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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clinical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nges of vital sign, body
composition, skin status before and after combined spa-exercise therapy in participants of
middle-aged women.
Methods In this study 24 participants of middle-aged women went through 12 weeks of
combined spa-exercise therapy. Each week vital sign, body composition, skin status were
measured before exercise, which consisted of warming-up, whole body exercise and final
o
exercises bathing in spa (32~36 C).
Results 1. The average of systolic blood pressure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26.38±
19.33 mmHg to 120.46±11.18 mmHg after 11 weeks of spa-exercise therapy (p＜0.05).
2. The average of moisture of skin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36.83±3.18 to 44.21±7.43
after 11 weeks of spa-exercise therapy (p＜0.05). 3. The average of elasticity of skin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9.75±3.50 to 62.63±2.29 after 11 weeks of spa-exercise therapy (p＜0.05). 4. The average of diastolic blood pressure, pulse, et cetera. didn't significantly change after spa-exercise therapy.
Concl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12 weeks of spa-exercise therapy had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systolic blood pressure, increasing moisture, elasticity of skin in participants of middle-aged women, which means spa-exercise therapy may be used as a treatment on high blood pressure and cutaneous diseases. Further studies are anticipated to
find out other various effects of spa-exercise therapy. (J Korean Med Rehab
2015;25(4):123-137)

Key words Spa-Exercise Therapy, Oriental physiotherapy, Systolic blood pressure,
Moisture, Elasticity, Before and After Study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노령화 사회의 급진

전,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증가 및
만성질환 환자의 폭증이라는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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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여가활용과 건강증진,

식 하에서 온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 내에 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용객

온천의 보건적 효능을 중점으로 한 보양온천의 필요성이

이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에 따른 의료비용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보양온천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절감효과도 발생하고 있다13). 또한 단순하게 온천에 들어

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질병도 치료하고 정신적 건강

가 있는 것을 넘어서 수중치료와 운동치료를 겸한 수중-

을 유지하려는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운동치료를 시행하여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

온천을 이용한 휴양 및 치료법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
되어져 왔다. 한국에서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이
있고，1003년경(고려 목종 6년)에는 온천을 권하는 내용
1,2)

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여 온천의 다양한 응
용법을 구상하고 있다14,15).
우리나라에서는 등 온천의 요양 및 휴양시설로서의 인

이 나타나 있다 . 그러나 현재는 적극적인 질병치료를

식은 있으나 의료보험의 적용 등의 적극적인 치료시설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프랑스, 독일 등의 외

서의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이다16). 또한 온천의

국에서는 온천을 물의 여러 가지 형태를 치료적 목적으로

치료적 효능과 효과는 대중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물리치료의 한 분야로 이용하여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으

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며, 만성, 노인성 질환 등의 치료는 물론 예방의학 목적의

상황이다17).

이용을 통하여 의료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3).
온천을 이용한 수중운동은 물의 여러 가지 형태를 치
4)

이에 저자는 장기 온천요법이 체중, 혈압,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온천의료관광개발 4차 학술 연구 보

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치료의 한 분야이다 . 수치료

고서18) 및 5주간의 온천요법 전후의 요통 및 경항통에 관

의 효과로는 순환개선, 발한을 통한 노폐물과 독소의 제

한 신 등19)과 이 등2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12주 간 중년

거 등만 아니라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류마티스,

여성을 대상으로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 전후 생체

신경통，골수염, 신장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있

징후, 체성분, 피부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5)

다 . 또한 온천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온열, 수압 및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부력자극에 의한 물리적 치료 효과와 더불어 온천수의 함
유성분에 의한 화학적 작용, 환경적 효과를 통하여서도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6-8). 온천에서 이루어지는 수치료
는 한방물리요법의 온경락요법(溫經絡療法) 및 통경락요법
(通經絡療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9), 기존의 온천요법과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는 달리 온천욕과 수중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이기에
넓게는 도인운동요법(導引按蹻)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2015년 3월 4일부터 2015년 6월 3일까지 대전대학교부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보장 확대, 의료접근성 개

속 천안한방병원, 도고파라다이스 스파에 위치한 온궁한

선에 의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

의원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임

10)

르게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35세 이상

따라 성인병 및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는 증가하나,

65세 이하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중, 혈압,

현재 노인층을 포함한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물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 보고서18) 및 통증

리치료나 약물치료, 입원치료를 통한 단순한 증상 관리만

에 대한 온천요법의 임상효과와 관련한 신 등19)과 이 등20)

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11). 통계청

의 선행연구에서는 각각 18명, 20명, 23명의 대상자를 모

의 2011년 자료를 참고하면, 건강보험의 고령자 의료비는

집하였으며, 본 연구는 5주의 온천요법 전후의 변화를 측

전체 의료비의 32.2%를 차지하고 더욱이 매년 증가하는

정한 선행연구와 달리 12주간의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

12)

추세로

노년 부양층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

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질병치료를 위한 시설이라는 인
124 J Korean Med Rehab 2015;25(4):123-137

운동의 전후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피험자 모집 및 연구진
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탈락률 30%를 가정
하여 28명의 피험자를 목표로 모집하였고, 총 4회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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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을 참여한 경우 탈락하지 않는

