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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Using as a sleep evaluation tool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this paper studied the

effects of earthing on the amount and quality of sleep by examining a patient population of people who used

and did not use earthing mats and a group of general healthy people.

Method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9, 30 patients who voluntarily used an earthing mat, 40 patients

who did not use an earthing mat, and 40 healthy people who did not use an earthing mat were selected. A

questionnaire applying the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fter being translated into Korean was

distributed starting November 29, 2019 to 110 subjects. Out of them, 101 subject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were examined. All statistics used SPSS 25.0.

Results: The first overall score showed that all three groups had problems sleeping, with five points or more,

but the general population had better sleep quality than the patient group. It also showed that the using matgroup

had better quality of sleep than the ones that did not use the earthing mat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third

group through the variance analysis showed significance at >0.05 f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patient

group. Based on this, a multi-comparison analysis of the third group showed significantly less than 0.05 in

patients who do not use an earthing mat compared to the public. First of all,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in subjective sleep quality, sleep latency, and sleep time, but an analysis

of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general population group showed that the quality of sleep was worse

compared to those that used the mat. In addition, sleep efficiency, sleep disorder, sleeping pills, and daytime

dysfunction were found to be less than >0.05 in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 you ground your body to Earth during sleep, the secretion of cortisol

will decrease night levels, sync more with the natural 24-hour circulation rhythm profile, and that when you

sleep, sleep is better and pain and stress are associated with the study. While the preceding study cannot confirm

that contact with the ground affects the quality of sleep, it suggests that it is relevant as show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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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싱(Earthing)이란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

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이다. 즉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기 혹은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에너지

를 우리 몸속으로 전달해 주는 전도성장치에 몸을

접촉한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것이다.

사회가 급속도록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사회에 변

화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수면

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Oschman et al.1)의

연구에는 지구 표면과 전기적으로 전도성 접촉(접지)

이 생리학과 건강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Ghaly and Teplitz2)의 연구에서는 수

면 중에 인체를 지구로 접지시키면 코르티솔(cortisol)

의 야간 레벨이 감소하고 자연적인 24시간 순환 리

듬 프로파일에 맞춰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더 동

기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는 여성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더욱이 주관적인 보고는 잠을

잘 때 인체를 땅바닥으로 향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고통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Han3)의 연구에서는 “수면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

에서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총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발생확률이 1.32배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면의 양

과 질이 당뇨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이 당뇨병 발생 위험이 1.13배

증가, 5-7시간 수면군이 0.83배 감소하였음으로 나

쁜 수면의 질과 짧은 수면 시간은 당뇨병 발생의 위

험요인으로 나이, 성별, 흡연, 음주, 신체활동, 교육

수준, 질병력, 당뇨병의 가족력 등에 독립적으로 당

뇨병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4)

Takashi et al.5)과 Son6)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

서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

대 근무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건

강상의 문제를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생

체주기의 파괴로 인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는

24시간 주기에서 깨어 있어야 할 시간과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뒤바뀌는 것에서 기인한 수면장애이다.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대 근무자들에 비해 더 많은 피로를 유발시켜

사고의 위험 및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7,8)

최근에 수면과 각종 질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특별한 수면 치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표면과의 어

싱(Earthing, 접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수면과

의 관계를 보고자 수면 평가도구인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이용

하여 어싱매트를 사용한 환자군과 어싱매트를 사용

하지 않은 사람의 환자군과 일반의 건강한 사람의

군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변

화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분류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세 집단의

분산 분석과 다중비교분석으로 어싱매트가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수면의 질을 7개의 영역으

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3개의 집단에

대한 영역별로 수면의 질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는 모집자 선정은 대한0000협회를 통하여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

여 Fig. 1과 같이 현재 시중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침대 전체를 덮는 구조로 구성되어진 어싱매트를 사

용하는 집단을 섭외하였으며, 현재 00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어싱매트를

지급한 00요양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어싱매트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

상이고, 수면시 또는 휴식시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평

균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

리나라에는 개인적으로 어싱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

는 일부의 사람이 있으나, 전국으로 퍼져있으며 개

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함으로 설문지를 받기에는 개

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00요양병원 내에서 대부분 환자는 45세 이상 60

세 이하의 여성으로 어싱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30

명의 환자군과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 40

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조군으로 건강한 일

반인이지만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45세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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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하의 직장인으로 40명을 선정하였다. 11월 5일

설문지를 작성하여 00대학교 임상시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심의 면

제 대상으로 2019년 11월 19일 승인을 받았다(승인

면제 확인번호 201911-HS-EX-001). 00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장에게 설명을 한 후 환자들을 회의실

로 집합하여 일괄 설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설

문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받고, 설문지를 배포

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설문지를 배

포하여 그 중 설문지 응답에 불충분한 자와 설문을

중도에 포기한 자를 제외한 101매를 통계에 사용하

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평가 대상자에게 수면의 질에 관한 설문은 한국어

로 번역한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설

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현재 널리 사용되

는 수면 평가 도구로 수면의 양과 질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Buysse et al.9)와 Choi et al.10)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양질의 평가

