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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16명의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뇌 를 이용하여 휴식모드인 조군과 체어형 동 안마

기에서 수행된 2가지 모드(약, 강)에 따라 뇌 의 변화를 찰하고 이를 통해 안마기가 스트 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모든 피검자에서 스트 스 정도를 설문으로 평가하는 시각  상사척도 

(VAS: Visual Analog Scale)에서는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 으며 이  

안마모드 강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 다. 뇌  변화에서는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서 인 delta , theta

가 증가하 으며 이  안마모드 강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반면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alpha

는 감소하고 안마모드 약과 안마모드 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beta 의 경우 조군을 제외한 안마

모드 약과 안마모드 강에서 감소하 고 이  안마모드 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중심어 :∣체어형 전동 안마기∣스트레스 완화∣뇌파∣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effects of EEG patterns induced by three types ((1) 

resting mode(control group), (2) light massage mode, (3) strong massage mode in the electrical 

chair-massager for 15 minutes) in a sample of 16 healthy adults. Changes in anxiety and stress 

were assessed, and electroencephalogram was recorded. Anxiety scores(STAI: State Anxiety 

Inventory, VAS: Visual Analog Scale) decreased in all groups. For anxiety scores, the strong 

massage group showed the greatest decrease in stress. All groups also showed an increase in 

delta and theta activity, but only strong massage group showed a signigicant difference. All 

groups showed a decrease in alpha activity.  Also, EEG changes in two groups except a control 

group showed a decrease in beta activity. 

 ■ keyword :∣Electrical Chair-Massager∣Stress Relaxation∣Electroencephalogram(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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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들의 스트 스 해소에 한 심이 증폭

되고 있고 정신건강  심리  요인에 한 요성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종래의 

기능 심의 제품보다는 사용자의 감성 기능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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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와 각종 헬스 어기구의 수요가 폭발 으로 증

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빠른 피

로 회복과 정신  회복을 하여 문 인 마사지를 모

사한 동식 안마기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 하지만 

동식 안마기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

체역학 (biomechanical), 정신생리학 (psycho- 

physiological), 감성 (affectional) 향에 한 과학

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체어형 동 안마기의 마사지 모드에 따른 향에 

한 연구 한 무하다. 

최근 문 마사지사에 의한 마사지효과를 검증하기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마사지치료가 (1) 

불안(anxiety level) 감소에 효과가 있고[1][2], (2)우울

한 감정(depress mood) 감소를 가져오며[3][4], (3)뇌

(electroencephalogram: EEG)실험을 통해 집 도

(attention)를 증가시킴이 증명된 바 있다[2]. 한 (4)인

지능력 검사를 통해 인지  수행능력(cognitive 

performance)이 증가하며[2] (5)생화학 (biochemical) 

반응에서도 정 인 효과를 가져온다[5]는 보고가 있

다.

일반 으로 스트 스 정도를 단하기 한 방법으

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으며, 표 인 방법

으로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측정하기 해 심 도

(electrocardiogram: ECG)를 이용한 심박변 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와 뇌 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스트 스의 변화를 찰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4][6][7]. 

특히 가장 객 이고 비침습 이며, 연속 인 뇌 

활성화를 평가할 수 있는 뇌 [8]를 통해  마사지 치료

의 스트 스에 한 효과를 검증하기 해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뇌호흡[9], 아로마향[10], 스포츠마

사지[11] 등의 치료가 피로회복에 미치는 향을 찰

하고자 하는 연구 시도가 있었다.   

Klimesch 등[12]과 Neunez[13]는 안면마사지(facial 

massage)를 통해 뇌 패턴에서 긴장완화의 결과로 델

타(δ) 의 가, 알 (α) 와 베타(β) 의 감소를 보

다. 한 유사한 실험에서 15분 동안의 상체 마사지후 

이완(relaxation) 상태의결과로 델타 (δ)가 증가하

고 alpha 와 beta 가 감소하 다고 하 다[2]. 한 

우울증 증상이 있는 청년들을 상한 실험에서 15분 동

안의 마사지 치료 후 우울상태에서 형 으로 나타나

는 우측 두면(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가 감소

하고 좌측 두엽의 활성화가 증가함을 보 다

[14][15].

이러한 뇌 에 의한 분석방법 외 도 러 음 를 이

용한 실험에서 마사지 치료사에 의한 깊고 고강도 압력

의 마사지가 류량을 증가시키며, alpha 운동신경을 

흥분시키며, 얕고 강도 압력의 마사지에 비해 

H-reflex 흥분성이 감소한다고 증명하 다[16]. 한 

McKechnie 등[17]은 마사지치료를 통한 실험에서 마사

지 후 평균 심박수(heart rate)와 근 도(electromyogram: 

EMG 활성도가 감소하고 피부 항도(skin resistance)

가 증가함을 찰하 다.

