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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oru Massage Therapy on Fatigue, Stress

and Abdominal Obesity of Middle-Aged Women

Moon, Nai Sook

Advisor: Prof. In-Youb Chang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s : It has been reported that abdominal obesity in

middle-aged women causes psychological stress and fatigue, and increases risks

of metabolic disease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diabetes and dyslipidemi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ru massage therapy on

the following variables: fatigue, stress, and obesity-related indexes including

weight, waist girth and hips measurement, the ratio of waist measurement to

height, body mass index and body fat rate in middle-aged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Method :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 women between the ages of

40 and 59 whose waist girth was over 85cm and body mass index was

over 25kg/m. A total of 12 times of the Soru massage therapy were given

to the test group for 35 minutes per a session and twice a week. This

study used a statistical program version 23.0 SPSS(SPSS Korea Data

solution Inc) for the data analysis and compared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test using a t-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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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Stress and fatigue as subjective status factors of the subj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Abdominal obesity indexes including

weight(67.02→65.77), waist girth(91.05→86.05) and hips measurement(95.50

→90.76), the ratio of waist measurement to height(0.57→0.54), body mass

index(26.73→26.26) and body fat rate(27.29→26.71)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Conclusions :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Soru massage therapy

given to middle-aged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was effective in

decrease of fatigue and stress, and obesity-related indexes and suggested

that the Soru massage therapy would be a useful alternative measure to

enhance health of middle-aged women.

Keywords : Soru massage, Fatigue, Stress, Abdominal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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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만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생활양식의 서구화, 영양과잉섭취, 신체활동량

부족, 음주, 흡연,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생활습관 등이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인 비만(obesity)은 성인병을 유발시키

는 원인이라고 경고 하였다(정성림, 2007). 또한 비만으로 인한 외모에 대한 스

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고 체중 조절에 많은 노력과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국민희, 2015).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001년 29.2%, 2007년 31.7%, 최

근 7년간 31～32% 증가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6).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비만율은

전체의 34.1%, 그 중 여성의 비만이 26.9%를 차지하고 있어(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중년여성 건강 위험 요인인 비만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나 이완요법(마사지)을 적용

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장애를 개선하고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국민희, 2015; 김선

미, 2004).

본 연구의 실험방법인 소루마사지요법은 시술자가 대상자의 시술부위에 러빙

(rubbing)기법을 통해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근육이 긴장되거나 뭉친 부위를 풀어

근육소통을 촉진하며, 마사지시 발생되는 에너지가 복부내부로 퍼져 들어가 순환장

애에 도움을 주어 노폐물제거와 산소공급, 근육의 피로해소를 돕고 림프순환을 원

활하게 하여 복부비만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수기요법이다(최보경,

2016; 박지온, 2012).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한 연구로 한윤주(2009)의 산업장

근로자들의 본태성 고혈압을 낮추기 위한 연구, 한채연(2011)의 노인들의 두

경부 통증에 관한 연구, 박지온(2012)의 직장여성의 상지에 실시한 스트레스,

피로, 우울에 관한 연구, 최보경(2016)의 중년여성의 하지통증, 피로, 우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소루마사지요법이 아닌 일반 마사지와 아로마 혹

은 경락 마사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요법이 병행된 연구들이 있다(국민희,

2015; 이지연 등, 2013; 신동화 등, 2011; 이보미, 2009; 김연숙, 2007; 김명숙,

2003).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와 같이 마사지를 통해 복부비만을 줄이려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하여 복부비만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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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에 관한 연구는 처음시도 된다고 할 수 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복부비만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요법이 시도된 연구

들은 있지만 소루마사지요법을 이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중년 여성

의 복부비만에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하여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효

과, 비만관련 지표인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신장비, 체질

량지수, 체지방률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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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복부비만 관리의 중요성 및 비약물요법에 의한 지속적인 자가 조절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소루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에 서명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G시 40～59세의 여성으로 복부비만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자 중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체중(kg)을 신장(m2)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

하는 방법) 25kg/m2 이상, 허리둘레 85cm 이상인 중년 복부비만 여성으로 실험

군 20명으로 모집하였다.

실험군은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하였고, 실험군에 참가한 20명중 실험횟수 누락

자 2명을 제외한 18명(56세 미만 8명, 56세 이상 10명) 이었다.

