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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연구의 필요성

 고혈압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자의 30.2%, 여자의 25.6%에서 발견될 만큼 가

장 흔한 만성질환의 하나로서(보건복지부, 2006),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병할 정도이며(대한고혈압학회, 2005)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임은 

물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가장 높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망률 수위

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전 국

민의 1/3에 달하는 인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질병’으로 관리하여 약물치료를 한

다면 공중보건학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철저한 조기관리로 혈압을 

130/80mmHg 이하에 가깝게 조절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혈압 전단계와 제 1기 고혈압의 경우는 약물치료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생활의 조절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더 강조되고 있어(김용진, 2005), 고혈압 환

자관리에 있어서 비약물요법에 의한 자가간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김남선, 

2000). 

 최근에는 30세 이상 남자의 39.8%, 여자의 30.6%를 차지하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되는 인구와 제 1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집중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

가간호증진을 위한 비약물요법적 중재의 하나인 대체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체요법이란 일반적으로 기존의 주류 의료에 대비되는 비주류 의료를 의미(김남

선, 2000)하는데,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기고한 미

국의 대체의학 현황을 보면, 90년대 들어서면서 대체요법에 대한 의존도가 50%나 

증가하여 한해 27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료비 지출의 4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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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막대한 규모이며(김윤세, 1999), 1992년 설립된 미국의 국립보완대체의학센

터(NCCAM)에 의하면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일반 의사들

에게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모든 미국 성인의 40%는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한

다고 추정하고 있으며(Dossey et al., 2000),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계의 

주류인 제도권 의학에서도 대체요법을 현실로 받아들여(김남선, 2000) 벌써 하버

드의대, 존스홉킨스 의대, 콜럼비아 의대 등 40여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을 정식교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유수의 의료기관들도 대체의학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렇게 국외에서 보완대체치료에 대한 이용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보완대체치료의 훌륭한 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

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나 정책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림 외, 2007).

 접촉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못한 시기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불안완화 및 편안함을 제공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에너지를 활성

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Burnside, 1973; McCrockle, 1974). 치료적 접

촉(Therapeutic Touch)은 건강상태 하에서 모든 개인의 에너지는 풍부하고, 적절

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치료자가 환자를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환자의 신체에 손을 얹게 되면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다는 

신념에 기초를 둔 치료방법이다(Krieger, 1997).  

 동양의학에서도 마사지, 안마와 지압 등 신체적 접촉 형태를 치료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동양의학적 신체적 접촉은 기의 흐름의 통로인 경락을 마사지해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병을 치료하는 수천 년 된 치료방법이다(장성옥, 

1995). 이는 최소한의 분리된 두 공간을 연결하는 한 방법으로서 대상자의 에너지 

영역은 치유자의 에너지영역과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쪽의 에너지 장으로 향하

게 되어 생명체계 내에서 많은 기능들을 조절하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Heidt 1981).

 고혈압환자의 자가간호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체요법으로는 뜸요법(이은화, 

2006.), 침요법(Kraft & Coulon, 1999), 기공체조(Xing, 1993; 이명숙과 최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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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단전호흡술(김남초, 1993), 경락마사지(채정숙, 1999), 추마요법(김남선, 

1999), 마사지요법(김종우 등, 2003) 등이 있는데 이들 요법들은 스트레스 시 일

어나는 극도의 긴장상태와는 대조적으로 평온한 정신, 생리적 반응 즉 이완반응을 

유도하여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을 하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들은 시간, 비용, 방법 면에서 대상자들이 일상 

활동 속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가간호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체요법의 하나인 기마사지요법은 복식호흡으로 의념(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자

신의 대뇌 또는 단전에 축적시킨 뒤, 온 몸에 기를 확산시켜 보내어 신경이나 근육

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근육의 운동능력의 향상을 촉진시

킨 후 찰법(擦法)을 이용하여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대상자의 몸에 대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를 20여 년 연구한 결과 소루(疏漏)마사지요법으로 발

전시켰는데 그 방법은 손바닥을 환자의 몸에 대고 치료하려는 부위를 중심으로 일

정시간 동안 끊임없이 원 회전 시키는 마사지기법이다. 이러한 기마사지요법은 대

상자와 시술자 사이에 득기감(得氣感)을 함께 하고, 체표 가까이를 흐르며 분지해

서는 공명하며 전신을 돌고 있는 기혈이 정체되기 쉬운 경혈을 중심으로 기마사지

를 시행함으로써 모세혈관 안에 피를 충만시켜 국소의 피부온도 상승과 심부에 나

선상으로 에너지(氣) 공명을 불러일으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의 

이완과 뼈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며,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동의학 사전, 1997).  

 그러나 현재 기(氣)를 이용한 고혈압 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

공 체조나 호흡을 이용한 것으로 기마사지요법을 적용한 고혈압 조절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혈압대상자에게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

자와 기 순환의 느낌을 공유하며 기마사지요법이 생리,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를 검정하여 보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혈압조절 및 관리를 위한 대체요법 중재

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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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혈압 대상자를 위해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봄

으로써 그 효과를 규명하여 대체요법 중재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고혈압 환자의 생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다.

3)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고혈압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다. 

3. 연구가설

제 1가설 :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생리적 상태가 호전될 것이다.

  제 1부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을 것이

다.

  제 2부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중 총콜레스테롤치가 낮을 것이다.

     
제 2가설 :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 3가설 :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삶의 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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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고혈압

가) 이론적 정의

 고혈압이란 개인의 나이와 체격에 비해 혈압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한다(대한고혈압학회, 2005).

나) 조작적 정의

 혈압은 JNC-7 혈압측정 지침대로 숙련된 간호사가 오후 5시~8시 사이의 동일 

시간대에 적어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앉은 채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

된 수은 혈압계(sphygmomanometer)와 청진기를 이용하여 우측 상완동맥에서 3

회 반복 측정한 평균을 내어 고혈압 전단계의 상향치와 제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축기 혈압은 130~159mmHg, 이완기 혈압은 

85~99mmHg으로 정의하였다. 

2)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고혈압 환자를 위해 고안된 기마사지요법(소루요법, 疏漏療法)을 활용하여 대체요

법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및 기마사지 전문가인 본 연구자 등의 전문가가 함

께 개발하여 생리, 심리적으로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 총 8주간 실시하는 프

로그램이다.

가) 기마사지요법

(1) 이론적 정의 

 기(氣)란 정기(精氣)를 부축하여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인체의 면역기능과 방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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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생체활동의 하나(홍성균, 1999)이며, 기마사

지요법이란 기를 사용하여 근육과 심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노폐물의 

제거와 영양소 및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신체의 조직, 

특히 근육이나 신경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가해줌으로써 근육의 피로 회복, 저하된 

운동신경의 활동 촉진으로 근육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수기적 요법을 말한다(김영

빈 외,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준비단계로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하여 하복부를 움직이는 복식호

흡을 이십여 회(약 5분) 실시한 후, 본 단계로 소루요법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환자

의 몸에 대고 치료하려는 부위 즉, ① 목뒤 독맥(獨脈) 부위 ~ 경추 7번과 흉추 1

번 사이(약 10분), ② 우측 독맥 부위에서 우측 견봉(어깨)까지(약 5분), ③ 좌측 

독맥 부위에서 좌측 견봉까지(약 5분)를 중심으로 하여 끊임없이 원 회전시키는 방

법으로 약 이십여 분간 실시한다.  마지막 정리단계로 복식호흡을 다섯여 차례(약 

1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된 약 25분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8주 동안, 주 2회씩 

총 16회 실시한다<부록 1>.  

3) 생리적 상태

가) 이론적 정의

 인체의 생물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이희승, 1981; 김종임, 1994).

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혈압과 혈액검사의 측정결과를 말하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

기 혈압을, 혈액검사는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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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상태

가)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

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 관계이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위

협을 주는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심리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을 포함한다

(Lazarus & Folkman, 198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측정은 자신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신체상의 징조 10문항, 행동상의 징조 10문항, 심리․감정상의 징조 10문항 총 30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국민고혈압사업단, http://www.hypertension.or.kr/diagnosis/stress/)

나)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이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만족 또는 불

만족 정도로부터 기인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말한다(Ferrans & Powers, 

1985 ; 유혜숙, 200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안재현(2000)과 유혜숙(2007)이 사용한 40개 문항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삶의 질 도구를 고혈압 대상자에게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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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자가 개발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은 한 회사의 근로자 중 소규모 고혈

압환자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개인적 신체․정신적 활동과 유전

적, 환경적, 영양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고혈압 환자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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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 문 문 문 헌 헌 헌 헌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1.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1) 기마사지요법의 원리와 효과

  

 기(氣, Qi)란 정기(精氣)를 부축하여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인체의 면역기능과 방

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생체활동 중의 하나인데(홍성균, 1999), 

육기론(六氣論)에 의하면 지구의 운동 과정에서 오행의 질서에 변화를 일으켜 운행

지기가 하나 더 불어나게 됨으로써 육종의 기가 된 것으로 지구에만 있는 기를 말

한다. 기는 언제나 그 본질의 조성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를 취함에 있어서 호흡이 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의 움직임, 시간, 날씨, 기후의 변화 등 모든 자

연적인 현상들이 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힘

의 근원을 ‘기’ 라고 하였다. 또한 기는 동양철학, 의학, 천문지리학, 예술,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신적, 사상적, 학문적, 이론적 원류가 되었으며, 동양사상에

서는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아 선천의 기와 함께 생명활동의 근간이 되는 후

천의 기의 원리로써 설명하였고, 이것을 원기(元氣) 또는 진기(眞氣) 라고 표현하기

도 하였다. 따라서 기(氣)는 모든 우주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천지(天地) 간의 모든 

사물을 형성하는 원천이며 실제의 힘(power)인 것이다(한동석, 2006).