도구이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은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9개 문항은 7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영역별 각각 0-3점 범

위를 가진다.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화 방법에 따라 0-21점 사

이가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

미하고 5점 이상인 경우 “수면 문제 있음”으로 판

별한다. 또한 “0”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3”점은 심각한 어려움을 나타낸다. 7가

지 항목 점수들은 하나의 “전체적” 점수를 만들기

위해 더해지며, 0-21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0”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21점은 전

방면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집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 방법과 Tukey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

계는 SPSS 25.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Fig. 1. Installation and state of earthing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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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연구 집단별 분석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화 방법에 따라 0-21점 사

이가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

미하고 5점 이상인 경우 “수면 문제 있음”으로 판

별하므로 Table 2에서는 3집단 모두 5점 이상을 보

이고 있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인 군이 환자군

보다는 수면의 질이 조금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싱매트를 사용하는 환

자군이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보다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면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과 4는 각각 세 집단 간의 분산 분석 결과

와 다중비교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산 분석

결과에서는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일반

인과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다중비교분석

결과도 일반인과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p<0.05).

2. 조사 항목별 합산 점수 분석

Table 5는 설문 조사 항목별 수면의 질에 대한 합

산 점수의 분석 결과이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 항

목의 경우 어싱매트를 사용하는 환자군이 어싱매트

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보다 대체로 수면의 질이

좋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싱매트를 사용

하지 않은 일반인 군에서도 좋은 수면의 질은 아닌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다

양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

다. “수면의 잠복기”는 일반인 군은 평균적으로 30

분 이내에 잠이 들고, 주 1회 정도의 30분 이내에

잠들 수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환자군에서는

어싱매트를 사용하거나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잠들기까지 1시간 정도 뒤

척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잠들기까지의 뒤척이

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

로 잠들기 까지의 시간을 점수화하기 위하여 시간으

로 작성하였다. “수면 시간”의 경우 하루에 수면 시

간이 평균 “0”점은 7시간 이상, “1”점은 6-7시간,

“2”점은 5-6시간, “3”점은 5시간 이하로 나타낸다.

수면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6-7시간 이상 수면을 취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면의 효율”은 (잔 시간

Table 1. 7 areas of the PSQI questionnaire

Classification Area

1 Subjective sleep quality

2 Sleep latency

3 Sleep duration

4 Habitual sleep efficiency

5 Sleep disturbances

6 Use of sleeping medication

7 Daytime dysfunction

Table 2. Total score of sleep quality according to groups

Classification N Mean p-value

Group with earthing 27 11.48 3.975

Group without earthing 34 12.21 3.891

Control group 40 9.75 2.436

Total 101 11.04 3.549

Table 3. Analysis of variation of sleep quality between

groups

X2 F p

Inter group 0118.042 5.066 0.008

Within group 1141.800

Total 1259.842

Table 4. Multiple comparative analysis of sleep quality between groups

Dependent variable Mean difference Standardization error p-value

Group with earthing
Group without earthing -0.724 0.880 0.690

Control group 01.731 0.850 0.109

Group without earthing
Group with earthing 00.724 0.880 0.690

Control group 002.456* 0.796 0.007

Control group
Group with earthing -1.731 0.850 0.109

Group without earthing 0-2.456* 0.79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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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침실에서 보낸 시간 수)×100=습관적 수면 효율도

(%)로 계산하고, “0”점은 85% 이상, “1”점은 75-

84%, “2”점은 65-74%, “3”점은 65% 이하로 분석을

하는데 환자군에서는 수면의 효율이 75-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반인 군에서는 대다수가

85% 이상으로 분석 되었다. “수면 장애”의 경우 수

면 중에 수면을 방해하는 질문으로 “통증이 있다”

등 크게 9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질

문에 대하여 점수를 합산하고 합산점수에 따라서 “0”

점은 0점, “1”점은 1-9점, “2”점은 10-18점, “3”점은

19-27점으로 분석을 하는데 모든 집단군이 평균 2점

이상으로 수면의 방해가 있으나 특히 어싱을 하지

않는 군에서는 좀 더 수면의 방해를 받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면제 사용”의 경우 잠자기가 어려움에

약물을 복용하는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인 군에

서는 평균적으로 주당 1회 이하의 약을 복용하지만,

환자군에서는 주당 1회에서 2회 정도를 복용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주간 기능 장애”는 낮에 일을 하

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 등 졸음이 오는 경우를 주

당 몇 회 나타나는가의 질문이다. 일반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주당 1회 정도 피곤함을 느끼고 일에 열