대상자에게는 차가운 음식을 삼가하고, 과식하지 않기, 1일 10회 정도의 복

식호흡을 실천하게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6월 19일 부터 7월 29일까지 주 2회씩 6주, 총 12회로 진행

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35분이며, 연구 장소는 대체요법센터 이며, 대체요법교수

1인, 소루마사지요법 경력 10년 이상 2인이 복부비만을 가지고 있는 중년여

성에게 효과성을 검증 후 적용하였다.

2.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자료수집 방법

1) 대상자 선정기준

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연령이 40～59세 이하인 자.

⑵ 복부에 상처나 염증이 없는 자.

⑶ 6주간(주 2회, 총 12회) 실험 전 4주 기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이나 마사지를

받지 않는 자.

⑷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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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방법

⑴ 실험 전과 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측정, 설문지 배부 및

회수

⑵ 소루마사지요법은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에 맞춰 시행하였다.

3. 측정도구

1)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실험 전과 실험6주 후의 피로도, 스트레스에 대한 검사

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로도 측정도구는 장혜림

(2003)이 22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15문항으로 구성된 박복희(2001)의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지수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신체계측조사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신장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의

실험 전과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계측은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

들에게 가벼운 옷차림 착용하게 한 후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⑴ 신장 및 체중 측정

지테크 인터내셔날(주)이 제작한 신장계측기를 이용하여 바른 자세를 취하

게 한 후 신장 0.1cm까지 측정하였고, 체중 0.1kg까지 동시에 측정하였다.

⑵ 허리둘레 측정

대한비만학회는 WHO 권고 방법인 편안하게 선 직립자세에서 늑골 하단부

(lower border of rib cage)와 장골능 상부(top of iliac crest)의 중간부위를 줄자

를 이용하여 배꼽(umbilicus)부위를 지나는 지점을 지면과 평행하게 하여 측정,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의 경우 85cm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

의하고 있다(비만치료지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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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엉덩이둘레 측정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보폭 사이20-25cm)로 자연스럽게 서서 대퇴골대

전자(greater trochanter of femur)부위의 둘레를 줄자를 이용하여 압력을

주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⑷ 허리둘레/신장비(waist-to-height ratio: WHtR) 측정

허리둘레/신장비를 이용한 연구에서 0.45 혹은 0.6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일부

연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 0.5(50%)를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영훈, 2009).

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측정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대한

비만학회에서는 과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 23kg/m2 이상, 비만의 기준

은 체질량지수 25kg/m2이상으로 정의하였다(보건복지부, 2013)(표 1).

⑹ 체지방률(body fat percentage) 측정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결과에 의해 지방량 수준을 판단

한다(보건복지부, 2013)(표 2).

표 2. 체지방률에 따른 비만도 평가

분 류
체지방률(%)

남 여

정상 ≤18.0 ≤24.0

경계 19.0 ～ 24.0 25.0 ～ 29.0

비만 ≥25.0 ≥30.0

표 1.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 진단

분 류 체질량지수(kg/m2)

체중 <18.5

정상 18.5 ～ 22.9

과체중 23.0 ～ 24.9

비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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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과정

1) 소루마사지요법 프로그램

소루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다(표 3).

표 3. 소루마사지요법 프로그램

2) 실험방법

본 프로그램은 개인당 약 35분의 소요시간으로 외부의 자극이 적은 조용하

고 청결한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원활한 러빙을 위해 마사지 오일을 이용하

고, 적정한 실내온도에서 복부 소루마사지를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⑴ 대상자는 실험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대에 앙와위 상태로

누워 천천히 복식호흡을 약 3분 실시한다.

⑵ 앙와위 상태에서 시술자는 대상자의 치골위 중앙에서 배꼽을 향해, 중앙

에서 좌측을 향해, 중앙에서 우측을 향해 각각 시술자의 손바닥을 대고 복식

호흡을 3회씩 실시 하도록 하며, 소요시간은 3분이다(그림 1-1).