몸통 운동을 10분(수중걷기-수중 빠르게 걷기-수중 무릎

것으로 정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집된 피험자는 총

높이 들기-수중 상체 돌리기-수중 무릎 들기)간, 하지운동

28명으로 연령, 체중, 신장, 기왕력, 현병력, 약물 복용사

을 10분(수중 스쿼트-수중 다리 옆으로 들기-수중 다리굽

항 등을 조사하고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여 임상시험

히기-수중 다리 펴 돌리기-수중 다리 내외전)간 시행하였

참가 적부를 판단하였다. 모집된 피험자 중 탈락된 인원

다. 마지막으로 온천수에서 나와 정리운동(걷기 및 스트

은 4명이었다. 탈락자 중 3명은 생체징후, 체성분 측정은

레칭)을 10분간 시행하게 된다. 상지운동, 몸통운동, 하지

거부하였으며 12주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1명은

운동은 처음 1∼2주에는 10∼15개씩 2세트를, 3∼4주에

피부변화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12주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는 15∼20개씩 2세트를, 5∼8주에는 15∼20개씩 3세트

모든 피험자는 본 임상시험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구두동의 하에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
구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을 얻지 않았다.

를, 9∼12주에는 20∼25개씩 3세트를 시행하였다.
2) 측정항목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매회 온천에 들어
가기 전 생체징후, 체성분, 피부측정검사를 ECHOMAX
PLUS (휴비딕, Korea, Fig. 1), INBODY370 (바이오 스페

2. 연구방법

이스, Korea, Fig. 2) 및 수분측정기기(AramoTS, aram
충남 아산에 소재한 온궁한의원 및 도고파라다이스 스

HUVIS, Korea, Fig. 3)을 통해 시행하였다.

파에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 방문 시 온천에 들어가

(1) 생체징후

기 전에 생체징후, 체성분, 피부측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생체징후(혈압,

이후 첫 방문일을 포함한 매회 방문시마다 담당 한의사가

맥박), 체성분 및 피부상태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하기 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총 4회(4주마다 1회씩 4회 방문)의

해 피험자는 편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1∼2분 정도

측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수중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식을 취한 뒤 오른팔 또는 왼팔에 측정 완대를 착용하

14명씩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고 측정하게 된다(Fig. 1).
(2) 체성분 검사

1) 수중운동 시행 과정

체성분은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중, 골격
o

처음에는 온천수(32∼36 C)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으

근량, 체지방량, body mass index (BMI) 등을 측정하였

로 스트레칭을 10분간 시행하였다. 그 다음 온천수에 들

다. 측정방법은 INBODY370을 통해 생체 전기 임피던스

어가 상지운동을 10분(양팔 뒤에서 앞으로 젓기-양팔 몸

방법을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kg/m2), 체지방량(kg), 체

앞에서 수평으로 젓기-깊은 물 양팔 옆으로 들어올리기깊은 물 양팔 원 그리기-깊은 물 양 팔꿈치 곧게 펴기)간,

Fig. 1. Echomax plus.

Fig. 2. Inbody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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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ramo TS.

수분량(kg), 단백질(kg)을 측정하였다.

2초 동안 지그시 눌러 준다. 이 때 너무 강하게 누르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온천에 들어가기 전 금속 부착물

분석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눌러 준다. 측정

을 제거하도록 한 뒤 양말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양

후 시간이 지나면 스펀지 팀에 묻어 나온 유분이 감소하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겨드랑이 사이의 간격을 약 45도

므로 측정 후 곧바로 분석하였다.

정도 두게 하여 측정하였다(Fig. 2).

각각의 측정과정은 측정 팩터에 따라 구성된 하드웨어

(3) 피부 상태 측정

원리에 의해 다르게 측정되며, 측정값은 최저 0에서 최대

피부상태는 수분측정기기(AramoTS, aram HUVIS, Korea)

100까지 상대적 수치로 제시되어 ‘ARAMO_TS 피부측정

를 통해 측정하였다. 피부의 수분도는 온도, 습도와 같은
주위 환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실의 실내 온도와 습

표준값’에서 제시하는 연령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3) 통계 분석

도를 27oC, 37%로 유지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실 환경에

모든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

적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실험실에 도착부터 최소 20분

ces (SPSS) 2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상 안정을 위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Fig. 3).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다. 생체징후, 체성분, 피

1차로 피부의 수분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피험자 등록

부측정치는 우선 각 주차별로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

화면에서 피험자를 선택하고, 진단버튼을 누른다. 그 후

하기 전 측정한 수치들을 비교하였으며, 피험자의 수가

수분 측정 probe를 꺼내어 수분측정을 활성화하였다. 측

24명으로 적었으므로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데이터

정 probe로 이마, 손바닥 순으로 측정하였다. 피부와 측

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데이터 중 일부는 정규분포를

정 probe가 수직이 되게 유지하면서 가볍게 일정한 힘으

이루지 않아 비모수적 검정인 Wilcoxon signed-ranks test

로 가압하여 측정하며, beep 소리가 들릴 때까지 상태를

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수축기 혈압, 맥박,

유지하였다. 측정 시간동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

체중, BMI 데이터는 Shapiro-Wilk test에서 정규분포가

였을 시에는 다시 측정하였다. 측정 전 probe 센서에 이

확인되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통계적 유

전 측정 과정에서 묻어나온 수분이 있을 경우 수분을 깨

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측정치

끗이 닦아내고 측정하였다. 30 이하의 값이 측정된 경우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0주차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

다시 측정하였다.

