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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경부 통증을 가진 노인을 상으로 소루마사지 요법을 용하여 두경부 통증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주 역시 노인건강센타에서 선정 기 에 합한 65세 이상 노인에서 실험

군 30명, 조군 16명 총 46명을 상으로 8주간 주 2회, 총 16회의 소루마사지요법을 30분간 실시하 다. 그 

결과 두경부 통증이 남자와 여자 모두 실험 , 후에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남녀를 구분

하지 않는 분석에서도 두경부 통증의 실험 , 후 차이가 유의하 다. 소루마사지요법은 근육의 긴장으로 인

한 노인의 두경부 통증의 감소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 노인들의 건강유지  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리 용할 수 있는 재  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se the effect of Soru massage therapy on pain of the head and neck of 46 seniors aged over 65. 

The therapy was given twice a week for eight weeks and a total of 16 sessions for 30 minut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in 

average on the head and neck of the male and female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test group who had a random 

test, the average of pain on the head and neck of the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Soru massage 

therapy showed positive results for pain on the head and neck of elderly persons, which indicates that it can improve their health 

and quality of living. Therefore, this study is an arbitrary alternative therapy which can be applied for the elderly who have pain 

on the head and neck caused by muscular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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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 의 향

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상

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에 한 

건강유지와 건강증진 등에 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

되고 있다[1-4]. 한 건강의 유지와 증진 뿐 만 아니

라 질병의 치료를 목 으로 체의학에 한 의료인

과 일반인의 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체요법이 소개되어지고 있다[5,6]. 체요법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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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방하고, 

자연치유력을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를 회복시킨다. 

마사지는 인간 활동의 기원과 함께 자연 발생 인 

습 으로 인한 경험에 의한 수기  요법으로 사용되

어 왔으며, 의학에서는 환자의 치료  마사지로 

연구되어 수세기 동안 그 발 을 거듭해 오고 있다

[7]. Ernst [8]는 마사지요법이 노폐물의 제거와 양

소  산소공 의 원활함으로 인한 신진 사를 원활

하게 한다고 하 다. 마사지요법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 등에 손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인체의 연조직을 자극하여 열을 발생시켜 

을 확장하여 액순환과 림 순환을 진시킨다[9]. 

한 머리와 목의 마사지가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감

소, 안정 상태인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하며, 심

박수는 안정화되고,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며, 불안, 스

트 스 완화에 효과 이다[10]. 한윤주가 개발한 소루

(疏漏) 마사지요법[11]은 찰법을 사용하여 에 지를 

발생시켜 에 지 순환으로의 장애를 제거하고, 근육의 

액 순환 증진, 신체의 조직, 특히 근육이나 신경계

에 새로운 활력소를 가해주고, 근육의 피로 회복, 운

동 신경의 활동 진으로 근육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긴장성 통증은 다양한 강도, 

빈도  지속시간을 가지고 개 양측 측두부, 후두

부, 목, 어깨부 에 둔통이나 조이는 느낌, 압박감 등

으로 나타나며 체 통증의 약 80-90%를 차지하여 

일반 임상환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어

떤 질환의 증상이거나 혹은 어떤 유해한 물질에 의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통증을 일으키는 원

인은 상당히 많으며 통증의 양상도 원인에 따라 다르

다[12].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 인 노화

와 더불어 신체 , 정신 , 사회 , 심리 인 변화로 

인하여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통증 등의 만성 질환을 

겪고 있다[13]. 두경부 통증 효과에 해 업주부, 

환자실 환자, 년 여성, 스트 스성 징후를 가진 여

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 스, 불안, 피로, 수

면, 심리  생리  반응에 해 정 인 결과를 보

다[10,14]. 노인의 긴장성 통증은 노인의 신체를 약

화시키고, 불안을 형성하는 등 신체 , 정신  문제를 

야기 시키며 이는 더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유지  증

진, 삶의 질의 증가는 신체질환, 심인성 장애, 사회  

는 환경 인 요인에 하게 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해 다양한 개선의 방법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추부 근육 긴장으로 인한 두경부 

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소루마사지 요법을 시행하여 

통증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주 역시 노인건강센타에서 경추부 근육 긴장으

로 두경부 통증이 있는 노인들을 상으로 본 연구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의

사를 밝히며 동의서에 서명한 46명을 표본으로 선정

하 다. 상자는 실험군 30명, 조군 16명이었다. 