단계 내용 시간 방법 효과

준비단계 복식호흡
약

3분

의념(마음과 생각)을 자

신의 대뇌 또는 단전에

축적시킨 뒤, 온 몸에

기를 확산시켜 보냄

수축된 근육을 이완

시켜 신경이나 근육

의 감각을 느끼게 함

본단계

소루마사

지요법

실시

약

30분

일정한 방법과 속도로

정체되어 수축된 부위

를 중심으로 소루마사

지요법을 시행하여 혈

액순환과 에너지를 움

직이게 함

체표를 자극해 국소의

피부온도를 높이며, 혈

액과 림프의 순환을 좋

게 하고, 근육 이완을

촉진, 운동기능을 회복

시키며, 체중감소, 허리

둘레를 감소시켜 생체

활성도를향상시켜줌
마무리

단계
복식호흡

약

2분
정리

이완상태에서 각성상

태로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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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시술자는 손바닥을 약간 겹친 모양으로 대상자의 배꼽 오른쪽 부위에 대

고 시계방향으로 복부 전체를 러빙해 주며, 소요시간은 5분이다(그림 1-2).

⑷ 시술자는 손바닥을 대상자의 외복사근 오른쪽 측면에서 배꼽 위를 쭉 밀

고 척추 기립근까지 갔다가 시작부위로 끌어오는 동작을 3회 반복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3분이다(그림 1-3).

⑸ 시술자는 손바닥을 대상자의 외복사근 오른쪽 측면에 대고 배꼽 아래를

따라 쭉 밀고 척추 기립근까지 갔다가 시작부위로 끌어오는 동작을 3회 반복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3분이다(그림 1-4).

⑹ ⑶번 동작을 반복한다(그림 1-5).

⑺ 시술자는 손바닥을 대상자의 외복사근 왼쪽 측면에서 배꼽 위를 쭉 밀고

척추 기립근까지 갔다가 시작부위로 끌어오는 동작을 3회 반복 실시하며, 소

요시간은 3분이다(그림 1-6).

⑻ 시술자는 손바닥을 대상자의 외복사근 왼쪽 측면에 대고 배꼽아래를 따

라 쭉 밀고 척추 기립근까지 갔다가 시작부위로 끌어오는 동작을 3회 반복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3분이다(그림 1-7).

⑼ ⑶번 동작을 반복한다(그림 1-8).

⑽ 시술자는 양손을 겹쳐 흉골 복장근에서 명치를 지나 치골까지 3회 끌어내

리며, 소요시간은 1분이다(그림 1-9).

⑾ 마무리로 복식호흡을 시키며, 소요시간은 1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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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부 소루마사지요법 순서도

그림 1-1 그림1-2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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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ersion 23.0 한글판 SPSS(SPSS Korea

Data solution In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루마사지요법의 전과 후의 효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0.05

로 하였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참여자 모두에 대해서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목

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대해 서명을

받았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비밀 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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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피로도와 스트레스 변화

1) 피로도

소루마사지요법 전 67.27±3.86, 후 31.11±3.08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표 4).

표 4.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피로도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피로도 67.27±3.86 31.11±3.08 <0.001

2) 스트레스

소루마사지요법 전 46.38±3.61, 후 21.83±3.27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표 5).

표 5.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스트레스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스트레스 46.38±3.61 21.83±3.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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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복부비만 관련 지표들의 변화

1) 체중

소루마사지요법 전 67.02±5.58, 후 65.77±5.21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표 6).

표 6.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체중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체중(kg) 67.02±5.58 65.77±5.21 <0.001

2) 허리둘레(배꼽)

소루마사지요법 전 91.05±3.47, 후 86.05±3.32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표 7).

표 7.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허리둘레(배꼽)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허리둘레(배꼽)(cm) 91.05±3.47 86.05±3.32 <0.001

3) 엉덩이 둘레

소루마사지요법 전 95.50±3.81, 후 90.76±3.48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표 8).

표 8.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엉덩이 둘레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엉덩이둘레(cm) 95.50±3.81 90.76±3.4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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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리둘레/신장비(WHtR)

소루마사지요법 전 0.57±0.02, 후 0.54±0.02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표 9).

표 9.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허리둘레/신장비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허리둘레/신장비(%) 0.57±0.02 0.54±0.02 <0.001

5) 체질량 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26.73±1.50, 후 26.26±1.43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표 10).

6) 체지방률

소루마사지요법 전 27.29±1.93, 후 26.71±1.79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표 11). 