한 마사지 모드별로 실험한 연구에서 Diego 등[18]

은 마사지치료사에 의해 신체  등, 어깨, 손을 10분 동

안 높은 강도 마사지, 낮은 강도 마사지 그리고 40 Hz

로 고강도 진동을 발생하는 동식 손 마사지기(hand 

massager)의 세 가지 모드에 따른 뇌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고강도 마사지에서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뇌  패

턴에서 delta 가 증가하고 alpha와  beta 가 감소함을 

보고하 다. 한 좌측 두면의 활성화 증가와 설문조

사를 통해 스트 스 완화 효과를 증명하 다. 반면에 

고주 를 이용한 온열마사지기를 사용한 Woo[19]의 연

구에서는 휴식을 취한 조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

었으며 마사지 치료 후 두면의 alpha 와 delta 가 

증가하고 theta 가 감소하 으나 두면에서의 alpha

의 비 칭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뇌 를 이용하여 휴식모드인 조군

과 체어형 동 안마기의 2가지 모드에 따라 안마 후 

뇌 활성도의 변화를 찰하고 이를 통해 안마기가 단기

 스트 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Ⅱ. 방법
1. 실험대상 및 실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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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K 학교에 재학 인 건강한 남학생 8

명(23.86±1.35 세, 172.71±3.35 cm, 66.86±6.69 kg)과 여

학생 8명(21.71±1.38 세, 161.57±4.12 cm, 55.14±7.67 

kg), 총 16명이 참여하 으며 체어형 동 안마기가 스

트 스 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해 

조군과 실험군의 안마 후 뇌 를 이용한 뇌 활성도 

분석 비교하 다. 실험군은 체어형 동 안마기를 이용

해 안마모드 약 는 강의 모드에서 을 감고 신 안

마를 시행하 으며, 조군은 안마를 시행하지 않고 체

어형 동 안마기에 운 상태에서 을 감고 휴식을 

취도록 하 다. 각 피검자는 3일 간격으로 한 가지 모드

에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여 각 모드에 한 향력을 

배제하 다. 뇌 측정은 안마  5분과 15분의 안마수

행 후 5분 동안의 뇌  데이터를 획득하 다.    한 

간 인 심리  측정도구로 합하다고 알려진 상태

불안척도(STAI: State Anxiety Inventory)[20]와 스트

스 시각  상사척도 (VAS: Visual Analog Scale)[21]

를 이용해 안마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트 스 정

도를 설문하 다. [그림 1]은 실험의 차를 나내었다.  

    

 

그림 1. 실험 절차

2. 체어형 전동 안마기
본 연구를 해 체어형 동 안마기(MD-1000, (주)D

사, 한국)를 사용하 으며, 이 안마기는 어깨에서 등, 허

리, 다리까지 주무름과 두드림을 반복하는 신안마가 

가능하며 안마강도는 약, 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상하 

이동 속도는  50  1회 왕복, 마사지 범 는 약 45 cm이

며 하반신 마사지는 에어압력(약, 강)으로 설정 가능하

도록 되어있다. 안마모드 강은 주무름 속도는 48회/분, 

두드림 속도는 710회/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안마모

드 약은 주무름 속도는 30회/분, 두드림 속도는 569회/

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측정도구
3.1 설문조사    
실험 목 과 과정을 설명하고 실험자에게 동의를 얻

은 후 스트 스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TAI

와 VAS를 휴식과 안마 후에 작성하게 하 다. STAI

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 문항당 4

개 (1:  그 지 않다, 2: 조  그 다, 3: 보통으로 

그 다, 4: 아주 그 다)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

으며, 스트 스가 높을 경우 련된 항목에 높은 수

를 부과하여 20개의 항목에 한 평균을 내어 그룹별로 

안마 후 변화를 비교하 다. VAS는 특정 질환이 없

는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심리  측정도구로 합하

다고 알려져 있으며[21], 상자의 주  스트 스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해 10cm의 수평선 에 

상자가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  스트 스 정도

를 합한 치(0: 스트 스 없음, 10: 아주 심한 스트

스)에 표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mm 단 자로 측정

하 으며, 그룹별 안마 후의 변화를 비교하 다.  