 동양철학은 인간과 자연이 선천적으로 하나로 통합(天人合一說)되었다고 보며, 인

간의 안녕을 위해 에너지(氣)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에너지가 기(氣, 

prana)이며, 기는 동양철학에서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주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기

는 생명 또는 활기, 원기, 생기(生氣)라는 뜻으로 인간의 몸속을 흐르는 생명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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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건강한 사람은 풍부한 기를 지니고 있으며, 반대로 아픈 사람은 기가 부족

하거나 기의 흐름이 막혀서 이것이 질병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기는 의지에 

의해 자극되고 활동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홍성균, 

1999). 

 인체에서 기가 시작되는 곳은 배꼽 또는 배꼽보다 약간 아래 부분이며, 음양의 에

너지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기에너지는 피부 표면 밑으로 흐르는 천기

(superficial energy)와 깊은 조직과 기관을 흐르는 심기(deep energy)로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동적(양)이거나 수적(음)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과 활기찬 건강을 동시

에 발생시켜 규칙적이고도 조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따라서 기

(氣)는 항상 인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이 운동은 상승(ascending)과 하강

(descending),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성질(entering)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

운(leaving)의 네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최상의 기는 이러한 네 방향으로 자유롭게 

흐를 때 유지된다고 하였다. 

 기의 음양학설을 활용한 것인 주천(周天, circulation)은 대(大)주천과 소(小)주천

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음양이 쇠하여 사라지고, 성하여 자라나는 변화의 원리와 서

로 길러 뿌리가 되는 이치에 근거하여 기생성을 위해 수련하는 것이다. 주천의 예

로 독맥(督脈)이 신체의 후면부를 흐르는 기의 통로이며, 양맥의 그물로서 온 몸의 

양을 지휘, 감독한다면, 임맥(任脈)은 신체의 전면부를 흐르는 음맥의 바다로서 온 

몸의 음을 지휘, 감독 하고 있으므로 독맥과 임맥의 수기(水氣)와 화기(火氣)가 서

로 구하고 음양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수련하며 조절 가능하게 한다. 

 기는 일종의 자아수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고도로 의

식을 집중하여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진기를 배양하고 정기를 북돋아 질병을 예방․

치료하며, 몸을 튼튼히 하고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강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 기는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첫째, 인체의 생리 활동과 생

리 기능을 추동(推動)시키는 작용, 즉 내장의 움직임, 대뇌와 신경계통의 활동, 혈

액순환 등에 기가 추동작용을 하고, 둘째, 사기(邪氣)에 대항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 작용을 하며, 셋째, 체온을 유지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이동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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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는 인체의 생리적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질병의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내

적 요인인 진기를 배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의 효과는 

중추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및 말초 혈관 장애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의 자장이 과학으로 측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입증하는데 한층 기여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장질환, 만성질환, 기관지염, 폐결핵, 만성간염,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저혈압, 신장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신경성 질환, 성기능 장애, 불

임, 간 경변 등에 효험이 있다(홍성균, 1999). 특히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

롤, 동맥경화지수, 혈당의 감소와 혈압의 하강, 불안이 완화되며 우울(현경선, 

2001), 스트레스가 감소(안성희, 1996)되고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이 감소되며, 자기효능성과 생활만족도가 증가된다

(이명숙, 최의순, 1998; 김남초, 1993).      

 기는 경락을 통해 순환하는데, 경락이란 신체를 양생하고 방위하는 기혈의 통로로

서 이곳으로 에너지가 흐르며(황제내경) 혈액순환과는 달리 생체시계에 의해 조절

된다. 기의 순환이 좋지 못할 때는 기의 정체(질병)현상이 나타난다(장강석, 1981).  

그 통로는 혈관계나 신경계와는 달리 체표 가까이를 흐르며, 분지해서는 서로 연락

하면서 전신을 돌고 있는데 기혈이 정체되기 쉬운 곳을 경혈이라고 하며 전신에 

약 60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경혈은 수 천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의 전도성이 높고, 전기의 저항성은 매우 낮은 부분으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증폭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구체적으로 12개의 주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 전후면 중앙을 흐르는 두 개의 경락과 그 외 기경 8

맥, 아사혈과 같은 기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기점들은 서로 다른 기점으

로부터 기에너지를 전달받고 전달한다. 12경락을 통한 기에너지의 주기는 24시간

이고 에너지는 확정되어 있는 시간들에 각 경락들을 따라 흐르게 되며, 이것은 태

양의 위치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루의 리듬을 창출하게 된다. 

 기호흡(Qi-breathing)은 심리조절과 정신수양에서 강조되는 부분으로 정기를 부

축하여 사기를 제거하고 인체의 면역기능과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호흡에

서 날숨은 양, 들숨은 음이라고 하여 숨을 들이쉬는데 의식을 집중하고 쉬면 곧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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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눈, 귀가 밝아지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남아

도는 양(陽)은 제거되고 지나치게 왕성한 화가 밑으로 하강하여 빠져나가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호흡은 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면에서 정공(靜功)과 동공(動功)으로 분류되고, 이

들은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의 기공 삼조(三調)로 구성된다. 그 중 정공

(靜功)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정한 자세에서 숨을 조절하여 호흡의 흐름과 

의념만으로 기를 수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이완(relax)이다. 이

완의 효과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혈압 증세를 완화하며, 심장 신경증, 

신경성 위장장애, 간질환, 기관지염, 천식해소, 강박관념에 의한 신경쇠약, 화병 등

에 효과가 있다.  

 특히 조심(調心, control of brain)의 유기법(流氣法, passage)은 막힌 기혈을 물

이 흐르듯 소통시키는 훈련 방법으로 일정한 부위로부터 특정한 다른 부위로 집중

되는 기에너지를 때로는 경락과 관계없이 수련자가 의식하는 대로 순환시키는 기

법이다. 이는 의념과 염력을 자신의 대뇌 또는 단전에 축적시킨 뒤 사지에 기를 내

려 보냄으로써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촉진시켜주는 호흡법

인데 고혈압이 있을 때는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완화된다고 한다(홍성균, 

1999).    

 따라서 고혈압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에는 의념(마음과 생각)을 자신의 대뇌 또는 

단전에 축적시킨 뒤, 온 몸에 기를 확산시켜 보냄으로써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근육의 운동능력의 향상을 촉진시켜주는 기

호흡법(복식호흡법)을 사용하며,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복식호흡법 중 호흡

을 멈추지 않고 일정한 방법과 속도로 지속적인 호흡을 하면서 기(氣)에너지를 온

몸에 흘려보내 정체되어 있는 기(기체(氣滯))를 움직이게 하여 생체활성도를 향상

시켜 주는 호흡법을 사용한다.

 우리 몸의 열 생산은 70% 이상이 뇌와 체간 내의 여러 장기에서 발생되며 체중

의 90%를 차지하는 근육, 피부 및 기타 조직에서 생산되는 열 생산량은 30%를 넘

지 않는다. 인체를 온도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열이 생산되는 심부(core)와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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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만이 생산되는 외곽조직(shell)으로 대별되며, 중심 온도가 36.5±0.5℃의 항

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열의 생산과 방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혈류량이 늘면 

체표의 온도가 높아지고 중심부와 보다 가깝게 위치하면서 두께가 엷은 함요(陷凹)

부위는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인다. 반면에 혈관의 폐색이나 수축은 온도의 저하를 

유발하며 지방조직이 두꺼운 곳,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구조물이 융기되어 

외부로의 열손실이 큰 곳은 온도가 낮다. 또한 외계의 온도가 35℃ 정도로 높을 

때는 중심 온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각 부위의 온도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만 

20℃ 정도로 내려가면 중심 온도와 격차가 커지고 부위에 따른 온도 분포도 다양

하게 나타난다(박종웅 외, 2001; 노일호, 2003).  

 피부는 총 90만 개의 감각 수용기를 가진 거대한 의사소통체계(Dossey et al., 

2000)이며, 우리는 피부를 통해서 환경을 경험하고 배우며 외부세계를 지각한다. 