행하기 직전, 4주차 시행 직전, 8주차 시행 직전, 12주차

피부의 수분도 측정이 끝나면 2차로 유분, 탄력을 측정

시행 직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하였다. 기기에서 유분 및 탄력 측정 probe를 꺼내어 측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RM ANOVA)을

정모드를 활성화하였다. 스펀지 팁을 probe 홈에 끼워 장

통하여 분석하였다.

착하고, 눈썹과 눈썹사이(T존)에 5초간 힘을 주어 접촉
및 가압하였다. 가압 시 probe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하였다. 측정 probe를 기기 본체의 틀에 맞추어 넣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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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Distribution according to Age and Sex
Age

30’

40’

50’

60’

Total

Female

5 (21%)

8 (33%)’

10 (42%)

1 (4%)

24 (100%)

Table II. The Change of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Mean±S.D.)
126.38±19.33
4.67±8.91 (p=0.017)
121.71±18.13
0.42±13.96 (p=0.885)
121.29±14.35
0.83±9.88 (p=0.683)
120.46±11.18
5.92±12.12 (p=0.025)

S.D.: standard devi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
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t),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Table III. Distribution according to Duration Having Therapy
and Blood Pressure
Duration
Normal*
Prehypertension†
Stage 1 hypertension‡
§
Stage 2 hypertension
Total

0 week

12 weeks

10
10
3
1
24

11
13
0
0
24

(42%)
(42%)
(12%)
(4%)
(100%)

(46%)
(54%)
(0%)
(0%)
(100%)

*SBP＜120 and DBP＜80, †120≤SBP≤139 or 80≤DBP≤90,
‡
140≤SBP≤159 or 90≤DBP≤99, §160≤SBP or 100≤DBP.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까지의 수축기 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05). 4주차 시행 전부터 8주차 시행 전, 12
주차 시행 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II).
각 연구 대상자의 수축기 혈압을 정상(혈압≦120), 고

결과»»»

혈압 전단계(120＜혈압≦140), 고혈압 1단계(140＜혈압

1. 성별, 연령

보면, 0주차는 정상이 10명(42%), 고혈압 전단계는 10명

≦160), 고혈압 2단계(160＜혈압)라는 기준21)으로 분류해
(42%), 고혈압 1단계는 3명(12%), 고혈압 2단계는 1명

본 연구 대상자는 전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7.5세였다(Table I).

(4%)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12주차는 정상이 11명
(46%), 고혈압 전단계는 13명(54%), 고혈압 1단계, 고혈
압 2단계는 0명(0%)으로 나타났다(Table III).

2. 각 측정항목의 분석 및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
중운동의 유효성 평가
1) 생체징후

① 정상혈압군
처음으로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기 전 수축기 혈
압이 정상,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만을 뽑아
(Table III),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수축

(1) 수축기 혈압

기 혈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수축기 혈압

120.08±13.63에서 4주차 시행 전 117.85±15.61까지 감소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첫 수중운동

하였다가, 8주차 시행 전까지 118.65±14.14로 증가하였

시행 전 126.38±19.33에서 4주차 시행 전 121.71±18.13, 8

고, 12주차 시행 전 118.55±11.23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

주차 시행 전 121.29±14.35, 12주차 시행 전 120.46±11.18

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

으로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IV).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II).

4주마다 수축기 혈압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

4주마다 수축기 혈압의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기

펴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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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The Change of Systolic Blood Pressure of Normal
Group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Mean±S.D.)
120.08±15.00
2.95±8.23 (p=0.125)
117.85±15.61
−0.8±11.74 (p=0.764)
118.65±14.14
0.1±10.12 (p=0.965)
118.55±11.23
2.25±8.35 (p=0.243)

Table V. The Change of Systolic Blood Pressure of Hypertension Group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Mean±S.D.)
154.25±13.63
13.25±7.85 (p=0.043)
141±17.51
6.5±23.73 (p=0.715)
134.5±5.02
4.50±8.81 (p=0.382)
130±3.24
24.25±12.09 (p=0.028)

S.D.: standard devi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
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S.D.: standard devi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
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시행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

Table VI. The Change of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IV).
② 고혈압군
처음으로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기 전 수축기 혈
압이 고혈압 1단계, 고혈압 2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만
을 뽑아(Table III),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수축기 혈압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시간에 따라 수축
기 혈압의 평균은 첫 수중운동 시행 전 154.25±13.63에
서 4주차 시행 전 141±17.51, 8주차 시행 전 134.5±
5.02, 12주차 시행 전 130±3.24으로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V).
4주마다 수축기 혈압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
펴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까지의 수
축기 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Mean±S.D.)
76.08±14.39
2.54±8.46 (p=0.155)
73.54±12.00
−0.92±11.90 (p=0.709)
74.46±10.02
−0.75±6.74 (p=0.591)
75.21±9.11
0.88±9.67 (p=0.855)

S.D.: standard deviation.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Diastolic blood
†
pressure before 4th exercise),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4th exercise)−(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
ercise),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8th exercise)−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exercise)−(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12th exercise).