3.2 뇌파
안마 후의 뇌활성도 변화를 찰하기 해 상용 뇌

 측정 시스템(PolyG-A, Laxtha Co., Korea)을 사용

하 다. 양쪽 귀볼(A1, A2)에 기 극(reference 

electrode)을 부착하는 단극 유도법을 사용하여 국제 

10-20 극법상 Fp1, Fp2, F3, F4, C5, C6, P3, P4 부

에 극을 부착하여 뇌 를 측정하 다. 실험  안구

의 움직임에 의한 잡음을 검출하여 제거하기 해 우안

의 이측 내안각(temporal epocanthus) 1cm 하방에 안

도(Electro-oculogram: EOG) 극을 부착하 다. 총 

9채 으로 부터 받은 신호는 60Hz 차단주 수로 역

통과필터를 취하 으며, 데이터는 256 Hz의 샘 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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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획득하 다. 뇌 신호는 잡음을 제거한 후 뇌 신호

에 하여 고속 퓨리에변환(Fast Fourior 

Transformation: FFT)을 취하 으며, δ (delta: 1~4 

Hz), θ (theta:4~8 Hz), α (alpha: 8~13 Hz), β (beta: 

13~30 Hz)의 크기는 EEG power(㎶
2)를 계산하 다. 이 

값은 다시 표 화를 해 Log scale로 변환시키고 뇌비

칭지수(asymmetry scores)를 계산했다. 뇌비 칭지

수는 우뇌와 좌뇌의 평균 ln(EEG power)의 차이로써 

계산되어진다(lnRight - lnLeft)[2]. 획득된 8채  뇌  

데이터  기존 연구[2][18]와의 동일한 비교를 해 스

트 스를 포함한 감정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부 인 

두엽부(frontal site)[22]의 F3, F4부의 4가지 (δ, θ, α, 

β)만을 이용해 뇌활성도 구하고 스트 스 척도로 사용

되고 있는 alpha 의 두엽 뇌비 칭지수(frontal EEG 

asymmetry)를 구하 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의 뇌

측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뇌파측정 장면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해 통계 분석 

로그램 SPSS 15.0(SPSS, Chicago, USA)를 사용하

으며, 모든 자료에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안마 후의 주 수에 따른 그룹별 종속변인의 차

이를 검증하기 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Ⅲ. 결과 

1. 그룹별 설문조사
[그림 3]은 그룹별( 조군과 안마모드 약, 안마모드 

강) 실험의 STAI  VAS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TAI는 모든 그룹에서 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VAS는 세 가지 그룹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 다(p<0.05). 이  특히 안마모

드 강에서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났다.

그림 3. 그룹별 설문조사 변화
(위: STAI, 아래: VAS)(*: p<0.05, **: p<0.001)

2. 그룹별 뇌파변화
[그림 4]는 그룹별(휴식, 안마모드 약, 안마모드 강)에 

따른 실험 수행 후 두엽부에서 발생한 뇌 (delta

, theta , alpha , beta )의 변화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세 가지 그룹에서 모두 서 인 delta , theta 가 

증가하 으며, 이  안마모드 강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p<0.05). 반면 세 그룹에서 모두 alpha 는 

감소하 고 조군인 휴식모드를 제외한

안마모드 약, 안마모드 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 beta 의 경우 안마모드 약과 안마모드 강에

서 감소하 고 이  안마모드 강에서만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p<0.05)를 보여주었다. 반면, 조군인 휴식

모드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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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그룹별 뇌파변화 (*: p<0.05, **: p<0.001)

[그림 5]는 두엽의 alpha  비 칭성을 비교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그룹별 전두엽부 alpha asymmetry 변화
(*: p<0.05)

두엽에서의 alpha  비 칭을 비교한 결과 안마모

드 강, 안마모드 약에서 좌측 두엽 비 칭(left frontal 

EEG asymmetry) 지수가 유의하게 증가 (p<0.05)하

으며 이  안마모드 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

다. 반면 조군인 휴식모드에서는 우측 두엽 비 칭

성(right frontal EEG asymmetry)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체어형 동 안마기가 단기  스트

스 완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실험군(안마모드 약, 안

마모드 강)과 조군(휴식모드)으로 나 고 안마 후

의 뇌 를 찰하 으며 각 피검자에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스트 스 정도를 조사하기 해 상태불안척도

(STAI)와 스트 스 시각  상사척도(VAS)의 두 가지 

설문을 조사하 다. 설문조사에서 조군을 포함한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피검자들의 스트 스 시각  상사

척도인 VAS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여 스트 스가 완

화하 으며 안마모드 강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여주었

다. Filed 등[2]의 실험에서는 10일간의 손 마사지와 

조군인 휴식모드의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스트 스 

련 설문조사인 POMS(The Profile of Mood State)가 

증가하여 스트 스 완화가 억제되었으며 성 스트

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의 양

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세 가지 모드에서 휴식  안마 후 모

두 서 (slow wave)인 delta , theta 가 증가하 으

며 이  안마모드 강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었

다. 이는 스트 스 완화를 한 재  도구인 마사지

[16] 외 음악[4], 뇌호흡[8], 향기치료[9] 등을 수행한 후 

나타나는 서 의 증가 양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다.  