피부는 피하에 내재하는 장기로부터 열을 전달받으므로 특정 부위가 병들면 대사

율 또는 열전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고 그 조직위를 덮고 있는 피부의 온

도가 주변과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혈관의 폐색이나 혈관직경의 축소, 혈관

의 수축이나 이완 등에 의하여 혈관의 흐름에 이상이 발생하면 체표 온도가 변화

한다. 30대 이상 중장년층 21명(실험군 14명, 대조군 7명)을 대상으로 외기요법을 

하복부에 시행했을 때 시행 후 득기감 조사에서 14명 중 9명(64%)이 열감을 느꼈

다고 하였으며, 복부와 몸 전체에서 득기감을 느낀 대상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

였고, 나머지 부위는 대상자의 질병부위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일

호, 2003). 최근 임상에서는 컴퓨터 적외선 전신촬영법(DITI)을 이용하여 피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기계 내의 감지기가 포착하여 증폭시켜 체열 차이를 일정한 온

도 차이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나타냄으로서 통증 등을 진단하는데 활용하기도 한

다(김이화 외, 1995).  

 접촉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피부와 근막을 만지고, 밀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것

으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못한 시기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불안완화 및 편안함을 제공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에너지를 활성

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Burnside, 1972; McCrockle, 1974). 치료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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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Touch)은 건강상태 하에서 모든 개인의 에너지는 풍부하고,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치료자가 환자를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

지고 환자의 신체에 손을 얹게 되면 치료자와 환자사이에 교환이 일어난다는 신념

에 기초를 둔 치료방법이다(Krieger, 1997). 치료적 접촉과 관련된 기본 개념으로 

수용한 가정은 “인간은 인간의 장(場)을 둘러싼 환경 장(場)과 동시에 상호 작용하

는 기의 장(場)”이다. 이 때 치료적 접촉의 목적은 기 흐름 양상의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동서간호학연구소, 2001). 즉, 인간과 환경은 기 장(場)의 계속적

인 교류와 창조적인 변화 현상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시술자는 대상자의 환경과 

통합된 기의 장(場)을 이루고 대상자는 시술자의 환경과 통합된 기의 장(場)을 이

루어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치료적 접촉은 인간과 환경을 통합 

및 융화시키고 최적의 안녕상태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과 환경의 장에 치료

자와 대상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 실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Rogers, 1970). 

Quinn(1989)은 치료적 접촉 중재를 받은 대상자는 알파파의 활동이 우세하고 알파

파의 생성은 피부의 전기저항과 근전도의 감소 및 피부온도가 증가되는 일련의 명

상 상태로 특징지어 지며 이완된 개인은 심한 스트레스 자극에 덜 반응한다고 치

료적 접촉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심한 스트레스 자

극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보게 한 Randolph(1984)는 계속되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

한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치료적 접촉이 유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아직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적 마사지는 쓰다듬기, 주무르기, 두드리기 등을 사용하여 혈액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대사산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대상자의 에너지 장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

이 느리거나 뭉쳐있거나 정지되어 있는 부분을 에너지가 흐르도록 풀어주어 과도

한 신체 에너지를 재편성하도록 돕는다(Krieger, 1997). 대상자의 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료적 접촉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므로 치료자는 여러 가지 독자적 치료 중재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치료적 접촉을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과 

효과의 지속기간은 다양하나 이완감은 휴식과 수면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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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성공적인 대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혈압 환자에게 보완적으로 치료

를 하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치료자는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데도 치료 접촉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치료적 접촉은 도제제도 하에서 긴 수습기간과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동서간호학연구소, 2001).

 미국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에서 제시한 보완대체요법의 7개 범주에는 

첫째, 의학 실무의 대안체계(침술, 아율베다, 동종요법, 자연요법, 전생요법, 샤머니

즘, 티벳의학 등) 둘째, 생체전자기 응용(청색광선 치료와 인공채광, 전기침술, 전

자기장, 자기공명 분광학 등) 셋째, 식이․영양․생활양식의 변화(식이, 생활양식의 변

화, Gerson요법, 장수식이론, 영양 보충물 등) 넷째, 약초의학(인삼뿌리, 생강뿌리, 

은행나무 잎 추출, 야생국화꽃 등) 다섯째, 도수치유(지압법, 알렉산더기법, 척추교

정의학, 마사지요법, 정골요법, 반사요법, 치료적 접촉 등) 여섯째, 마음․몸 조절(예

술요법, 바이오피드백, 상담, 심상요법, 댄스요법, 최면요법, 유머요법, 음악요법, 이

완술, 기도, 요가 등) 일곱째, 약리학과 생물학적 치료(항산화물질, 세포치료, 대사

치료, Chelation치료, 호흡운동, 인지치료, 운동과 동작, 영양상담, 놀이치료, 금연, 

체중관리 등)가 있다. 

 이 중 도수치유의 하나인 마사지는 치료 목적으로 피부와 연조직을 자극시키는 

것인데 이는 특별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하고 유연한 접촉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자극은 손을 이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Hofkosh, 1980; 김

정미, 1999) 혈액의 정맥혈류를 도와주고 조직 밖으로 림프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

며(Barr & Taslitz, 1970), 결체조직을 이완시켜 주고, 소장, 위의 기능을 원활하

게 도와주는(Sandy, 1995) 일종의 치료기법이다. Anderson(1990)은 마사지를 하

였을 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의 시스템을 자극하여 신경 흥분을 조절하며, 말초

조직의 근육을 이완시켜 유쾌감과 이완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Gunn(1992)은 마

사지할 때 피부에 강한 자극을 계속 주면 피부의 감각 수용기를 자극하고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미성 외(1995)는 마사지가 신체 접촉을 통해 근

육을 자극하고 이완시키며, 순환을 촉진시켜 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하고,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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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하였으며, 오세영(1990)은 마사지의 효과를 크게 이완 효과와 자극 효과로 

보고 이완 효과 중 피부온도의 상승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경숙 외(2000)는 노인

환자에게 제공했던 마사지가 혈압, 맥박 등을 낮춰 대상자의 이완 반응을 촉진시켰

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사지의 기본 수기로는 경찰법(쓰다듬기), 마찰법, 유날법(주무르기), 지압법, 경

타법, 진동법 등이 있으며(김영빈 외, 2003),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외에도 소루(疏

漏)기법 등 여러 가지 다른 치료적 개념의 응용 기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마사지 

시에는 매개체(medium)로 올리브유에 천연 오일인 쥬니퍼베리, 오렌지스위트, 레

몬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만든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여 털이 당기어지는 불쾌감을 방지한다(왕명자 외, 2002).  

 손마사지는 손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질러 근육을 자극하고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세포에 영양 공급을 촉진하며 조직과 근육의 진정 효과를 가져와 심리

적, 정신적 이완감을 제공하는(김정미, 2000) 찰법의 일종이다. 등마사지는 손으로 

견갑골에 원형을 그리고 등의 바깥쪽 끝까지 가볍게 아래로 이동하는데 

Francon(1960)은 분당 15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마사지시술 적용 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자극하고 고혈압을 완화

시키며 면역기관을 자극하고 근육의 긴장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통

증을 완화시키는 진정한 예방적 전인론적 치료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치료사의 자

신감과 감정 이입은 성공적인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권소영 외, 2008).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기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을, 자기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중재의 하나로서 마사지가 가지는 효과가 크다고 하겠

다(차남현, 1999).  

 찰법(擦法)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전신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의 일종인 

안마(按摩)기법의 하나로서(왕명자 외, 2002) 맨손으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환자

의 몸에 대고 치료하려는 부위를 중심으로 하여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회전시키거

나 또는 손바닥을 마주하여 쓰다듬거나 비비는 방법이다. 안(按)이란 아래쪽으로 

힘을 주어 눌러서 머무르게 한다는 뜻으로 사(瀉)의 효과가 있고, 마(摩)는 몸의 표



- 17 -

면을 원형으로 마찰하는 것으로 평동의 범주에 들어가며 보(補)하는 효과가 있다. 

안마의 일반적인 효과는 경락을 누름으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의 모

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체내의 피로 물질을 축출하여 피로를 회

복시키고, 피부의 영양상태 개선 및 땀과 피지선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근육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면 대사물질의 배출을 빠르게 하여 근육의 작업능력과 

내구력을 높이고, 근육의 위축을 막으며 힘줄과 인대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관절의 

경련에 의한 수축을 없애며, 관절의 활동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감각

신경의 말초를 자극하여 신경계의 반사작용을 향상시키며, 전신의 신경기능을 조절

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체질을 강화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왕성하게 한다. 또한 

모세혈관 안에 피를 충만시켜 국소의 피부온도를 높이며, 피부와 근육의 발육과 이

완을 촉진시키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하여 정신안정과 낡은 상피세포를 없

애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도와주며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고 비위(脾胃)

를 튼튼하게 하며 부종과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http://www.sanchun.co.kr).  

 안마를 반복적으로 하면 정기적인 운동 효과가 있고, 운동 효과로 퇴행성 질환의 

예방, 피로회복, 갱년기 증상의 완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전신무기력증 상태 

조절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안마와 마사지의 효과를 요약하면, 흥분작용, 진정작

용, 반사작용, 유도 작용, 교정 작용이 있다(왕명자 외, 2002).    