4주차 시행 전부터 8주차 시행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

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다(p＞0.05) (Table V).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이완기 혈압

(p＞0.05) (Table VI).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이완기 혈압

4주마다 이완기 혈압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76.08±14.39

펴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에서 4주차 시행 전 73.54±12.00까지 감소하였다가, 8주

시행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

차 시행 전 74.46±10.02, 12주차 시행 전 75.21±9.11까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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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박

부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으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맥박의 변화

로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16명(67%), 부족이 1명

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80.13±11.01에서 4

(4%), 과도는 7명(29%)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16

주차 시행 전 80.04±11.71, 8주차 시행 전 77.17±10.20

명(67%), 부족이 2명(8%), 과도는 6명(25%)으로 나타났다.

까지 감소하였다가, 12주차 시행 전 79.25±12.34로 다시

(2) 단백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단백질의 변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8.4±1.22에서 4

(Table VII).

주차 시행 전 8.5±1.18, 8주차 시행 전 8.5±1.09까지 증

4주마다 맥박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가하였다가, 12주차 시행 전 8.3±1.05로 다시 감소하는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전,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통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IX).

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VII).
Table VIII. The Change of Total Body Water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2) 체성분
(1) 체수분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체수분의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31.4±4.45에서 4
주차 시행 전 31.4±4.30, 8주차 시행 전 31.0±4.17, 12
주차 시행 전 30.9±3.72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VIII).
4주마다 체수분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
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은 보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VIII).
각 연구 대상자의 체수분을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감),

Table VII. The Change of Pulse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Pulse (bpm) (Mean±S.D.)
80.13±11.01
0.08±7.60 (p=0.958)
80.04±11.71
2.88±8.48 (p=0.110)
77.17±10.20
−2.08±10.13 (p=0.324)
79.25±12.34
0.88±12.75 (p=0.740)

S.D.: standard deviation.
†
*(Pulse before exercise)−(Pulse before 4th exercise), (Pulse
‡
before 4th exercise)−(Pulse before 8th exercise), (Pulse be§
fore 8th exercise)−(Pulse before 12th exercise), (Pulse before exercise)−(Pulse before 12th 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Total body water (kg)
(Mean±S.D.)
31.4±4.45
0.02±0.91 (p=0.889)
31.4±4.30
0.39±1.99 (p=0.958)
31.0±4.17
0.07±2.86 (p=0.715)
30.9±3.72
0.48±2.47 (p=0.262)

S.D.: standard deviation.
*(Total body water before exercise)−(Total body water before
†
4th exercise), (Total body water before 4th exercise)−(Total
‡
body water before 8th exercise), (Total body water before
8th exercise)−(Total body water before 12th exercise),
§
(Total body water before exercise)−(Total body water before 12th exercise).

Table IX. The Change of Protein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Protein (kg) (Mean±S.D.)
8.4±1.22
−0.05±0.24 (p=0.314)
8.5±1.18
−0.01±0.29 (p=0.503)
8.5±1.09
0.16±0.58 (p=0.404)
8.3±1.05
1.00±0.67 (p=0.227)

S.D.: standard deviation.
†
*(Protein before exercise)−(Protein before 4th exercise), (Protein
‡
before 4th exercise)−(Protein before 8th exercise), (Protein
§
before 8th exercise)−(Protein before 12th exercise), (Protein
before exercise)−(Protein before 12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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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마다 단백질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
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과도는 9명(37%)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14명
(58%), 부족이 1명(5%), 과도는 9명(37%)으로 나타났다.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4) 체지방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IX).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체지방의 변

각 연구 대상자의 단백질을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감),

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23.9±7.14에서 4

부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으

주차 시행 전 23.7±7.34까지 감소하였다가, 8주차 시행

로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16명(67%), 부족이 1명

전 23.8±7.63, 12주차 시행 전 24.4±8.70으로 다시 증

(4%), 과도는 7명(29%)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16

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명(67%), 부족이 2명(8%), 과도는 6명(25%)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3) 무기질

(Table XI).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무기질의 변

4주마다 체지방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

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8.4±1.22에서 4주

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차 시행 전 8.5±1.18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유의한 결과이지만(p＜0.05), 8주차 시행 전 8.5±1.09, 12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XI).

주차 시행 전 8.3±1.05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

각 연구 대상자의 체지방을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감),

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부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X).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4명(17%), 부족이 1명(4%), 과

4주마다 무기질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
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도는 19명(79%)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5명(21%),
부족이 1명(4%), 과도는 18명(75%)으로 나타났다.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5) 체중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까지는 통계적으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체중의 변화

로 유의성이 있으나(p＞0.05) 나머지는 유의성이 없었다

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66.6±11.78에서 4

(p＜0.05) (Table X).