상자 선정 기 은 무작  표본 추출 방법으로 하 으

며 격일제로 나뉘어 홀수 날에 온 사람은 실험군으로, 

짝수 날에 온 사람은 조군으로 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시술방법이 틀리므로 상자들의 심리 인 

향을 배제하기 해서 시간을 분리해서 용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본 연구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서에 서명한 자, 

평소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 실험기간 동안 두경

부 통증에 한 약물요법, 비약물 요법  기타 치료

를 받지 않을 자, 8주간 (주 2회, 총 16회)의 소루요법

마사지 실시기간 동안 꼭 참여할 의지를 표명한 자로 

하 다. 다만 근육의 긴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만성두통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는 제외하 다.

2.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하여 Scott

와 Huskisson이 개발한 시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여 실험 과 실험 

후에 주 으로 느끼는 증상의 정도를 0-10 cm의 

실선 에 4단계로 나 어 해당된 증상의 정도를 직  

표시하게 하 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주 인 

느낌의 정도는 소루마사지 요법을 용한 후의 개선 

정도에 따라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숫치는 작아지며,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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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커질수록 통증이 개선되어 좋아짐을 의미한다.

2) 실험 방법과 차

조용하고 외부 자극이 거의 없는 실내에서 시행하

으며 실험군에 한 소루마사지요법에 한 구체

인 방법은 먼  약 5분 동안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30회 정도 시행하 다. 뒷목 추  부근

(경추 7번-흉추1번)을 심으로 약 10-20분 정도 원

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시행하 다. 그 후 좌우측 뒷목

에서 어깨까지 약 5분정도 시술하는데 더 불편한쪽 

주로 마사지를 시행하 다. 시술 받는 동안 피시술

자는 계속 호흡을 하면서 느낌을 찰하게 하 다. 정

리 단계로 약 10회 정도 호흡을 하 다. 조군은 약 

5분 동안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30회 정

도 시행하고 조용히 엎드려 운 상태에서 외선 치

료기를 20분정도 조사하 다.

3) 자료 분석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

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 고, 남녀

로 구분하여 Chi-squre test를 실시하여 p값을 제시

하 다. 각 변수의 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서로 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하여 ANCOVA 

검정을 실시하 다. 

III. 결 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정

총 상자는 46명으로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자 9

명, 여자 21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조군은 각각 8

명으로 같았다. 교육정도, 결혼여부, 가족과의 동거, 

만성질환의 유무  연령은 표 1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결과 실험군과 조군이 서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Variable Experi-

mental 

(%)

Control

(%)

χ2 

value 

p 

value

No. 30 16

Sex 1.79 0.21

  Male 9(30.0) 8(50.0)

  Female 21(70.0) 8(50.0)

Education 3.84 0.27

  ≤Elementary 11(36.7) 3(18.8)

   Middle 8(26.7) 6(37.5)

   High 4(13.3) 5(31.3)

  ≥College 7(23.3) 2(12.5)

Marriage 0.33 0.72

   Yes 23(76.7) 11(68.8)

   No 7(23.3) 5(31.3)

Family living  

  together

1.03 0.32

   Yes 23(76.7) 10(62.5)

   No 7(23.3) 6(37.5)

Chronic disease 0.33 0.72

   Yes 7(23.3) 5(31.3)

   No 23(76.7) 11(68.8)

Age - 0.09

Mean±SD 67.8±7.3 71.1±3.4

2.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실험군에서 두경부 

통증의 실험 , 실험 후 값 비교

실험군(그림 1)에서 남자의 경우 두경부 통증의 실

험  평균은 2.89±1.05, 실험 후 평균은 3.89±0.33이

었고 이들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p=0.03) 통

증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 두경부 통

증의 실험  평균은 2.33±1.02, 실험 후 평균은 

3.90±0.30이었고 이들의 차이도 통계 으로 유의하여

(p=0.00) 통증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3.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조군에서 두경부 

통증의 실험 , 실험 후 비교

조군(그림 2)에서 남자의 경우 두경부 통증의 실

험  평균은 2.88±0.35, 실험 후 평균은 1.88±0.8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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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p=0.01). 여자의 경우 두경부 통증의 실험  평균은 

2.88±0.35, 실험 후 평균은 1.75±0.71로 통증이 개선되

지 않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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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남, 녀 실험군에서 
두경부 통증의 실험 , 후 값 비교

Fig. 1 Comparison of head and neck pain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male and female experimental 

group(Soru massag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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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남, 녀 조군에서 
두경부통증의 실험 , 후 값 비교

Fig. 2 Comparison of head and neck pain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male and female control group 