 본 연구자가 개발한 소루(疏漏)기마사지요법은 찰법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

켜 에너지 순환로의 장애를 제거하고, 기를 순환시킴으로써 근육의 혈액 순환 증진

과 동시에 심장의 혈액 순환, 림프 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노폐물의 제거와 영양소 

및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신체의 조직, 특히 근육이나 

신경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가해주고, 근육의 피로 회복, 운동 신경의 활동 촉진으

로 근육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여건을 갖게 하는 수기적 요법을 말한다. 또한 내

분비선의 균형으로 인체 전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장기 기능의 정상화, 활성

화로 항상성을 유지하며, 면역기능의 향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질병을 예방

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 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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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환자의 생리,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압이란 여러 생리적 현상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동맥 내 

압력을 말하며(Hurst, 1986),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성별, 연령, 스트레스 

및 감정적 측면, 알코올, 운동 및 기온 등을 들 수 있다(Hurst, 1986). 또한 혈압

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하루 중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개 아침에는 레닌-

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므

로 혈역학적, 혈액학적, 그리고 신경호르몬의 작용이 함께 관여하여 가장 높고, 저

녁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대개 10~20% 정도의 변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JNC-7(2003)에서는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합병증이 없이 간헐

적으로 상승하는 초기 고혈압의 경우 비침습적 24시간 활동 중 혈압(24HR 

ABP-24hours ambulatory blood pressure)측정으로 권장하고 있으나(유승기, 

2005)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세,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의한 동일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측

정 전 적어도 수분이상 조용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추천한다.    

 고혈압이란 개인의 나이와 체격에 비해 혈압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그리고 이

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가 고혈압으로 정의한다(대한고혈압학회, 2005).  

대한고혈압학회(2005)가 분류한 성인의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고, 확장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경우로 하였으며, 정상혈압과 고혈압 사이의 

혈압을 고혈압 전단계로 정의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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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인의 혈압분류(고혈압 지침서, 2005)

혈압분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정상 그리고
고혈압 전단계 또는
제 기 고혈압 또는
제 기 고혈압 ≥ 또는 ≥

 고혈압은 30~50세에 호발하는 현대인의 5대 주요 성인병 중의 하나로서 그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 심

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신장병, 말초 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

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또한 뇌, 심장, 신장 등 머리끝에서부터 발끝

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키고 그러한 합병증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0~50대의 한창 일할 나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개인과 가정의 불행은 물론 생산성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은 미리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섭생에 주의

를 하면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 후 자가 관리를 하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 인구의 1/3에 달하는 고혈압인구 중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하인 대상자

에 비하여 고혈압 전단계에서의 관상동맥 질환 및 심근 경색증의 발생 위험은 각

각 3.5배,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범위

에서 관상동맥의 죽상 경화증 및 혈관 경화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

들과 일치한다. 또한 고혈압 전단계 인구가 다른 위험인자를 동반해 가진 경우는 

85%에 달하는데 더욱 중요한 점은 그 자체의 위험성보다 시간에 따라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고혈압 합동 위원회 7차 보고서

(JNC-7)에서는 고혈압 전단계 인구는 매년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혈압의 상

승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용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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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환자들의 특성은 과체중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현상, 정서적으로 스트

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식사 시 식염의 과잉섭취와 다른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것

이다. 고혈압 환자들의 처치는 크게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뉘는데 약물요법

이란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복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며, 비약

물요법이란 식이조절, 적절한 휴식 및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혈압을 치료하는 방

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권고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체중을 조절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성분의 상승을 막기 위한 칼로리 조절인데 고혈압 전단계 인구에서는 

효과적인 식이 조절만으로도 62%가 정상혈압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김용진, 2005).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2003년 미국고혈압 

합동위원회 7차 보고서(JNC-7, 2003)에서 처음 주창된 고혈압 전단계

(Prehypertension)의 개념은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고혈압의 정의인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범위 아래에서도 이미 상

승하기 시작한다는 역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창되었으며 수축기 혈압 

120~139mmHg 혹은 이완기 혈압이 80~89mmHg를 말한다.  보통 가정에서 혈압

을 측정하는 경우 클리닉에서 측정할 때 보다 다소 내려가는 게 보통이므로 

135/85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역학 조사 결과는 아직 없으나 전 인구의 31%가 고혈압 전단계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년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혈압 상승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되고 있다(김용진, 2005). 고혈압 전단계 자체의 위험성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시간에 따라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혈압 전단계의 전

체적인 고혈압 진행률은 19%/4년이지만 그 진행정도는 혈압 정도 및 연령에 따라 

달라 수축기 혈압 130~139mmHg 범위에서는 43%/년, 120~129mmHg 범위에서

는 20%/4년 정도이며, 연령에 따라서도 65세 이상에서는 42%인데 반하여 35~64

세의 경우 27%이다.  

 고혈압 전단계의 관리방향은 궁극적으로 조기관리가 필요한 군을 확인하는 것과 

혈압의 조절인데 즉, 혈압을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혈압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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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며,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있다. 고혈압 전단계에 대한 비약물적 조절 

전략으로 고혈압 7차 보고서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식생활 개선, 저염식, 체중조절, 

운동, 절주이다(JNC-7, 2003).

 운동은 순환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면역계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신체적 효과와 

분노, 우울 등 감정해소의 정신적 효과가 있으며(최명애, 1998), 면역계에는 심혈

관계, 내분비계, 신경계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작용되나 운동 방식, 운동 방법, 운동 

강도, 운동 시간 및 개인의 나이와 체력 정도가 면역반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김은혜, 1996). 고혈압 환자들이 수행하는 운동은 수중 운동, 근력강화 운동, 걷기 

운동, 집단동작, 율동적 동작, 계단 밟기, 기공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들은 심폐기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자기 효능감 및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며 

혈압 및 우울함을 감소시킨다(이명숙 외, 1998). 이러한 적당한 신체활동은 저항력

을 길러 각종 감염성 질환 및 성인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치료 효과 또한 매우 커서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성인 1년 이내의 혈압 측정률은 전체 72.5%였

고, 남자는 72.4%, 여자는 72.6%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간 혈압 측정률

이 높게 나타났으나 30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연간 의사 진단 유병률이 검진조사

의 유병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많음

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기발견을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비타민 D의 전구물질로서 모든 세포막의 필수 

성분이며 수초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지

단백 분자에 단백질이 부착되어 혈액을 통하여 운반되는데, 운동은 혈중 지질에 영

향을 미쳐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인 총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켜 주는 작용

을 한다.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준은 남자 178.6mg/

㎗, 여자 180.0mg/㎗ 였는데 30세 이상 대상자의 총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

자 7.5%, 여자 8.8% 였으며, 남자는 40대 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한 반면 여자

는 계속 증가하여 50대 이후 평균 콜레스테롤 수준이 남자보다 높았다(보건복지부, 

2006). ‘나쁜 콜레스테롤’ 인 저밀도 지단백(LDL)은 총콜레스테롤의 60~70%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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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과도해지면 세포를 갑자기 막을 수 있는 납양

(waxy)의 침전물 형태가 되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며, 관상동맥 질환의 위

험을 증가 시킨다(김영경 외, 2004).  

 장거리 달리기를 수 년 동안 해 온 여성과 10주간 에어로빅 운동을 한 중년 남성

은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나(Brownell et al., 1982), 성인 

고혈압환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저강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총콜레스테롤

이 감소는 되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장경태 외, 2002). 이명숙(1999)의 성인 고

혈압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공체조를 통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관한 연구’에서도 혈압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혈중 지질은 음식, 성별, 연령, 비만, 흡연, 음주와 같은 많

은 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김교성, 1995)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요법을 통

한 혈액 순환의 촉진이 고혈압과 총콜레스테롤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건강 

증진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상자들이 운동요법을 행하는 

데는 업무의 과다, 바쁜 일상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 실천으로 옮

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2) 스트레스와 삶의 질

  

 스트레스는 인간의 충족되지 못한 어떤 것으로 지각된 욕구이다. 오늘날 건강과 

관련된 주요 요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환경적 또는 내적 요구를 

충족할 능력 정도가 초과되거나 적응력이 혹사되어 일어나는 상태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인체의 주요 기관의 생화학적 기능은 마음에 의해 조절되는데, 사고와 감정에 관

해 신체 전반을 순환하는 화학 물질이 세포를 변환시키고 세포를 매개로 한 메시

지를 신체 내의 다양한 체계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반응은 체계들이 

상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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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반응과 연관된 신체적 변화는 심박수와 호흡수의 증가, 근육의 긴장, 대사율 

증가, 두려움, 예민함, 나쁜 기분 등의 느낌과 혈압상승, 동공산대, 심장수축의 강

화, 혈당, 혈장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성지방 증가 등의 신체적 반응을 나타낸다

(Wells-Fedeman et al., 1995).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코티솔의 장기간 상

승을 유발해 구조적 상해나 만성질환의 이환, 협심증, 긴장성 두통, 부정맥, 통증과 

같은 신체적인 악영향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기관의 수축을 일으키게 된

다.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에 위험을 주는 기전은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 중에서

도 교감신경의 과도한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변동이 

큰 경우 고혈압 발생이 많다는 보고가 있으며(Matthews et al., 2004), 동맥압과 

맥박수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고, 내피세포 기능을 저해하며, 부정맥과 급사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만성 스트레스 또한 교감신경 항진을 통해 직접 작용하거나 염증, 코티솔, 또는 

대사증후군과 함께 죽상동맥경화증을 촉진하기도 한다. Markovitz 등(1993)의 

Framingham연구에서는 불안감과 분노의 강도, 분노 표현 억제가 18~20년 후의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 있을 때 혈압의 반응을 보면 10년 뒤 혈압과 양성 관계를 보인다는 보고를 하

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 인식인 직무스트레스(work stress) 

또한 근로자의 10~40%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보조, 교

육수준과 관계되어 있다. 심혈관계 스트레스 반응성은 분노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

스와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반응이 크고 직무 요구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경동맥 

동맥경화가 빨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근로자 195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직무 긴장에 노출된 사람들은 혈압검사 결과 그 혈압 수

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긴장 변동이 혈압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무 긴장이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직업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가설

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Schnall et al., 1998). 73명을 4년간 추적한 Everson 등

(1998)의 연구에서도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었으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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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은 활동성 혈압과 용량의존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이 지나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학, 2005). 