주차 시행 전 66.5±11.80까지 감소하였다가, 8주차 시행

각 연구 대상자의 무기질을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감),

전까지 66.5±12.07로 증가하였고, 12주차 시행 전 66.5±

부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15명(63%), 부족이 0명(4%),

Table X. The Change of Mineral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Mineral (kg) (Mean±S.D.)
3.0±0.45
−0.05±0.12 (p=0.027)
3.0±0.43
0.01±0.11 (p=0.631)
3.0±0.41
0.05±0.19 (p=0.298)
2.9±0.37
0.02±0.24 (p=0.697)

S.D.: standard deviation.
†
*(Mineral before exercise)−(Mineral before 4th exercise), (Mineral
‡
before 4th exercise)−(Mineral before 8th exercise), (Mineral
§
before 8th exercise)−(Mineral before 12th exercise), (Mineral
before exercise)−(Mineral before 12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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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I. The Change of Human Body Fat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Human body fat (kg)
(Mean±S.D.)
23.9±7.14
0.22±1.18 (p=0.377)
23.7±7.34
−0.09±1.39 (p=1.000)
23.8±7.63
−0.60±2.98 (p=0.833)
24.4±8.70
−0.47±3.87 (p=0.330)

S.D.: standard deviation.
*(Human body fat before exercise)−(Human body fat before
4th exercise), †(Human body fat before 4th exercise)−
‡
(Human body fat before 8th exercise), (Human body fat before 8th exercise)−(Human body fat before 12th exercise),
§
(Human body fat before exercise)−(Human body fat before
12th exercise).

12주간의 온천요법 전후 갱년기 환자의 혈압, 맥박, 체성분, 피부 변화에 관한 임상연구

12.17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

(4%), 과도는 7명(29%)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16

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명(67%), 부족이 2명(8%), 과도는 6명(25%)으로 나타났다.
(7) BMI

없었다(p＞0.05) (Table XII).
4주마다 체중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BMI의 변화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전,

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23.4±3.66에서 4주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통계

차 시행 전 23.5±3.52까지 감소하였다가, 8주차 시행 전까

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XII).

지 23.5±3.33로 증가하였고, 12주차 시행 전 23.1±3.09로

각 연구 대상자의 체중을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부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으
로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8명(33%), 부족이 0명(0%),
과도는 16명(67%)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8명
(33%), 부족이 1명(4%), 과도는 15명(63%)으로 나타났다.
(6) 골격근량

Week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체지방의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23.4±3.66에서 4
주차 시행 전 23.5±3.52까지 증가하였다가, 8주차 시행
전 23.5±3.33, 12주차 시행 전 23.1±3.09로 다시 감소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
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XIII).
4주마다 골격근량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
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
행 전,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Table XIII).
각 연구 대상자의 골격근량을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
감), 부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
으로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16명(67%), 부족이 1명
Table XII. The Change of Weight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Table XIII. The Change of Skeletal Muscle Mass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ight (kg) (Mean±S.D.)
66.6±11.78
0.15±0.96 (p=0.453)
66.5±11.80
−0.07±0.98 (p=0.612)
66.5±12.07
0.06±0.56 (p=0.587)
66.5±12.17
0.15±1.28 (p=0.582)

S.D.: standard deviation.
†
*(Weight before exercise)−(Weight before 4th exercise), (Weight
‡
before 4th exercise)−(Weight before 8th exercise), (Weight
§
before 8th exercise)−(Weight before 12th exercise), (Weight
before exercise)−(Weight before 12th exercise).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Skeletal muscle mass (kg)
(Mean±S.D.)
23.4±3.66
−0.17±0.77 (p=0.291)
23.5±3.52
0.03±0.79 (p=0.820)
23.5±3.33
0.36±1.77 (p=0.970)
23.1±3.09
0.22±2.07 (p=0.119)

S.D.: standard deviation.
*(Skeletal muscle mass before exercise)−(Skeletal muscle
†
mass before 4th exercise), (Skeletal muscle mass before 4th
‡
exercise)−(Skeletal muscle mass before 8th exercise), (Skeletal
muscle mass before 8th exercise)−(Skeletal muscle mass before 12th exercise), §(Skeletal muscle mass before exercise)−
(Skeletal muscle mass before 12th exercise).

Table XIV. The Change of body mass index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Body mass index (kg/m2)
(Mean±S.D.)
26.6±4.05
0.10±0.44 (p=0.295)
26.5±4.02
−0.03±0.40 (p=0.611)
26.5±4.18
0.01±0.22 (p=0.779)
26.5±4.21
0.08±0.61 (p=0.550)

S.D.: standard deviation.
*(body mass index before exercise)−(body mass index before
4th exercise), †(body mass index before 4th exercise)−
‡
(body mass index before 8th exercise), (body mass index
before 8th exercise)−(body mass index before 12th exercise),
§
(body mass index before exercise)−(body mass index before 12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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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시행 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p＞0.05) (Table XIV).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XV).

4주마다 BMI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2) 피부의 유분의 변화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시행 전,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BMI의 변화

12주차 시행 전까지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통계

를 분석한 결과 첫 수중운동 시행 전 0.54±1.08에서 4주

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p＞0.05) (Table XIV).

차 시행 전 1.04±1.46까지 증가하였다가, 8주차 시행 전

각 연구 대상자의 BMI를 정상(표준 범위에 들어감), 부

까지 0.50±1.00로 감소하였고, 12주차 시행 전 0.75±

족(표준 범위 미만), 과도(표준 범위 초과)라는 기준으로

1.42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첫 수중운동 시행

분류해보면, 0주차는 정상이 7명(29%), 부족이 1명(4%),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은 없

과도는 16명(67%)으로 나타났다. 12주차는 정상이 5명

었다(p＞0.05) (Table XVI).