4.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모든 상자의 실험 

, 실험 후 값 비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실험군(그림 

3)에서 두경부 통증의 실험  평균은 2.50±1.04, 실험 

후 평균은 3.90±0.31로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

의하게 통증이 개선되었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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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모든 상자에서 
두경부 통증의 실험 , 후 값 비교

Fig. 3 Comparison of head and neck pain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all subjects(Soru massage 

therapy)

IV.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에게 소루마사지요법을 용한 후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경부 통증의 실험 과 실험 

후의 변화를 비교하 다. 일반 으로 마사지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부분이 향기요법을 이용한 환자에게 

용한 연구[6.7]가 많았다.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

경부 통증에 련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아 다소 어

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한 이유는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리주기, 임신, 출산, 

모유수유, 피임과 폐경이라는 생물학 인 특징과 신체

 증상과, 감정, 스트 스를 다루는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 기 때문이다[15].

두경부 통증은 후두-환추 은 C1의 신경 지배

를, C2-C3의 돌기사이 은 C3의 신경 지배를 받

고 있으며, 상부경추신경은 C1-C3의 배측 회색 기둥 

세포에서 구심성으로 삼차신경으로 나 어진다. 한 

상부 세 개의 경추의 활액 이 삼차신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후두부 에 통증을 인지하게 되고 환추

에서 경추의 회 동작의 55-58%가 일어나므로 

C1-C2에 나타난 생리 인 장애는 가동 범 를 

감소 시켜 그 결과 두경부 통증이 발생한다[16]. 한 

목, 어깨, 견갑부 가 뻣뻣한 느낌이나 불편감 등의 

동통이 동반 될 때는 근육의 이상일 경우가 많으며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과 이를 싸고 있는 근막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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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갑작스런 과부하로 발생된다. 

두경부 통증을 완화하기 한 방법으로 침 요법, 

마사지, 동종요법 등이 체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고

만성통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에 많은 문제를 

보 고[17], 한 경락마사지를 받은 상자는 받기 

보다 통증정도나 통증빈도가 감소하 다[18]. 이는 

경 부 를 자극하여 마사지를 함으로써 근육 속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여 액과 림 액의 순환을 진

시키고 뇌하수체로부터 엔돌핀을 방출하여 통증이 완

화되었다. 경락마사지가 근막동통 증후군의 동통과 자

각증상에 향을 미치며, 두경부 경락마사지가 업주

부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며, 마사지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를 효과 으로 완화하기 한 처

방안으로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6]. 노년기의 만

성질환은 통증, 신체기능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근

육이 강직되고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한 

의 구조가 변형되어 의 가동력이 어들고 

근육경련을 유발하여 불편감이 반복된다. 

마사지에 한 국내의 선행 연구[6,7,10-13,18]를 보

면 통증과 유연성에 모두 효과가 있었다. 즉 유연성을 

제한하는 근육의 긴장은 수기요법을 이용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범

를 넓히게 한다. 치료마사지를 용하 을 때 환자들

의 반응은 매우 호의 이었으며 심리 인 효과가 상

당히 큰 것으로 여겨졌다. 에 지의 교환이 마사지의 

문지르기, 손 기, 마찰하기, 르기 등의 만지기에서 

이루어진다. 만지기와 하기는 인간을 편안한 상태

로 이끌어 가는 가장 효과 있는 자극이며 그 만큼 의

미 있게 통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사지는 

자가 마사지 분야에서 빠르게 발달하 는데, 두경부 

마사지가 그 핵심으로 뇌 척수액이 흐르는 리듬에 

향을 주어 신체 곳곳의 치료에 필요한 메시지를 달

하고, 신체의 자가 치료 매커니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 , 육체  스트 스를 이고, 뇌의 

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어 긴장성 두통 등을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루 마사지 요법을 용 시 

두경부 통증이 일정부분 개선됨은 의미 있는 결과라

고 생각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경부 통증을 가

진 노인을 상으로 소루마사지 요법을 용하여 두

경부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선정 기

에 합한 65세 이상 노인 총 46명을 상으로 8주간 

주 2회, 총 16회를 30분간 실시하 다. 그 결과 두경

부 통증이 실험군에서 남녀 모두 실험 , 후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여자의 경우 실험  평

균은 2.33, 실험 후 평균은 3.90으로 유의하게 통증이 

개선되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경부 통증이 실험  평균은 2.50, 실험 후 평균은 

3.90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러므로 소루마사지

요법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노인의 두경부 통증의 

감소에 유용한 재  체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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