 박미숙 등(2003)은 약 250여명의 기수련자를 대상으로 기수련이 스트레스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스트레스 값이 수련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수련기간이 1년 이상인 고급군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내

는데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은 35.1%로 남녀 차이

가 없었으나 30~50세에는 남성이 40.6%, 여성이 31.6%으로 남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스의 인지 정도에 따른 ‘대단히 많은’ 원인은 경제문제

(34.1%), 직장생활(33.9%), 부모자녀문제(11.8%) 등의 순이었다. 스트레스 해소방

법은 남성은 술을 마시는 것(31.4%), 담배(22.4%), 운동(19.6%) 등이 가장 많았

고, 여성은 참거나 대화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06).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영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상태인데,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들은 새로운 치료약의 개발, 대체요법 등을 통

한 보완과 맞춤형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로 예전보다 훨씬 더 희망적

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의 질 관련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영향 요인을 

신체적, 정서․인지적, 환경적 및 인구학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

는 강인성, 건강 통제위, 정서․인지적 측면에서는 우울, 불안, 무력감, 자기 효능감 

및 자아 존중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사회참여 및 직업,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등이 관련요인이 언급되어 있

다(박순주, 2001; 박효미 외, 2006).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항고혈압 제재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의 약물 복용, 약물 요법에 대한 부작용 및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한 약

물 치료의 비이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Powers 등, 1987) 그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어 비약물요법인 교감신경계 활동을 감소시켜 혈압하강을 유도하는 방

법들이 긍정적인 치료방법으로 검토되어 왔다(Williams et al., 1991). 단일 질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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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이보다 더 높은 질환이 없으나 고혈압 환자의 인지, 치료, 조절율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고혈압 환자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1차 보건의료의 활성화하고, 예방, 건강 

증진을 포함한 포괄 보건의료를 수행하며,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

하여 고혈압 유병률의 증가를 막아야한다. 특히 30세 이상 남성의 39.8%, 여성의 

30.6%에 이르는 고혈압 전단계 또는 제 1기 고혈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

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의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적 노력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대한고혈압학회, 2005). 

 따라서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들이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

기관찰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건강 생활 실천율을 높이

며,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신체적 증상의 완화와 유용

한 생리적 안정상태의 유도 및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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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및 및 및 및 절차절차절차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고혈압 환자의 생리,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

다<표 2>.

<표 2> 연구설계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대조군
사전조사 사후조사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2008년 8월 18일 ~ 10월 10일 G광역시 G구 산업단지 내 L사의 고혈압 전단계

와 제 1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에 관한 보건교육 및 

비약물요법에 의한 지속적인 자가 조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마사지요법 프로그

램에 대한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스스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동의

에 서명한 대상자 3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표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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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5명, 대조군은 1명이 해외출장, 다른 1명은 부서 이동으로 탈락하여 13명으로 

총 28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외생변수는 동질성 검정으로 통제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연령이 30~50세인       

    자

 2)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 제 1기 범위(수축기압 120~159mmHg, 이완기압 

    80~99mmHg/JNC-7, 2003)에 있으며, 고혈압에 관련된 합병증이 없는 자

 3) 현재 항고혈압 제재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자

 4) 8주간(주 2회, 총 16회)의 기마사지 실시 기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이나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않을 자

3. 고혈압환자를 위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개발 목적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은 고혈압환자들의 스트레스 시 일어나는 극도의 긴장 상

태와 대조적으로 평온한 정신 생리적 반응 즉 이완 반응을 유도하여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을 하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생리적 건강

증진과 심리적 편안함을 유도하여 생리․심리적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개발되었다.

2) 개발 과정

가) 본 연구자는 소루(疏漏)기마사지요법을 20여 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평생

교육 체제에서 기마사지요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체요법 전문가로서, 실제 환

자들을 대상으로 기마사지요법 실시 후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과 

취지에 따라 기존의 문헌을 참고로 고혈압 환자에게 무리가 없이 자가 간호를 증



- 28 -

진하여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이전에 기마사지요법이 체열을 높여 건강에 

유익하게 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00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D.I.T.I.(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를 이용하여 시술자의 마사지로 인한 피부온도 변화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2008년 7월 11일, 일반인 대상자 1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5

회의 시술 연습을 한 초보 시술자, 그리고 시술 전문가인 본 연구자가 재활의학과 

전공의 1인과 함께 4시간 이상 소요하여 정확히 관찰하며 체크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먼저 대상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적외선 전신촬영 한 후, 초보 시술자

가 한 부위에 1회씩(약 5분) 마사지를 한 후 바로 상승된 온도를 체크하는 방식으

로 전신의 다섯 부위를 연속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체크하였다. 그 다음 충분히 열

이 발산될 시간차를 두고 전문 시술가가 마사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시술 전, 후 온도상승의 차이가 초보자이든, 전문가이든 유의하게 나왔으며

(side to side skin temperature difference>0.8℃), 전문가와 초보 시술자 사이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부록 1>. 그러므로 기마사지요법은 전 국민 누구나가 시

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 초보자도 충분히 혈압을 하

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건강생활 실천력이 

낮은 직장인이나 고연령 인구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이 타당함을 검증되었다. 

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체요법 교수 1인과 대체요법 전문가 1인, 간호학 교수 1

인 등 전문가에게 고혈압 환자에게 무리가 없는지 자문을 통하여 분석한 뒤 1인당 

1회 총 25여분이 소요되는 8주, 주당 2회, 총 16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라) 기를 이용한 중재프로그램의 기간은 여러 연구에서 1주에서 12주 까지 다양하

였으나 적용기간이 짧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길면 탈락률이 높으므로 8주간의 

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적용 후 혈압과 총콜레스테롤치의 저하를 나타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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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이명숙, 1999) 구성하였다.

마) 구성된 프로그램은 경증 고혈압 환자 2인에게 예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

정하고 무리가 있는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리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는 피드백

을 받았다.

바) 본 프로그램은 개인당 총 약 25분이 소요되었고 외부의 자극이 적은 실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되었는데 준비단계로 약 5분 동안 기호흡(복식호흡)을 20회 

정도 실시한 후 찰법(擦法)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환자의 몸에 대고 치료하려는 부

위 즉, ① 목뒤 독맥(獨脈)부위 -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10분 정도, ② 오른쪽 

뒷목에서 견봉(어깨)까지 머리의 우측면을 향해 5분정도, ③ 왼쪽 뒷목에서 견봉

(어깨)까지 좌측면을 향해 5분정도를  ①, ②, ③ 부위를 중심으로 하여 끊임없이 

원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실시하고 정리단계로 약 5회(1분여)의 기호

흡을 실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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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단계 내용 시간 방법 효과

준비
단계

복식호흡
활용

약
분

의념 마음과 생각 을
자신의 대뇌 또는 단
전에 축적시킨 뒤 온
몸에 기를 확산시켜
보냄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을 느
끼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근육의 운동능력의
향상을 촉진시켜줌

본단계 기마사지
요법실시

약
분

일정한 방법과 속도
로 지속적인 호흡을
하면서 정체되기 쉬운
경혈을 중심으로 기마
사지를 시행하여 기 氣
에너지를 온몸에 흘
려보내 정체되어 있
는 기체 氣滯 를 움직
이게 함

체표 가까이를 흐르며 분지해
서는 서로 연락하면서 전신을
돌고 있는 기혈이 모세혈관 안
에 피를 충만시켜 국소의 피부
온도를 높이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하고 뼈의 운동기
능을 회복시키며 기혈의 순환
을 좋게 하는 등 생체활성도
를 향상시켜 줌

마무리
단계 복식호흡 약

분 정리 이완상태에서 각성상태로 변화
시킴

사)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내의 복식호흡법은 리플렛 제작은 물론, 기마사지요법 

전문가를 직접 출연시키고 편안한 배경음악을 넣어 자체 제작한 CD를 통해 매 회

기마다 대상자들이 직접 동영상을 보면서 수월하게 호흡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고, 

기마사지요법은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식호흡 안내 리플렛에 구체적으로 

시술부위와 방법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주었다<부록 2>.  