(21%), 부족이 1명(4%), 과도는 18명(75%)으로 나타났다.

4주마다 피부의 유분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
펴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까지 통

3) 피부변화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4주차 시행 전

(1) 피부 수분도의 변화

부터 8주차 시행 전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피부 수분도

였으나(p＜0.05), 전체적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또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피부의 수분도 평균

한 4주차 시행 전부터 8주차 시행 전까지는 통계적으로

은 첫 수중운동 시행 전 36.83±3.18에서 4주차 시행 전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XVI).

39.46±3.16, 8주차 시행 전 40.00±4.15, 12주차 시행 전

(3) 피부의 탄력의 변화

44.21±7.43으로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온천에서의 수중운동 시행의 시간에 따라 피부의 탄력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피부의 탄력의 평균

(Table XV).

은 첫 수중운동 시행 전 59.75±3.50에서 4주차 시행 전

4주마다 피부 수분도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

60±2.02, 8주차 시행 전 60.38±1.78, 12주차 시행 전

펴보면,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62.63±2.29으로 첫 수중운동 시행 전과 12주차 시행 전을

시행 전부터 12주차 시행 전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4주차 시행 전부터 8주차
Table XV. The Change of Moisture of Skin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Moisture of skin (Mean±S.D.)
36.83±3.18
−2.63±3.72 (p＜0.001)
39.46±3.16
−0.50±4.40 (p=0.744)
40.00±4.15
−4.25±4.96 (p＜0.001)
44.21±7.43
−7.38±8.28 (p＜0.001)

S.D. : standard deviation.
*(Moisture of skin before exercise)−(Moisture of skin before
4th exercise), †(Moisture of skin before 4th exercise)−
‡
(Moisture of skin before 8th exercise), (Moisture of skin before 8th exercise)−(Moisture of skin before 12th exercise),
§
(Moisture of skin before exercise)−(Moisture of skin before
12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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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VI. The Change of Natural Oil of Skin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Natural oil of skin
(Mean±S.D.)
0.54±1.08
−0.50±1.25 (p=0.046)
1.04±1.46
0.54±1.02 (p=0.026)
0.50±1.00
−0.25±1.59 (p=0.572)
0.75±1.42
−0.21±0.98 (p=0.248)

S.D.: standard deviation.
*(Natural oil of skin before exercise)−(Natural oil of skin before 4th exercise), †(Natural oil of skin before 4th exercise)−
‡
(Natural oil of skin before 8th exercise), (Natural oil of skin
before 8th exercise)−(Natural oil of skin before 12th ex§
ercise), (Natural oil of skin before exercise)−(Natural oil of
skin before 12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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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VII. The Change of Elasticity of Skin before and after
Spa-exercise
Week
Before exercise
1st∼4th*
Before 4th exercise
4th∼8th†
Before 8th exercise
8th∼12th‡
Before 12th exercise
1st∼12th§

Elasticity of skin (Mean±S.D.)
59.75±3.50
−0.25±3.57 (p=0.734)
60±2.02
−0.38±2.02 (p=0.372)
60.38±1.78
−2.25±2.01 (p＜0.001)
62.63±2.29
−2.88±4.07 (p=0.007)

S.D.: standard deviation
*(Elasticity of skin before exercise)−(Elasticity of skin before
†
4th exercise), (Elasticity of skin before 4th exercise)−
‡
(Elasticity of skin before 8th exercise), (Elasticity oil of skin
before 8th exercise)−(Elasticity of skin before 12th exercise),
§
(Elasticity of skin before exercise)−(Elasticity of skin before
12th exercise).

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양온천 지정 후에도 온천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인식이 부족하여 온천에는 온천욕 이외에 요
양이나 치료를 위한 기능이 없으며 물놀이시설이나 레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공간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정
이다25). 그로 인해 온천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
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26). 그러나 외국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 하에서 온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
고 있으며 유럽 전체에서는 연간 1,000만 건, 프랑스가
40만 건, 러시아가 600만 건의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
다. 또한 온천 내에 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구비하고 있
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온천
요양비가 전체 요양비의 2/3를 차지하지만, 이 비용은 질
병 전체 보험료의 1% 이하이며 온천요양에 의료보험을
적용한 후부터 약물치료 비용이 30∼40% 감소하였고 결

(Table XVII).

근도 30%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독일에서도 10

4주마다 피부의 탄력의 수중운동 시행 전후 변화를 살펴

년동안 연구한 결과 평균 결근시간은 37%, 의료비는 62%

보면, 8주차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12주차 시행 전까지의

가 감소하였으며 만성질환자의 수도 1/3∼1/5이 감소하

피부의 탄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였다. 이와 같이 외국은 온천을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고

그러나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시행 전, 8주차

있으며 예방의학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의료비를 절감

시행 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하고 있다13).

유의성은 없었다(p＞0.05) (Table XVII).

