N=10); S, Stone therapy Group (N=10), **

p<0.01, *** p<0.001

골드군과 스톤군모두 목우측굴, 목 좌측굴, 목 굴곡,

목 신전 각도 변화에서 관리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변화량 차이는 골드군이 스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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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관리후 골드군의 목 근육 운

동 각도 변화에서 굴곡, 우측굴, 좌측굴, 신전 순으로 변

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3.2.4 스톤군과 골드군의 관리후 만족도 비교
제 3 가설 검증: 골드군은 스톤군보다 실험후 만족도

가 높을 것이다.

두 그룹의 관리후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 총 13개 항

목중 5개항목에서골드군이스톤군보다만족도가유의

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p<0.05), 전체를각각비교

한 결과에서<Table 7>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7> Level of Satisfaction after Inter-group Test
category

G S
t p

Mean±SD
Feeling comfortable in the target
area

4.6±1.26 4.5±0.53 0.231 0.820

Feeling comfortable with
movement in the target area

4.8±0.42 4.4±0.70 1.549 0.139

Feeling clear in the head 4.6±0.97 4.3±0.82 0.747 0.465
Reduced stiffness in the back of
the neck

4.9±0.32 4.5±0.71 1.633 0.120

Change in neck length 5.0±0.00 4.4±0.84 2.250 0.037*

Reduced pain in the back and
neck

5.0±0.00 4.4±0.70 2.714 0.014*

Reduced pain in the shoulder 5.0±0.00 4.4±0.70 2.714 0.014*

Fatigue relieved in the eyes 4.7±0.48 4.1±0.74 2.151 0.045*

Feeling less dry in the eyes 4.4±0.97 3.9±0.74 1.308 0.210
Change in back tightness 4.9±0.32 4.5±0.53 2.058 0.054
Elimination of stress 4.7±0.48 4.4±0.70 1.116 0.279
Change in cold hands & feet
symptoms

4.8±0.42 4.1±0.74 2.605 0.018*

Recommended to acquaintances 5.0±0.00 4.8±0.42 1.500 0.151
Total 4.8±0.28 4.3±0.51 2.545 0.020*

G, Gold therapy Group (N=10); S, Stone therapy Group (N=10) *

p<0.05

4. 논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어깨, 등, 목 부위의 불편감과 통

증이높게나타났으며, 두곳이상동시에불편감과통증

을느끼고있었다. 통증원인으로피로누적, 스트레스및

긴장, 휴대폰과사용순으로응답하였다. 경험해본온열

관리는 스톤테라피(29.8%), 골드테라피(25.5%)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결과관리전·후골드군의신체측정에서허

리둘레, 목둘레, 좌·우 견갑골 하각 넓이, 좌·우 어깨 길

이, 전·후어깨두께순으로감소량이유의미하게나타났

다(p<0.001). 골드군과 스톤군 모두 목둘레, 좌·우 어깨

넓이, 좌·우견갑골하각넓이, 전·후어깨두께, 허리둘레

가 관리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변화량차이는골드군이스톤군에비해매우크게나

타났다. 이는뒷목부위의후두하근, 반극근, 판상근과어

깨 부위의 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 그리고 등 및 허리

전체의기립근, 견갑골및장골능주위근막특히방광경

1라인과 2라인 위의 경혈에 온열 관리와 안유법, 신전법

등관리로인해목과등부위혈액순환이원활해지고굳

어진 근막이 이완되며 뒤로 굴곡된 흉배부가 신전되어

목둘레, 좌우 견갑골 하각넓이, 좌우 어깨 길이, 전후 어

깨 두께가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목

둘레는 상체비만의 평가 지표로서[28] 성별에 관계없이

체중, 허리둘레및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 체질

량지수와유의한상관관계를가진다[29]. 본연구결과에

서 관리전·후 골드군 목둘레의 유의미한(p<0.001) 감소

는 골드테라피가 상체 비만 및 체형 관리에 적용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골드군 허리

둘레의유의미한감소는복부와허리부위의온열관리와

간헐단식요법을통하여허리둘레감소및비만에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30]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향후

골드테라피를비만관리프로그램으로활용할수있기를

기대한다.

골드군과 스톤군모두 목우측굴, 목 좌측굴, 목 굴곡,

목 신전 각도 변화에서 관리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 변화량 차이는 골드군이 스톤

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관리후 골드군의 목 운동

각도변화에서목굴곡, 목우측굴, 목좌측굴, 목 신전순

으로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 목 운동범위가 매우 유의미

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p<0.001). 정상적인 경추

의최대가동범위는후두골과경추 1번사이에서굴곡이

80∼90°, 신전이 70°로발생하고, 경추 1번과경추 2번사

이에서 좌측굴곡과 우측굴곡이 약 25∼45°로 발생하며,

회전은 우측과 좌측으로 70∼90°로 발생한다[31]. 목 부

위운동범위와지방분포는척추구조와관련된자세및

체형에영향을미쳐요천추만곡에변화를일으킬수있

으므로[32], 관리후 골드군의 목 운동 범위의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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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골드테라피가목통증개선효과뿐아니라척추

구조와자세, 체형, 요천추만곡의변화에도영향을미친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온열요법과 기 치유요법

을 병행한 경우 경추의 굴곡, 신전, 좌측굴, 우측굴 각도

등목의관절가동범위가증가하여통증개선효과를보

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33].