4.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운영

1) L 산업장 의무실 방문

  
 본 연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육 전문가로부

터 1회 30분 고혈압 예방 및 관리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주 2회 L산업장 의무실



- 31 -

을 방문하여 개인당 약 25분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시술 중 대상

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및 건강 상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대상자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실천기록표를 

확인하여 빠지지 않도록 강화하였다.

2) 가정에서의 프로그램 적용

 가정에서는 기순환을 억제하여 근육의 수축을 초래하는 차가운 물마시지 않기, 과

식하지 않기, 편안한 잠자리 갖기 등을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평소 1일 10회 정도

의 복식호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5. 연구도구 

1) 혈압 및 콜레스테롤 측정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JNC-7 혈압측정 지침대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

된 R사의 스탠드형 수은 혈압계(sphygnomanometer)와 청진기를 이용하였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간호사가 오후 5시~8시 사이에 도착하는 대로 5분 이

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소매를 완전히 걷은 상태에서 손바닥은 위로 향하고 팔은 

심장 높이에서 구부린 다음 우측 상완동맥에서 앉은 채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 측

정하여 그 평균치를 초기 혈압과 최종혈압으로 산출하였다. 

 총콜레스테롤은 00일 00대학교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Roche의 

Enzymematic Colorimeter Test(USA, 2004)로 측정한 검사 결과로 정상치의 범

위는 0~200mg이다(NI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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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측정은 자신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신체상의 징조 10문항, 행동상의 징조 10문항, 심리․감정상의 징조 10문항, 총 30

문항에서 ‘아니오’는 0점으로 ‘예’는 1점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국민고혈압사업

단, http://www.hypertension.or.kr/diagnosis/stress/), 점수범위는 0점에서 30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6 이었다.

3) 삶의 질 측정 도구

  
 안재현(2000)과 유혜숙(2007)은 방활란(1991)이 개발한 42문항 6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한 도구를 총 40문항의 6개 하위요인(정서 상태 영역 12문항, 사회적 활동 

영역 8문항, 신체적 증상 영역 4문항, 가족지지 및 경제상태 영역 5문항, 삶에 대

한 태도 영역 5문항, 건강에 대한 인식 영역 6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

데 이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시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유혜숙(2007)의 도구에서는 Cronbach's α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3 이었다.

6.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 전 실험군 및 대조군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 측정,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 기마사지요법 실시 : 사전 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연구자  

   가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에 맞춰 시행하였다.

3) 실험 후 실험군 및 대조군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 측정, 설문지 배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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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분석

 

 측정된 혈압, 혈액 분석 및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  

   성 검정을 위해 Fisher exact 방법으로 -test를 하였다.

2)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하였다.

3) 혈압, 총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은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4)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검정은 실험군과 대조군 각 집단에 대  

   해 사전․사후 차이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 paired  

   t-test를 하였다.

5)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8.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참여자 모두에 대해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과정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비밀 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부록 2>. 또한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 종

료 후 작은 선물 제공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했

던 리플렛과 복식호흡 CD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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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의 경우 남자가 12명(80%), 여자가 3명(20%)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대조군의 경우도 남자가 12명(92.3%), 여자가 1명(7.7%)으로 남자가 많

았다. 실험군에서는 30대가 12명(80%), 40대가 3명(20%)으로 평균연령이 35.0세

(SD=4.4)였고, 대조군은 30대가 7명(53.8%), 40대가 6명(46.2%)으로 평균연령은 

38.1세(SD=6.0)였다. 교육 정도는 실험군에서 고졸학력자가 3명(20%),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12명(80%), 대조군은 고졸 1명(7.7%),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12명

(92.3%)으로 두 군 모두 연구업무의 특성상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실험군에서 11명(73.3%), 대조군에서 7명

(53.8%)이었고, 근무 년 수는 실험군에서 5년 미만과 6~10년이 각각 5명(33.3%)

으로 많았으며, 대조군은 5년 미만과 16년 이상이 각각 4명(30.8%)으로 가장 많았

다. 업무 만족도는 실험군에서 6명(40.0%), 대조군에서 3명(23.1%)이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실험군에서 만족이 5명(33.3%), 불만족이 2

명(13.3%)을 보였고, 대조군에서는 만족 4명(30.8%), 불만족 1명(7.7%)이었다. 경

제수준에서는 실험군은 13명(86.7%)이 ‘중’ 정도인 반면에 대조군은 6명(46.2%)이 

‘중’ 정도를 보였으나 프로그램 시행 전 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p>0.05), 경제 수준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5.241, p=.042)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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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인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스트레스 정도, 삶의 질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사전 자료가 동질한지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가 두 집단 

간 동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 혈압(U=86.50, p>.05), 이완기 혈

압(U=83.00, p>.05), 총콜레스테롤(t=-0.621, p>.05), 스트레스 정도(전체) 

(t=-0.917, p>.05), 신체(t=-1.774, p>.05), 행동(t=-0.365, p>.05) 그리고 심리

(t=-0.359, p>.05), 삶의 질(t=0.886, p>.05)로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표 5>.

<표 4>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

특성 범주 실험군 대조군




성별 남자
여자

연령 대
대

교육정도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결혼유무 미혼

기혼
경제수준 중

중하

근무년수
년
년
년

년이상

업무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근무환경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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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

특성 실험군 대조군
평균 순위 순위합 평균 순위 순위합

수축기 혈압
이완기혈압

특성 실험군 대조군

총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행동
스트레스 심리

삶의 질

2.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1)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생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제 1가설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생리적 상태가 호전될 것이다.”는 제 1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수축기 혈압, 이완

기혈압, 콜레스테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제 1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 각각에 대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수



- 37 -

행하였다. 먼저 수축기혈압을 살펴보면 사전에서 사후를 뺀 차이가 실험군에서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3.467, p<.001), 이는 사후에 혈

압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대조군에서는 음의 평균순위가 6.00이고 양의 평균 순

위가 5.44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Z=-2.276, p<.05), 이는 사후에 혈압이 높

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마사지요법은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완기 혈압은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실험군에서는 모두 양

(+)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3.002, p<.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Z=-0.171, p>.05). 따라서 기마사지요법은 이완기혈압을 낮추

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측면에

서 제 1부가설은 지지되었다<표 6>.

<표 6>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사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에 관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 p<.05,  ** p<.01   

a.사전<사후, b.사전>사후, c.사전=사후

나) 제 2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중 총콜레스테롤치가 낮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변수 집단 평균순위 순위합

수축기혈압
실험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대조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이완기혈압
실험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대조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 38 -

실험 전 후 총콜레스테롤의 점수 차 평균을 t 검정한 결과 <표 7>와 같이 평균 실

험군은 12.06mg/dl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고(t=1.579, p>0.05), 대조군은 8.92mg/dl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t=-0.824, p>0.05) 제 2부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

다. 

<표 7>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총콜레스테롤에 관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변수 집단

총콜레스테롤

실험군 사전
사후

대조군 사전
사후

2)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고혈압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

 제 2가설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 대해 실험 전과 후의 차이를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적용하여 검

정하였다<표 8>. 먼저, 스트레스(전체)에 대해 실험군에서는 사후점수에서 사전점

수를 빼서 순위를 매긴 결과 음의 부호를 갖는 자료의 평균 순위가 3.25, 양의 부

호를 갖는 자료는 평균 순위가 8.73 으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Z=-3.044, p<.01) 

스트레스(전체) 수준이 기마사지요법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유의하게 낮아졌다

고 볼 수 있다. 대조군에서는 음의 부호를 갖는 자료의 평균 순위가 6.33, 양의 부

호를 갖는 자료의 평균 순위가 5.88 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248, 

p>.05).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 영역, 

행동 영역, 심리 영역 모두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실험군에서만 사전 사후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p<0.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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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마사지요법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8>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종속변수 집단 평균 순위 순위합

스트레스
전체

실험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대조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스트레스
신체

실험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대조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스트레스
행동

실험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대조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스트레스
심리

실험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대조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 p<.05, ** p<.01

 a.사전<사후, b.사전>사후, c.사전=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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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고혈압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제 3가설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삶의 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 대해 

Paired t-test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실험군은 실험 전 삶의 질의 평균이 98.60 

(SD=12.15)에서 실험 후 평균 106.13 (SD=14.76)으로 증가하였으며(t=-3.982, 

p<.01), 대조군은 실험 전 평균이 93.31 (SD=19.13)이었고, 실험 후 평균이 

101.77 (SD=10.02)로 증가하였다(t=-2.042, p>.05). 따라서 실험군에서는 삶의 

질 점수가 기마사지요법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고, 대조군에서

는 사전, 사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기마사지요법은 삶의 질

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표 9>.

<표 9>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삶의 질에 관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변수 집단

삶의 질
실험군

사전

사후

대조군
사전
사후

  ** p<.01



- 41 -

ⅤⅤⅤⅤ. . . .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본 연구는 고혈압을 가진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개

발, 적용함으로서 생리․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리적 상태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감소와 총콜레스테롤치

의 감소로 보았다.

