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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하체 경락 수기요법이 비만 여성들의 신체구성과 혈중지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비만 여성 3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하체 경락수기요법군 15명과 반신욕 병행 하체 경락수기요법군 
15명을 대상으로 5주간 주2회로 처치하였다. 신체조성의 변화에서 두 집단 모두 BMI,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이 감소
하였고, 혈중지질의 변화에서도 TC, LDL-C, TG는 감소하였다. HDL-C는 경락수기요법군 0.98%, 반신욕 병행 경락
수기요법군은 1.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체 경락 수기요법의 5주 처치는 중년 비만 여성들의 신체
구성과 혈중 지질이 감소하여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하체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권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경락 수기요법, 신체구성, 혈중지질,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impacts of lower body meridian hand therapy on changes in 

obese women’s body composition and blood lipid. 30 obese women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carried out twice a 

week for 5 weeks on 15 subjects in lower body meridian hand therapy group and 15 lower-body bathing/lower body 

meridian hand therapy group. For changes in body composition, BMI, body fat and waist-hip ratio decreased in both 

groups, while for changes in blood lipid, TC, LDL-C and TG decreased while HDL-C increased by 0.98% in the 

former group while 1.12% in the latter group. Thus, the 5-week treatment of lower body meridian hand therapy was 

effective for improving body composition, decrease of blood lipid and of middle-aged obese women, so which can be 

recommended as lower body obesity management program in 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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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의 생활환경은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생

활의 질이 향상되었고, 물질의 풍족함을 향유하며 살아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체활동은 어지고 운동량이 

고 운동능력 한 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고지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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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섭취량의 과다로 인한 고도비만 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 인 변인들이 있어 인의 건강을 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1]. 비만은 인슐린 항성 당뇨병

(type Ι 당뇨병)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인자를 만들

어냄으로서 많은 질환과 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

는데 특히, 내방지방축 으로 인한 복부비만은 순환계질

환을 비롯한 사성질환의 요한 험요인으로[2], 비만

으로 인한 원인으로 순환계 등에 부담을 주어 심 질

환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3, 4].

비만이란 단지 체 이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육

이나 골격을 제외한 인체조직에 체지방량이 정상범 를 

벗어나 남자는 체 의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으로

[5], 에 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피하지방층과 체조직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6]. 년여성의 비만은 임

신 때의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와 출산 후에도 계속되는 

과다 양공 과 올바르지 못한 산후 리로 인한 체 증

가[7]와 폐경기를 후로 에스트로겐과 도 지단백 

콜 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LDL) 수용체의 활

동 감소로  지질농도가 격히 증가하고, 로게스

테론의 분비 하로 피하지방을 과도하게 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 활동성의 증가로 인해 비만해지기 쉬우

며, 특히 퇴부 에서 복부주 로 지방의 축 률이 증

가하게 된다[8]. Tremblay 등[9]과 Kang 등[10]은 총 체

지방 증가가 사증후군에 향을 미치지만 특히 어느 

부 에 분포하느냐에 따라 더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는데, 일반 으로 여자는 둔부나 퇴부 에 지방이 많

이 축 되는 둔부형 비만이 많으며[6], 그 에서도 하체

비만은 액순환  림 순환 하 등의 순환장애로 인

한 피부구조의 조직학 인 변화로 하지부종  통증, 하

체 비만의 상태를 야기시킨다[11].

하체 비만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는 식이요법, 운동요

법, 행동수정요법, 수술요법, 약물요법[12]과 수기요법으

로 림 드 나쥐, 경락 수기요법, 아로마테라피, 스웨디

시 마사지, 아유르베다 마사지, 타이마사지 등 다양한 방

법들이 권장되고 있는데, 그 에서도 경락 수기요법은 

동양의학의 경락을 기 로 서양의학의 수 기술인 마사지 

개념을 가미한 수기요법으로[13], 인체의 에 지(기의 흐

름)을 활발하게 하여 치료 효과를 극 화하는 것으로서 

액과 림 액의 흐름을 진시켜 신진 사를 왕성하게 

하고 근골격계의 이상이나 치 변형을 조 , 내부 장기

를 자극하여 그 기능을 조 , 자율신경 등을 조 하여 

반 인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신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조장하여 이상 증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낸

다[14]. 반면에 반신욕(lower-body bathing)은 통 으

로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한다는 건강법으

로 하반신의 따뜻한 액과 상체의 차가운 액사이에 

류 상이 일어나 액순환이 진되고 수축되었던 

이 확장되어 체내에 있는 노폐물  독소가 땀과 함께 

배출되어 근골격계  염, 비만증, 스트 스 등의 증

세가 있는 분들에게 권장되는 목욕법이다[15]. 