표 11.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체지방률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체지방률(%) 27.29±1.93 26.71±1.79 <0.001

표 10. 소루마사지요법 전·후 체질량 지수 변화 단위 (M± SD)

변수 소루마사지요법 전 소루마사지요법 후 p-값

체질량지수(kg/m2) 26.73±1.50 26.26±1.4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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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마사지는 근육 내의 물질 중 운동으로 배출할 수 없는 쇠퇴한 형태의 물질을

제거하여 몸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손남영, 2016 재인용), 만성스트레스는

식욕을 상승시키고 지방의 축적을 가져와 복부비만을 일으킨다고 한다(최영길,

1994).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인 피로는 상황적, 정신적인 요인들

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하고,

건강문제로 자주 호소하는 증상이나 자주 무시되기도 한다(이문수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복부비만에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하여 스트레스

와 피로도 감소와 복부비만 지표인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신

장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년여성에게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한 결과, 피로도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67.27, 소루마사지요법 후 31.11으로 변화하였고, 스트레스

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46.38, 소루마사지요법 후 21.83로 모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박지온(2012)은 소루상지마사지가 중년 직장 여성에 실시한 소루상지마사

지요법에 의해 스트레스는 실험 전 평균 8.2에서 실험 후 4.1로, 피로도는

19.3에서 14.9로 각각 변화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보경(2016)도 중년여성의

하지에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하여 피로도가 실험 전 평균 2.47에서 실험 후

1.69로 변화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 전보다 후에 피로도와

스트레스 모두 약 50%정도 변화한 결과로 볼 때, 상기 선행연구 대상자의 피

로도와 스트레스의 양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복부에 적용한 본 연구의 평

균 변화 폭이 다소 컸다. 따라서 소루마사지요법이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 마사지를 시행한 이지연 등(2013)은 성인 여성

을 대상으로 피로도에 대한 연구에서 관리전을 5.0으로 볼 때 관리 직후 평

균은 3.47, 다음날은 2.16으로 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과학적인 증명은 힘들지만 마사지

의 효과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소루마사지

요법에서도 일반 마사지요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 향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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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소루마사지요법 및 여러 마사지요법의

효과를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는 연구기간, 방법들이

상당부분 유사하였고, 본 연구가 연구기간이 짧았다는 차이가 있었고, 6주간

의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소루마사지요

법을 적용한 스트레스와 피로도 감소는 다른 마사지요법을 시행한 선행연구

들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한 복부비만 관련 지표들의 변화를 보면 체중

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67.02kg, 소루마사지요법 후 65.77kg, 허리둘레의 경

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91.05cm, 소루마사지요법 후 86.05cm, 엉덩이 둘레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95.50cm, 소루마사지요법 후 90.76cm, 허리둘레/신

장비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0.57%, 소루마사지요법 후 0.54%, 체질량 지

수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26.73kg/m2, 소루마사지요법 후 26.26kg/m2, 체

지방률의 경우 소루마사지요법 전 27.29%, 소루마사지요법 후 26.71%로 모

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한 복부비만 관련 지표들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들이 없어서 비교는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경락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근막

마사지, 온열마사지 등 다양한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대부분 대상자는

주로 여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김명숙(2003)은 중년 복부

비만여성의 비만감소에 대한 연구에서 마사지를 한 관리군에서 체중은 실험

전 평균 71.37kg에서 실험 후 65.52kg으로, BMI는 평균 29.17kg/m2에서

26.76으로, 허리둘레는 평균 90.94cm에서 81.85cm로, 엉덩이 둘레는 평균

101.23cm에서 94.51로, 체지방률은 38.98%에서 34.04로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김명숙(2005)은 중년 여성의 복부비만에 경락마사지를 적용해 체중 65.99kg

에서 63.29로, BMI는 26.21kg/m2에서 25.29로, 체지방률은 33.52%에서 32.96으

로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신동화 등(2011)은 에센셜오일과 스웨디시 복부마사

지법을 병행한 군에서 BMI는 25.50kg/m2 에서 22.99로, 허리둘레는 86.17cm

에서 78.85로, 엉덩이 둘레에서 94.64cm에서 91.71로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본 실험과 선행논문의 차이점은 김명숙(2003)의 복부마사지를 병행한 실험군

의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BMI, 체지방률의 감소가 높게 나타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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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간이 10주간으로 길며,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 이외에 추가로

복부마사지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김명숙(2005)의 경락마사지 실험 후 체

중과 BMI 감소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 2～3회로 본 연구보다 실험 횟수가

많았고, 마사지를 받기 전과 후 1시간 동안 금식을 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동화 등(2011)의 연구에서도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BMI 감소가 높은 것