Diego 등[18]의 연구에서는 고강도 마사지를 제외한 

강도 마사지, 동식 손 마사지에서 서 인 delta , 

theta 가 감소하여 고강도 마사지를 가장 스트 스 완

화(stress relaxation)에 도움을 다고 보고하 다. 

한 휴식모드의 조군과 0.3 MHz 고주 기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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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의 고온 마사지 수행한 결과 두 실험에서 모두 

delta , theta 의 증가하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

고하 다[19]. 따라서 마사지(massage)의 유형, 강도 

 자극(stimulation)방법에 따라 뇌 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수면이 유도된 결과로 서 (slow wavr)

가 증가하고 속 (fast wave)인 alpha 와 beta  에

서  모두 alpha 가 세 가지 모드에서 감소추세를 보이

며 조군인 휴식모드를 제외한 안마모드 약, 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beta 의 경우 안마모드 약과 안

마모드 강에서는 감소하 고 이  안마모드 강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조군인 휴식

모드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안마모드 약, 

강에서 나타난 속 의 감소는 얼굴마사지[12][13]  

신마사지[2][18] 수행 후 나타난 뇌 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동 안마기의 진동에 의한 동잡음으

로 마사지  뇌 의 획득은 제외하고 마사지 후의 

데이터만을 획득하여 분석하 다. Field 등[2]의 연구에

서는 5주간 주 2회씩 15분의 마사지 치료를 수행한 후 

26명의 실험군에서는 alpha , beta 가 감소하고 인지

능력 검사를 수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해 산

술계산의 정확도와 시간의 향상을 보고하 다. 이 실험

에서 마사지 에 측정된 뇌 변화에서는 alpha 가 증

가하다가 마사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따라서 

뇌 의 측정 시기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한  Diego 등[18]은 12명의 상자를 상으로 10

분간 마사지를 수행 후 3가지 마사지 모드  고강도 

마사지에서만 alpha , beta 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 다. 16명을 상으로 실시한 본 실험에서도 15

분간의 마사지 이후  안마모드 강에서만 alpha , beta

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마사지의 수행 시간 등의 실험 로토콜의 차이 따

라서 다른 뇌 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뇌의 좌측 두엽은 정  감정과 행동(positive 

emotion & behavior) 처리(processing), 우측 두엽은 

부정  감정(negative emotion & behavior)처리를 담당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6][22]. 이를 근거로 두엽 

alpha 비 칭성(frontal alpha asymmetry)을 이용하여 

감정 상태를 악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

며 일반 으로 alpha 의 활성화가 우측에 우세할 때는 

부정  감정과 반응(reaction)을 측하며 반면 alpha

의 활성화가 좌측에 우세할 때는 정  반응과 반응을 

반 한다고 알려져 있다[14][15][23]. Field 등[1]은 어린

이들과 청소년을 상으로 20분간의 마사지 치료 후 우

뇌 활성화가 감소하고 좌측으로 이동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안마모드 강과 약에서 마사지 이후 좌측 

두엽의 활성도가 증가하 으며 이  안마모드 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학교에 재학 인 건강한 20  성인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Diego 등[18], Field 등[2] 

 Donoyama 등[24]은 실험군을 성별, 학력, 수입, 인

종, 마사지 경험 등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하 다. 

 따라서 나이, 성별, 체지방, 안마횟수, 시간, 다양한 

안마모드 등에 한 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상자 

수의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

해 개별특성에 맞는 최 의 안마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 를 이용하여 조군인 휴식모드,

안마모드 약과 안마모드 강의 세 가지 모드에 따라 뇌 

의 변화를 찰하고 이를 통해 체어형 동 안마기의 

마사지가 단기  스트 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고 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휴식  안마시행 후 설문조사 결과 상태불안척도

(STAI)가 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한 스트 스 시각  상사척도(VAS)에서

는 휴식모드, 안마모드 약  안마모드 강의 세 가

지 모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

다. 이  안마모드 강에서 조군과 안마모드 약에 

비해 가장 큰 감소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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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수면이 유도된 결과로 서

인 delta , theta 가 증가하 으며 이  안마모

드 강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반면 마사지 

이후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alpha 는 감소하고 

조군인 휴식모드를 제외한 안마모드 약, 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beta 의 경우 안마모드 약

과 안마모드 강에서는 감소하 고 이  안마모드 

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3. 두엽 alpha 비 칭성(frontal alpha EEG 

asymmetry)을 비교한 결과 안마모드 약과 안마

모드 강에서 마사지 후 좌측 두엽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본 실험에서 설문조사  뇌 변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모드   안마모드 강이 스트 스 완화에 가장 효

과 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마사지를 모

사한 체어형 동안마기를 이용한 안마가 스트 스 증

상 완화를 한 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차후 다양한 개인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분석방법

을 통한 스트 스완화 효과 검증의 연구가 추가된다면 

스포츠분야와 안마기  헬스 어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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