 첫째, 수축기 혈압은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

는 6주간 기공체조를 실시한 연구(Xing, 1993; Li, 1993; 이명숙, 1998; 이명숙과 

최의순, 2000), 추마요법을 실시한 연구(김남선, 2000), 경락마사지를 실시한 연구

(채정숙, 1999), 발반사 마사지를 실시한 연구(박형숙 외, 2004), 10주간 탄성밴드 

운동을 실시한 연구(박시영과 선우섭, 2003),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

(신윤희와 최영희, 1996; 신윤희, 1997)와 율동적 동작을 실시한 연구(전미양과 최

명애, 1996), 운동 처방에 따른 유산소 운동 실시 연구(이윤근과 이상윤, 2002; 노

호성과 최성근, 2000), 마사지요법 실시 연구(김종우 외, 2003)와 일치하였다. 

 이는 기마사지로 인한 혈액 순환의 촉진과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교감신경의 억

제,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미주신경 긴장도 증가로 인한 심박 출력의 감소와 혈관 

확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김종우 외, 2003).  

 그러나 걷기 운동을 실시한 연구(Whitehurst & Menendez, 1991), 중강도의 운

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장경태 외, 2002)와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연구(우선혜 

외, 2001), 율동 운동을 실시한 연구(전미양, 2002; 주애란, 2002; 정영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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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와는 이완기 혈압이 감소는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를 사용하여 심장의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근육의 혈액 순환을 증

진시키는 기마사지요법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비

록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혈압 감소를 통하여 동맥경화증과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부터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체요법이 대상자들에게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됨으로서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임

을 시사한다.

 둘째, 이완기 혈압 또한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6주간 기공체조를 실시한 연구(Xing, 1993; Li, 1993; 이명숙, 1999; 이명숙

과 최의순, 1998), 추마요법을 실시한 연구(김남선, 2000), 경락마사지를 실시한 

연구(채정숙, 1999), 발반사 마사지를 실시한 연구(박형숙 외, 2005), 10주간 탄성

밴드 운동을 실시한 연구(박시영과 선우섭, 2003),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연구(우선

혜 외, 2001), 걷기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신윤희와 최영희, 1996; 신윤희; 

손조옥, 2006) 저강도의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Blumenthal et al., 1989; 

Rogers et al., 1996; 장경태 외, 2002)와 일치하였다.  

 그 이유는 이완기 혈압이 말초 혈관에 관여하므로(위승두, 2001) 기마사지 시행

으로 말초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소와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여 말초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강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장경태 외, 2002), 마사지를 실시한 

연구(김종우 외, 200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고혈압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는 저강도의 지속적인 실천이 오히려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중․노년층

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은 공간에서 가족 간에 저비용으로 실

천할 수 있고, 저강도의 운동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체요법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혈중 총콜레스테롤치가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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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여 감소는 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공체조를 실시한 연구(이명

숙, 1998), 저강도의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장경태 외, 2002), 10주간 탄성

밴드 운동을 실시한 연구(박시영과 선우섭, 2003)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총콜레스

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한 에어로빅을 실시한 연구(정은숙, 1997), 추마요법을 실시

한 연구(김남선, 2000), (김교성, 1995)과는 일치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총콜레

스테롤 농도는 운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이명숙, 1998),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의 

특성상 대상자가 적고, 처치 기간이 짧았으며, 대상자들의 잦은 부서 회식으로 영

양 상태에 대한 통제가 안 되었고, 연구부서의 특성상 새벽까지 연장 근무하는 등

의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혈압 대상자들

에 있어서 총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높은 혈중 지질은 심혈관계 뿐만 아니라 동맥경

화를 가속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혈중 지질 농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운동량

(유산소 운동)이 많을수록, 운동 기간이 길수록 뚜렷한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고 있으므로(Upton, et al., 1984; Ward, 1987; 김교성, 1995) 보건실에서는 주당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기마사지요법을 실시하되 운동하기 어려운 날은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자가간호증진을 꾀할 수 있

도록 지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상태는 스트레스 정도의 감소와 삶의 질의 향상으로 보았다.

 첫째, 스트레스 정도는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추마요법을 실시한 연구(김남선, 2000)와 일치하였다. 치료적 마사지는 카테

콜라민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과 흥분과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Field, 

1996)가 있는데 이러한 마사지는 신체적, 정신적 이완을 증가시키며, 심리적 스트

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생리적 불안인 혈압과 맥박을 감소시키는 것은 스트

레스의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중재 방

안을 개발해야 한다(한상완 등, 2003). 또한 스트레스 반응은 인지, 정서,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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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거쳐 혈압 상승의 변화로 나타나므로(유수정, 2000) 외부 환경에의 적응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서 이동이나 부서원들의 교체, 업무 과다 등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내에 다양한 취미활동 과 같이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마사

지요법 외에도 고혈압 환자의 스트레스를 조정, 관리하여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

소시킴으로서 혈압하강을 유도하는 훈련의 하나로 예를 들면, 시상하부 활동을 효

과적으로 조절하여 정신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부신피질을 안정시켜 

진정과 이완상태로 만들어 주는 라벤더를 이용한 아로마요법 등 효과적인 대체요

법프로그램들이 스트레스 중재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삶의 질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노인들에게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최선하, 1996),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이

명숙과 최의순, 1998), 집단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한 연구(전미양과 최명애, 1996),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김희자, 1996), 단전호흡을 실시한 

연구(유혜숙, 2007)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생

리, 심리적 상태를 증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기마사지요법에 대해 실험군 대부분은 좋아하는 편이었

고, 부작용을 보인 경우는 없었으며,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의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그 동안 수동적이었던 건강 

활동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흥미로워

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함을 알게 되었던 것도 큰 성과

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운영 시 고혈압 환자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아직 측정을 시도해 보지 않은 또 다른 

생리, 심리적 변수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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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도적인 대체요법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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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혈압을 가진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리, 심리적 상태를 증진시

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서 

생리,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2008년 8월 18일 ~ 10월 10일 

까지 8주 동안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 G구 산업단지 내 L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

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 의사

를 밝히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를 임의 표집하였는데 실험군 15명, 대조군 13

명 총 28명이었다.  

 연구도구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R사의 스탠

드형 수은 혈압계와 청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총콜레스테롤은 일 대학교병원

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Roche의 Enzymematic Colorimeter Test(USA, 2004)로 

측정한 검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국민고혈압사업단의 스트레스 정도 측정도구, 

방활란(1991)이 개발해 안재현(2000), 유혜숙(2007)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춰 수정․보완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Fisher exact 방법으로    


-test를 하였으며,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  혈압, 총콜레스테롤, 스트

레스,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t-test, Mann-Whitney U 

test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은 실험군과 대조군 각 집단

에 대해 사전․사후 차이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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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t-test로,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생리적 상태가 호전될 것이다.”에서 제 1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

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을 것이다.’를 보면, 수축기 혈압에 대해서는 실험군

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고(Z=-3.467, p<.001), 대조군

은 사후에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Z=-2.276, p<.05).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

는 실험군은 사후에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고(Z=-3.002, p<.001),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0.171, p>.05). 따라서 제 1부가설은 지지되었

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 각각에 대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수

행하였다. 먼저 수축기혈압을 살펴보면 사전에서 사후를 뺀 차이가 실험군에서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3.467, p<.001), 이는 사후에 혈

압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대조군에서는 음의 평균 순위가 6.00이고 양의 평균 순

위가 5.44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2.276, p<.05), 이는 사후에 혈압이 높아

졌음을 의미한다. 기마사지요법은 수축기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이완기 혈압은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실험군에서는 모두 양(+)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Z=-3.002, p<.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Z=-0.171, p>.05). 기마사지요법은 이완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 두 측면에서 제 1부가설은 지

지되었다.

 제 2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중 총콜레스테롤치가 낮을 것이다.’는 총

콜레스테롤(t=1.579, p=.896)은 실험군에서는 사전과 사후 간의 차이가 감소된 경

향을 보이고 대조군은 증가된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2부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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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가설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스트레스가 실험군에서는 사전과 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Z=-3.044, p<.01),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Z=-1.248, p>.05)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3) 제 3가설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삶의 질 점수가 실험군에서는 사전과 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t= -3.982, p<.01),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t=-2.042, p>.05)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은 고혈압 환자의 생리, 심리적 상태를 증진

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고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산업장 근로자들에게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중재적 대체요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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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본 연구는 대체요법의 하나인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

혈압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수

를 늘려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2) 본 연구는 고혈압과 같은 다른 만성질환에도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할 수 있도

록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효과의 지속주기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는 기에너지를 이용한 요법이므로 추후 반복 연구 시에는 다학제간 팀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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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2>2>2>2> 기마사지요법 기마사지요법 기마사지요법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리플렛 리플렛 리플렛 리플렛 및 및 및 및 실천기록표실천기록표실천기록표실천기록표

기마사지요법을 기마사지요법을 기마사지요법을 기마사지요법을 적용한 적용한 적용한 적용한 고혈압관리프로그램고혈압관리프로그램고혈압관리프로그램고혈압관리프로그램

장소 장소 장소 장소 :  :  :  :  LG LG LG LG InnotekInnotekInnotekInnotek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 >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한윤주한윤주한윤주한윤주

-------------------------- -------------------------- -------------------------- -------------------------- 앞면 앞면 앞면 앞면 ----------------------------------------------------------------------------------------------------

< < < < 기마사지기마사지기마사지기마사지((((소루소루소루소루) ) ) ) 부위 부위 부위 부위 및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방법 > > > > 

* 마사지 부위: 독맥(督脈)과 뒷목 주변풀기

* 마사지 시간: 약 20여분

* 마사지 방법: 

1. 뒷목중앙 독맥에서 머리를 향해 약 10분정도 

마사지 한다.