은 에센셜오일에 복부마사지를 병행하고 마사지를 받기 전과 후 1시간 동안

금식을 하게 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의 마사지 기법은

복부를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꼬집는 동작으로 신체와 마찰을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반면 본 소루마사지요법은 가벼운 rubbing의 방법만을 사용하였음에

도 선행연구에 비해 모든 복부비만지표의 변화를 볼 수 있어 본 요법이 가지는 효

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최경미(2003)의 연구에서 대상자에

게 3개월 동안 경락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체중은 평균 7.4kg 감소, 허리둘레는

평균 8cm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결과로 볼 때 대상자의 관리에서 기간과 횟수

를 늘려 연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소루마사지요법을 통해 체중,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허리둘레/신장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의 모든 복부비만지표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배경을 추측하여 보면 소루

마사지요법이 첫째, 대상자와 시술자와의 직접접촉을 통하여 부드러운

나선형 기법으로 열기를 발생시키는 특성(박지온, 2012)과, 둘째, 허리 근

육의 빠른 이완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과 지방의 제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복부지방을 분해하고, 근육 긴장을 해소시키며, 림프순환을 원

활하게 하여 복부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40-59세의 허리둘레 85cm이상, 체질량지수 25kg/m2이상 복부비

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소루마사지요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복부마사지, 향기요법마사지, 경락마사지요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의 보고

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복부비만 관련 지표들에 있어 유의한 변화를 알 수

있었다. 현재 소루마사지요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마사지요법으로 향

후 다른 마사지요법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좋은 결과

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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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부비만에 대한 소루마

사지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소루마사지요법 적용 후 스트레스와 피로도 모두 유의한 변

화가 있었다. 복부비만 지수인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신장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에서도 모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년여성(40-59세)의 복부비만 관리에 소루마사지 요법이 효과적임

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복부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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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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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동의서

동의서

안녕 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소루마사지요법이 중년여성의 피로도, 스트레스,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에 관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사항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

다.

바쁘시겠지만 각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실험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6월

연구자: 문내숙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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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지 해당되

는 번호에 체크<v> 해 주십시오.

증 상

항
상
느
꼈
다

자
주
느
꼈
다

가
끔
느
꼈
다

전
혀
없
었
다

1. 매우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4 3 2 1

2. 기분이 매우 동요되었다. 4 3 2 1

3. 사소한 일에 매우 신경질적이 되었다. 4 3 2 1

4. 소모감, 무기력감은 느꼈다. 4 3 2 1

5. 침착하지 못하다. 4 3 2 1

6. 아침까지 피로가 남고, 일에 기력이 솟지 않았다. 4 3 2 1

7.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4 3 2 1

8.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곤욕을 치렸다. 4 3 2 1

9. 심각한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4 3 2 1

10.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욕구불만에 빠졌다. 4 3 2 1

11. 모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4 3 2 1

12. 남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두려웠다. 4 3 2 1

13. 남의 시선을 똑바로 볼 수 없다. 4 3 2 1

14.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4 3 2 1

15. 가족이나친한사람과함께있는시간도펀치았았다.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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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관련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피로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느끼시는 피로감의 정도를 잘 나타내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많이
느낀다

항상
느낀다

1. 머리가 무겁다 1 2 3 4

2. 온몸이 노곤하다 1 2 3 4

3. 발이 무겁다 1 2 3 4

4. 하품이 난다 1 2 3 4

5. 머리가 띵하다 1 2 3 4

6. 졸음이 온다 1 2 3 4

7. 눈이 피로하다 1 2 3 4

8. 옆으로 눕고 싶다 1 2 3 4

9. 말하기가 싫어진다 1 2 3 4

10. 초조해진다 1 2 3 4

11. 간단한 일도 생각이 잘 안난다 1 2 3 4

12. 하는 일에 실수가 많아진다 1 2 3 4

13.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많이 간다 1 2 3 4

14. 머리가 아프다 1 2 3 4

15. 어깨가 결린다 1 2 3 4

16. 등이 아프다 1 2 3 4

17. 숨이 차다 1 2 3 4

18. 입안이 마르다 1 2 3 4

19. 현기증이 난다 1 2 3 4

20. 눈 등 근육이 실룩거린다 1 2 3 4

21. 손 발이 떨린다 1 2 3 4

22.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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