또한 단순히 온천에 들어가 요양을 하는 것만이 아니
라 다양한 응용법을 연구하여 온천을 통한 치료의 확대
및 재생산을 추구하고 있다. Astrid Van Tubergen 등은
111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찰»»»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군에 비해 온천욕과 수중운동

온천은 수 천년 전부터 물리치료의 한 가지로 사용되

을 결합한 치료과정을 받는 환자군이 자각적인 증상의 호

어져 왔다. 특히 온천은 한방물리요법의 응용 원리 중 하

전 정도나 신체 기능의 평가에서 2배 이상의 호전을 보였

나인 경락체계의 온자극 치료로서 한의학에서 치료목적

으며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도 7∼18배의 효과를 볼 수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있음을 확인하였다14). Medhat Shehata 등은 83명의 강직

｢素問ㆍ調經論篇｣에서 “血氣者, 喜溫而惡寒, 寒則泣不能

성척추염 환자들의 항염증 시토카인 TGF-β1의 증가량이

流, 溫則消而去之”라고 하여 온천을 통해 血氣의 문제에

온천욕과 수중운동을 병행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기본적

22)

대한 온천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한국에서 문

인 요통 치료를 받을 때보다 2배 이상이라는 결과를 확인

헌으로 남아 있는 온천은 ｢三國史記｣에 온양온천이 기록

하였다15). 그러나 온천욕과 수중운동을 결합한 치료과정

되어져 있는 것이 시초이다. 그 후에도 16종의 고문 속에

이 강직성 척추염을 제외한 질환이나 신체의 기초적 지표

23)

43곳의 온천이 기록되어 있다 . 이후 ｢高麗史｣, ｢世宗實
24)

錄地理志｣에도 온천의 기록이 남아 있다 .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시행한 도고파라다이스 스파는 2009년 보양

그러나 이러한 온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8

온천으로 지정된 온천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사

년부터 온천에 의료, 보양, 치유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중

료된다. 도고온천은 유황천으로 분류되며 35oC가 넘는 약

인 보양온천제도는 아직은 소기의 목적인 치료기능을 발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사용한다. 또한 유황 외에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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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산, 나트륨,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 효능으로는 피부나

이러한 상황이 악회되어 이차적인 감염 및 욕창 등의 피부

응용을 통해 이온상태로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의 생리작

문제, 불안, 초조, 수면장애, 자아개념장애 및 자기 역할장

용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므로 신경통, 피부병, 위장병, 관

애 같은 심각한 정서장애까지 동반할 수 있으므로39) 피부

절염, 부인병, 당뇨병, 피부미용에 특효가 있다28). 도고온

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찰 및 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천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 최초로 보양온천 인

이에 저자는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이 일반인들

29)

의 신체적 표지들에 대한 조절은 물론 고혈압이나 비만,

증을 받은 곳이다 .
혈압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

피부 질환 등의 치료와 관리 및 예방의학적 목적으로 사

심장마비 등의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요소이며, 전세

용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온천욕의 활성화와 치료개념으

계적으로 신체 활동의 감소, 영양과다, 노령화에 따라 혈

로서 온천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혈압이나 비만, 피부에 관

압에 의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심이 많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30)

하고 있다 . 맥박은 심장에서 일시에 배출되는 혈액의

피험자 24명은 중년의 나이에 들어간 여성으로 구성되

파동이 소동맥벽에 전달되는 현상이며 심장과 혈액순환

어 있다. 50대의 피험자가 10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31)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 따라서 혈압과 맥박은

40대가 8명(33%), 30대가 5명(21%)으로 그 다음이었고,

신체를 파악하기 쉽고 명료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60대가 1명(4%)으로 가장 적었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체성분은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중, 골격
근량, 체지방량, BMI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성분 분
32)

석기(Inbody)는 주로 비만과 관련된 영양학적 , 운동학
33)

34)

47.5세였다(Table I).
수축기 혈압은 처음으로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
기 전보다 12주차 시행 전에 측정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

등 다양한 분야의 연

소하였다(Table II). 다만,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

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일 뿐

차까지의 감소는 뚜렷하였으나 8주차, 12주차에는 큰 폭

만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

으로 감소하지는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 이

키는 중요한 임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방부인과 영

는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이 갖고있는 수축기 혈압

역에서는 무월경이나 월경부조는 물론이며, 넓게는 산후

의 감소 효과가 반복될수록 떨어지는 결과로 판단되며 추

조리 과정 등까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후 온천에 들어가 있는 시간, 온천에서 행해지는 수중운

적

연구에 사용되며 통증 연구

35)

동의 강도와 수축기 혈압의 감소 효과의 관계에 대한 추

있다 .
수분측정기기(AramoTS, aram HUVIS, Korea)를 통해

가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에

측정된 수분과 탄력 점수는 높을수록 피부의 수분이 풍부

서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하여 촉촉하고 탄력이 높아 양호한 상태이며, 유분도는

다. 이러한 결과는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은 처음

정상값 범위 이상이면 지성피부이고, 정상값 범위 이하이

시행시 가장 수축기 혈압 감소효과가 크며 이후의 수중운

면 건성이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작게는 세

동은 수축기 혈압의 감소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효과가 있

포 단위에서 시작된다.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와 진피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들을 합성할 때 식사를 통하여 섭취하는 단백질 등의
36)