중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하지만 환자군에서는

어싱매트의 사용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 1-2회 정

도 피곤함을 느끼고, 일에 열중하는데 다소 불편함

Table 5. Analysis of total score of sleep quality according to areas by group

Area N Mean p-value

Subjective sleep quality

Group with earthing 27 1.96 0.854

Group without earthing 34 2.18 1.086

Control group 40 2.30 0.564

Total 1010 2.17 0.849

Sleep latency

Group with earthing 27 2.00 0.734

Group without earthing 34 2.12 0.769

Control group 40 1.70 0.758

Total 1010 1.92 0.770

Sleep duration

Group with earthing 27 0.52 0.802

Group without earthing 34 0.59 0.988

Control group 40 0.60 0.841

Total 1010 0.57 0.876

Habitual sleep efficiency

Group with earthing 27 0.70 1.031

Group without earthing 34 0.88 1.175

Control group 40 0.20 0.608

Total 1010 0.56 0.984

Sleep disturbances

Group with earthing 27 2.37 0.492

Group without earthing 34 2.56 0.504

Control group 40 2.28 0.452

Total 1010 2.40 0.492

Use of sleeping medication

Group with earthing 27 1.85 1.199

Group without earthing 34 1.79 1.175

Control group 40 1.00 0.000

Total 1010 1.50 0.996

Daytime dysfunction

Group with earthing 27 2.07 0.829

Group without earthing 34 2.09 0.866

Control group 40 1.68 0.730

Total 1010 1.9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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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조사 항목별 집단 간 분산 분석

Table 6은 설문 조사 항목별 수면의 질에 대한 집

단 간 분산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일반인과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항목은 “수면의 효율”, “수면 장애”, “수면제 사

용”, “주간 기능 장애”였고(p<0.05), “주관적인 수면

의 질”, ”수면의 잠복기”, “수면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IV. 고 찰

어싱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군 27명과 어싱매

트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 34명 및 어싱매트를 사

용하지 않는 건강한 일반인 40명의 최종 설문지를

통계에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점수에서는 3집단 모

두 5점 이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모든 군에서 수면

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

한 일반인 군이 환자군보다는 수면의 질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싱매트

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군이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

는 환자군보다는 약간의 수면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으로 어싱매트의 효과가 수면의 질에 영향

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집단의 다중비교분석을 한 결과 일반인과 어싱매

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p-value가 0.05 이

하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7가지 항목 점수를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subjection sleep quality)과 수면잠복기(sleep

latency), 수면시간(sleep duration)에서는 3집단 간에

유의성은 없지만 일반군과의 다중비교분석을 분석한

결과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은 군이 어싱을 사용하

는 군보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효율(habitual sleep efficiency), 수면장애

Table 6. Analysis of variation of sleep quality according to areas between groups

X2 F p-value

Subjective sleep quality

Inter group 01.834 1.279 0.283

Within group 70.304

Total 72.139

Sleep latency

Inter group 03.437 3.011 0.054

Within group 55.929

Total 59.366

Sleep duration

Inter group 00.117 0.075 0.928

Within group 76.576

Total 76.693

Habitual sleep efficiency

Inter group 09.273 5.189 0.007

Within group 87.559

Total 96.832

Sleep disturbances

Inter group 01.505 3.255 0.043

Within group 22.654

Total 24.158

Use of sleeping medication

Inter group 16.281 9.616 0.000

Within group 82.966

Total 99.248

Daytime dysfunction

Inter group 04.004 3.097 0.050

Within group 63.362

Total 6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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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간기능 장애(daytime dysfunction)에

서는 3집단간이 p-value가 0.05 이하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특히 일반군과의 다중비교분석을 분석한 결

과 어싱매트를 사용하지 않은 군이 어싱매트를 사용

한 군보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Ghaly and Teplitz2)의 연구에서

증명한 수면 중에 인체를 지구로 접지시키면 코르티

솔(cortisol)의 야간 레벨이 감소하고 자연적인 24시

간 순환 리듬 프로파일에 맞춰 코르티솔 호르몬 분

비가 더 동기화된다는 것을 보이고, 잠을 잘 때 인

체를 땅으로 가까이 갈수록 수면이 좋아지고 고통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과 어싱매트가 수면의 질

에 영향을 준다고 확정을 할 수 없으나, 이 논문에

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어싱매트를 사용하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어싱매트의 효과가 수면의 질에 관련성

이 있음을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수면 중에 인체를 지구로 접지시키면 코르티솔(cortisol)

의 야간 레벨이 감소하고 자연적인 24시간 순환 리

듬 프로파일에 맞춰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더 동

기화된다는 것을 보이고, 잠을 잘 때 인체를 땅으로

가까이 갈수록 수면이 좋아지고 고통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 이후 연구에는 어싱매트를 사용하기

전에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 그 이후 환자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하여 어싱매트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어싱매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고, 특히 염증이나, 생체리듬의 정상화, 혈

액순환 개선 등, 항암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임상연

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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