두 그룹 간 관리후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는 총 13개

항목중 5개항목에서골드군이스톤군에비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전체를 각각

비교한결과에서도골드군이스톤군에비해만족도가높

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 결과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

후골드도구온열요법을실시하여, 체력 향상과혈중젖

산 농도의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한 연구 결과[34], 척추

지압 마사지와 온열 마사지의 병행 관리후 스트레스가

효율적으로 감소하고 근골격계의 통증이 완화됨을 확인

한 연구 결과[35], 근막이완요법 시행 후 통증이 감소되

었다는 연구 결과[36], 근골격계 장애 자각 증상이 높을

수록 우울정도는 높았고, 삶의 질은 낮았으며 근골격계

질환 장애여성에게 생활개선프로그램과 정보기술을 융

합한융복합연구를시행후근골격계통증과우울수치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37]와 유사하였다.

본연구결과에서골드테라피는스톤테라피와비교하

여 관리전·후 목둘레, 좌·우 어깨 넓이, 좌·우 견갑골 하

각 넓이, 전·후 어깨 두께, 허리둘레 등의 신체 측정에서

그수치감소가크게나타났고, 목신전, 목굴곡과목좌·

우 측굴의 각도 변화에서 목 운동 범위의 더 큰 증가를

확인하였다. 이는골드테라피의효과로근막이이완되어

관절 가동범위가 커지고, 근막의 유연성을 되찾아 통증

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락마사지는근막동통증후군의동통과근막동통자

각 증상 감소에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38] 본 연구에서

골드테라피 관리시 경락 마사지의 원리와 순서에 따라

실시한 것이 근막 이완과 통증 완화의 효과를 증대시켰

다고사료된다. 또한스톤온도에따른효과비교연구에

서스톤온도가 55℃일때가장효과가크다는것을입증

하며, 스톤테라피의 단점으로 관리 중 온도 유지의 어려

운점을지적한바[24], 본연구에사용한골드도구의온

열 효과와 온도 유지력이 골드테라피의 효과와 관리후

만족도를증대시켰다고사료된다. 향후골드도구고유의

열 전달력, 온도 유지력, 인체 친화력, 다양한 형태의 굴

곡면및모양의활용을통하여실제임상에서고객만족

도증가와더불어관리사의관리방법변화및노동강도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비만이라고자각하고자신의신체에만족하지않을수

록 비만 스트레스가 높고, 비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약

물요법, 식이요법, 물리적 시술 및 관리 등의 체중 조절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9].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골드테라피의관리기간이 2주, 총 6회로제한된점, 관리

종료후지속효과를추적관찰하지못한점에연구의한

계가있다. 중년여성의복부비만에스톤온열마사지를

적용한 허홍임과 김홍[40]의 연구에서 주 2회, 4주간 관

리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중년 비만 여성

을 대상으로한 신혜숙[13]의 연구에서 마그네틱 온열관

리와스웨디시마사지의복합관리를주 2회, 6주간총 12

회 실시하여 비만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향후

임상에서다양한고객을대상으로골드테라피기간과횟

수를 증가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사료된다. 수기마사지와초음파마사지, 석션마사지

를통하여등부위체열상승변화를확인한선행연구[9]

를 바탕으로 향후 골드테라피와 수기 마사지, 다양한 도

구를 이용한 마사지, 초음파, 석션, 고주파 관리를 비교

연구하여 신체 체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골드도구를이용한온열관리인골드테라피

가근막긴장으로인한목, 등, 어깨부위근막통증증후군

에미치는영향을스톤테라피와비교연구하여임상에서

효율적인 간호중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실

시하였다.

1. 관리 전·후 목둘레, 좌·우 어깨 넓이, 좌·우 견갑골

하각넓이, 전·후어깨두께, 허리둘레의변화에서골드군

과 스톤군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관리후 골드군이

스톤군에비해목둘레, 좌·우어깨넓이, 좌·우견갑골하

각 넓이, 전·후 어깨 두께, 허리둘레가 더 크게 감소하였

다(p<0.001).

2. 관리전·후목의관절가동범위변화를살펴보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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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군과 스톤군 모두 관절 가동 범위의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관리후골드군이스톤군에비해목

우측굴, 목좌측굴, 목굴곡, 목 신전의각도증가가더크

게 나타났다(p<0.001).

3. 골드군이 스톤군에 비해 실험후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골드테라피가목, 등, 어깨의근막이완및

통증완화를위한간호중재방법임이확인되어비침습적

인 안전한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골드테라피를더욱효과적으로임상에서활용하

기위하여경락의유주방향과근막, 림프의중요성을숙

지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도구를 이

용한온열관리와의비교분석을통하여골드테라피의효

율성을 입증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골드테라

피의안면관리, 비만관리, 생리통감소, 변비완화, 부종

감소 효과, 체형 교정 효과 등의 다양한 추후 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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