2. 오른쪽 뒷목에서 견봉(어깨)까지 머리의 우측면을 

향해 5분정도 마사지 한다.

3. 왼쪽 뒷목에서 견봉(어깨)까지 좌측면을 향해 

5분정도 마사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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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사지요법 기마사지요법 기마사지요법 기마사지요법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천기록표실천기록표실천기록표실천기록표》》》》

회회회차차차

날날날짜짜짜 화 금 화 금 화 금 화 금

출출출석석석

회회회차차차

날날날짜짜짜 화 금 화 금 화 목 화 금

출출출석석석

------------------------- ------------------------- ------------------------- ------------------------- 뒷면 뒷면 뒷면 뒷면 --------------------------------------------------------------------------------------------------------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기기기기((((복식복식복식복식))))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뇌혈관계 질환에는 의념(마음과 생각)을 자신의 대뇌 또는 단전에 축적시킨 뒤, 

온 몸에 기를 확산시켜 보냄으로써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근육의 운동능력의 향상을 촉진시켜주는 복식호흡법을 사용합니

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복식호흡법 중 호흡을 멈추지 않고 일정한 방법과 속

도로 지속적인 호흡을 하면서 기(氣)에너지를 온몸에 흘려보내 정체되어 있는 기

(기체(氣滯))를 움직이게 하여 생체활성도를 향상시켜 주는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     좌식호흡법 좌식호흡법 좌식호흡법 좌식호흡법 : : : :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기기기기(氣)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1. 바닥바닥바닥바닥에 앉아서 기호흡을 하는 경우-너무 두껍지 않은 요나 담요를 깔고 일반 

가부좌(양반다리)를 하도록 합니다.  

   의자의자의자의자에 앉아서 기호흡을 하는 경우-너무 푹신하지 않으며 등받이가 있는 의자

에 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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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자세에서 약간 힘을 빼고, 양 손은 손바닥이 천정을 향하

게 하여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3. 눈은 지그시 감고 안면에는 엷은 미소를 띠며 입술을 가볍게 닫고 마음을 편안

하게 합니다.

4. 기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의 호흡으로  숨고르기를 합니다.

5. 숨고르기가 끝나면 코로 숨을 아랫배를 향해 깊게 들이 마신 뒤 잠시 멈추고 마

음속으로 1부터 5까지 셉니다. 그리고서 입에서 실타래를 뽑아내듯 부드럽게 숨을 

내 쉽니다. 

  ※들숨 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최대한 크게 부풀립니다.

  ※날숨 시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6. 5번 호흡을 5분 정도 실시 한 뒤에 일반 호흡으로 마무리 합니다.  

⁄⁄⁄⁄     기립호흡법기립호흡법기립호흡법기립호흡법: : : : 서서 서서 서서 서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기기기기((((氣氣氣氣))))호흡법호흡법호흡법호흡법

1. 차렷 자세로 서서 발은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양손은 가볍게 옆에 내려놓습니

다. 

2. 눈은 지그시 감고 안면에는 엷은 미소를 띠며 입술을 가볍게 닫고 마음을 편안

하게 합니다.

3. 기(氣)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의 호흡으로 숨고르기를 합니다.

4. 숨고르기가 끝나면 코로 숨을 아랫배를 향해 깊게 들이 마신 뒤 잠시 멈추고 마

음속으로 1부터 5까지 셉니다. 그리고서 입에서 실타래를 뽑아내듯 부드럽게 숨을 

내 쉽니다. 

5. 4번에서 행했던 호흡을 5분 정도 반복실시 한 뒤에 보통호흡으로 마무리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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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동   동   동   동   의   의   의   의   서서서서

     본인은 기마사지요법을 적용한 고혈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에 

   불참할 수 있음을 충분히 들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8주 동안에 사전 동의 없이 약물 및 특수  

   요법(운동, 식이요법)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연구자와 사전 상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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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4> 4> 4> 4>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대체요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고

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증고혈압을 가진 여러분의 건강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기마사지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08년 8월

연구자   한  윤  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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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성별      남(      )    여(      ) 

2. 연령      (        )세       

3. 교육정도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이상(     )

4. 종교      기독교(      )     불교(      )    카톨릭(      )     기타(         )

5. 결혼 유무  미혼(      )     기혼(      )    기타(                     )

6. 경제수준   상(      )       중(      )      중하(      )        하(      )

7. 근무년수   총 근무 년수(        )년            현재 근무 장소(        )년   

8. 근무장소   (                             )부서

9. 업무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 조금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10.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 조금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11. 건강상태  혈압(정상, 비정상) 콜레스테롤(정상, 비정상) 스트레스(유, 무) 

               공복 시 혈당수치(정상, 비정상) 질병(유, 무) 

              자신의 건강상태(양호, 보통, 불량)

              질병이 있다면,  1가지(   ) 2가지(    ) 3가지(    ) 4가지 이상(     )  

              질병이 있다면 질환 명(                                            )

12. 건강행위  

   1) 흡연 - 현재 피우고 있음( 1일   개피 , 흡연기간         년)      

      과거에 피웠음(      년 간)    전혀 피운 적 없음(       )

   2) 음주 - 현재  마시고 있음 

      (매일,  1주에 2-4회,  1달에 2-4회,  1달에 1회 이하)  

      현재 마시는 분의 경우 술의 종류와 1회 음주 량(                  )

      과거에 마셨음(       년 간)  전혀 마신 적 없음(          )   

   3) 식습관 - 공복 시에 냉수(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물)를 마십니까? (네, 아

니오) 

      공복 시가 아니면 주로 언제 물을 마십니까?(                       )

      식사와 관련하여 물은 언제 마십니까? ( 식전,  식중,  식후  )  

      기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식습관을 적어보세요(                 )

   4) 운동습관 ( 매일,    1주당 3-4회,  1주당 1-2회,  거의 하지 않음 )  

   5) 수면시간 ( 충분함,   불충분함)   수면시간은 ( 1일         시간) 

   6) 뒷골이 당긴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 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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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긴다면  일주일에 (     회 ), 하루 중 어느  시간대(       )인가요?

13. 다음 중 자신이 받고 싶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외에 또 있으면 기타 

란에 적으세요.

(스트레스관리, 체중조절 및 관리, 당뇨관리, 금연, 금주/절주, 운동, 암예방, 고혈압관

리) 

기타(                                                                        )

v  스트레스 정도

다음의 각 문항이 귀하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잘 표현된 곳에 표시해 주십시

오.

문항 내용                             

         정 도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

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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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삶의 질

다음의 각 문항이 요즈음 생활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장 잘 일치된다고 생각되

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내용                                정 도 

항상 

있었

다

자주 

있었

다

가끔 

있었

다

거의 

없었

다

전혀 

없었

다

1
지난 한달 동안 미칠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

까?

2 슬프고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

3 공연히 걱정스럽고 불안한 적이 있습니까?

4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5 신경질적인 떄가 있습니까?

6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7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8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9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0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1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12
고혈압 추후 관리위해 계속해서 보건실에 오는 것

이 부담스럽습니까?

13
사회적 활동에 만족합니까?(이웃과의 교제,동창모

임 또는 교회모임 등)

14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합니까?

15 남들만큼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71 -

번

호

문항 내용                                

  정 도

항 상 

있 었

다

자 주 

있 었

다

가 끔

있 었

다

거 의

없 었

다

전 혀

없 었

다

16 환경변화에 잘 적응합니까?

17
지난 한 달 동안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

까?

18 취미, 오락,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합니까?

19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20
현재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까?(직장생활, 공부 또는 가사활동)

21 어지러운 적이 있습니까?

22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한 적이 있습니

까?

23 호흡이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24 쥐가 난 적이 있습니까?

25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까?

26 병원비 조달이 수월하십니까?

27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경제적으로 충분합

니까?

28 가정에서의 위치에 대해 만족합니까?

29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합니까?

30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31
본인의 질병과 현재의 신체상태를 받아들입

니까?

32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33 지난 한 달 동안 긍정적으로 생활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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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정 도

항 상 

있 었

다

자 주 

있 었

다

가 끔

있 었

다

거 의

없 었

다

전 혀

없 었

다

34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전반적으로 만족합

니까?

35 수면상태는 만족하십니까?

36 배변하는데 불편감이 있습니까?

37 체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8
처음 고혈압 확진 때 보다 현재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9 삶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느끼십니까?

40
지난 한달 동안 신체적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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