추가적으로 정상혈압군에서와 실제 환자로 분류되는

각종 영양소는 세포 구성의 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

고혈압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비교해

피부의 건강상태는 안면피부 각질층의 유분량, 수분량 및

보았다. 정상혈압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처음으로 온천에

탄력도를 종합해서 판단되므로 피부 건강은 생리적 요인

서 수중운동을 시행하기 전보다 12주차 시행 전에 측정하

뿐만 아니라 영양적, 환경적, 심리적 생활요인 등에 영향

였을 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7)

을 받기에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신체의 전반적

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IV). 반대로 고혈압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첫 수중운동 시
행 전보다 12주차 시행 전에 측정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

그렇기에 나이가 들면 생리적 노화과정 및 외적 손상으

소하였다(Table V). 이러한 결과는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

로 피부상태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피부 항상성이 파괴되

중운동이 정상혈압군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

38)

며 건조한 피부, 소양증 등의 발생 정도가 더 심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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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혈압군의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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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체중, 혈압,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
18)

도와 체수분의 감소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리

보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

라 생각된다. 아울러 체수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온천수에서 시행하는 수중

이지만 반대로 피부 수분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기에

운동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한 추가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Table XV), 두가지 요인과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

어진다면 고혈압 치료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의 빈도에 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련한 연구 보고서

피부 수분도는 측정할 때마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자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는 항목들도 있다.

(Table XV). 다만, 처음으로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

만 7세에서 15세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40)에서는 체

기 전부터 4주차까지, 8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증가가 뚜

중, 체수분량, 근육량, 단백질량, 무기질량은 유의한 수준

렷하였으나 8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약간만 증가하였다.

으로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

이는 수중운동이 피부 수분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12주

과가 나왔기에 온천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차까지는 비례한다는 결과로 판단되며 추후 온천수에서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렇기에 각각의 항목에 대하

시행한 수중운동이 피부 수분도를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

여 다른 성별, 연령, 직종군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

있는지의 관계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및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부 수분도의 평균치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통계

수축기 혈압, 피부 수분도 및 피부의 탄력이 분석상 시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온천수에

간에 따른 변화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기에 온천수에서

서 시행한 수중운동은 피부 수분도 증가를 지속시켜주는

시행한 수중운동이 추후 혈압관리, 피부 재활의 측면에

효과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수중운동을 시행할 때마다 피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

부 수분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고 사료된다. 이에 근거하여 고혈압, 피부 질환에도 활

피부의 탄력도 처음으로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
기 전부터 12주차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XVII).

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각 질환군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수중운동 시행 전부터 4주차, 8주차까지는 증가

본 연구에서 피험자의 수가 적었던 점과 정상인에 한

폭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12주차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 단순 온천욕과 온천수에서 시

이 결과는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을 8주까지 지속

행한 수중운동의 대조군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설

해나갔을 때는 탄력도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8주 이

문지 등의 다양한 통증 평가법을 통한 다각도의 분석이

상 수중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켜 주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생각되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추후 온천에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피험자의 수를 늘린 연구의 진행,

들어가있는 시간,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의 강도와

대조군 설정을 통한 수중운동의 특성 분석과 온천욕의 빈

피부의 탄력 증가 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도에 따른 효과의 변화, 고혈압 및 피부 질환에서의 치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에 따른 피부의 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연구가 시행되어 온천에 대한 치

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료적, 예방의학적 인식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 미루어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은 8주 이상 지속
적으로 받을수록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완기 혈압, 맥박,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

결론»»»

중, 골격근량, BMI, 피부의 유분은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

12주 간의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이 중년 여성의

중운동을 통한 경향성과 각주차별 수중운동 시행 후의 변

생체징후, 체성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화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다만, 체수분의 경우 재

여 2015년 3월 4일부터 2015년 6월 3일까지 중년 여성

방문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어(Table VIII) 수중운

24명을 대상으로 온천수에서 시행하는 수중운동으로 구

동의 영향이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온천

성된 12회의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 전ㆍ후의 생체

에 들어가 있는 시간, 온천수에서 시행한 수중운동의 강

징후, 체성분, 피부의 수분ㆍ유분ㆍ탄력을 측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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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년 여성에게서 수축기 혈압은 온천에서 수중운동
을 시행하기 전 126.38±19.33에서 11주간의 수중운동

9.

시행 후 120.46±11.1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2. 중년 여성에게서 피부 수분도는 온천에서 수중운동

10.

을 시행하기 전 36.83±3.18에서 11주간의 수중운동 시행
후 44.21±7.4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11.

3. 중년 여성에게서 피부의 탄력은 온천에서 수중운동
을 시행하기 전 59.75±3.50에서 11주간의 수중운동 시행
후 62.63±2.2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12.

4. 중년 여성에게서 이완기 혈압, 맥박, 체수분, 단백
질, 무기질, 체지방, 체중, 골격근량, BMI, 피부의 유분은
온천에서 수중운동을 시행하기 전과 11주간의 수중운동

13.

시행 후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12주 간 온천수에서 시

14.

행한 수중운동은 중년 여성들의 혈압과 피부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고혈
압, 피부 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온천수에서 시행하
는 수중운동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추가 연구 및 응용이

15.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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