최근 들어 국내ㆍ외 으로 체요법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의학의 경락 개념을 마사지와 결합시킨 

경락마사지의 효과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16], 김양 [17]은 비만과 련이 있는 성인병 

방  비만체형 개선에도 정 인 효과가 있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 고, 윤은재와 김 란[18]도 아로마 에

센셜 오일을 이용한 경락마사지를 용하여 하체 비만

리를 실시한 후 체 이 표 과 과체 인 조군과 비만

군인 실험군에서 모두 총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성지방, 당 수치가 감소하 고, HDL 콜 스테롤 수

치는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김해민 등[10]도 하체 부

에 셀룰라이트를 가진 20  후반에서 40  후반 여성을 

상으로 한 아로마 다리 마사지 후 퇴 상부, 부  

종아리, 발목, 피하지방 두께변화에 감소 효과를 나타내

어 하체 경락마사지는 아름답고 슬림한 다리 리와 비

만에 효과 인 방법이라 하 다. 

최근의 수기요법을 이용한 하체 비만과 련한 선행

연구의 동향은 윤은재와 김 란[18]의 아로마 에센셜 오

일을 이용한 경락마사지의 하체 비만 리 효과, 아로마 

마사지와 스웨디쉬 마사지 효과[5, 19], 림 드 나쥐 효

과[6], 밴디지요법 효과[11] 등이 보고되고 있고, 반신욕

과 련된 연구로는 최숙자[20]의 반신욕과 등 마사지가 

직장인의 액성상  뇌기능, 스트 스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체성분 변화[15, 21], 스트 스 변화에 미치는 효

과[22], 피로회복  지질 변화[23, 24]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자연치유 능력을 강화ㆍ보완

해 주고 임상의학에서 보조 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완

체요법에 한 심과 수요가 증가함[25]에 따라 체요

법의 하나인 경락 수기요법과 반신욕을 비만 년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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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HTG(n=15) HB+MHTG(n=15) t p

Age (yr) 49.53±1.68 49.40±2.84 .156 .133

Height (cm) 159.67±2.69 150.13±3.29 -.425 .674

Weight (kg) 60.54±6.56 66.52±7.22 -2.380 .024

Mean±S.D, MHTG : Meridian Hand Therapy Group, Half Bath & Meridian Hand Therapy Group

*p<.05 : p-value is measured by paired t-test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을 상으로 하체 경락 수기요법과 반신욕을 복합병행 

용하여 신체구성과 지질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는 

상 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년 비만 여성들을 상으로 하

체 경락 수기요법과 반신욕을 병행하여 실시한 그룹과 

하체 경락 수기요법만을 처치한 그룹으로 나 어 처치한 

후 집단 간 신체구성과 지질의 변화를 비교ㆍ분석하

여 피부 리실에서 하체 비만 리 로그램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년 비만 여성들의 신체구성과 지질

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서울시에 소재한 K 피부 리실

에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최근 1년간 피부 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피부 리실을 다닌 경험

이 없는 연령이 40  이상으로 한비만학회[26]가 권고

하고 있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kg/m² 이상이거나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년 비만 

여성으로 Rosco(1975)의 표본의 크기[27]에 따라 통계학

으로 요구되는 30명  하체 경락수기요법군 15명과 

반신욕과 하체 경락수기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한 그룹 15

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모든 상자들은 심장 질환

이 없거나 방사선 치료환자나 악성 종양이 없는 분, 재 

특별한 치료를 목 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자들

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이들 연구 상자의 신체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방법 및 절차

2.2.1 신체조성 검사

신체조성 검사 에 미국 학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2000)[28]의 체성분 

검사 지침에 따라 4시간 이내에 식음료를 하며 검사  

·소변을 보도록 권고하 다. 한 격렬한 신체활동과 

카페인을 포함한 이뇨제의 복용을 하도록 한 후 측정

하 다. 피험자는 최소한의 복장으로 체성분 측정장비

(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부 별 직  

다주 수 측정법(Direct Segmental Multi-frequenc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Method, DSM-BIA)

으로 신장(㎝), 체 (weight: kg), 체지방률(percent body 

Fat: %), 복부지방률(waist-hip ratio),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 시 자세는 

나이와 신장을 입력한 후 맨발로 양쪽 발 에 균등하게 

올라간 다음 양손에 손 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양팔

은 15˚ 가량 벌린 후 측정하 다.

2.2.2 혈중지질 검사

지질 검사 시 연구 상자들에게 24시간 부터 흡

연이나 음주, 약물, 카페인 섭취와 과도한 신체활동을 하

도록 하 고, 경기도 A시에 치한 Y병원에 검사를 의뢰

하 으며 피험자는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간호사가 1회

용 주사기로 하체 경락 수기요법 처치 과 5주 처치 후에 

총 2회 걸쳐 채 을 실시하 다.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

한 후 익일 상완정맥에서 10㎖의 액을 채취하 다.

채 된 액은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revolution 

per minute)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로슈 시약을 사용

한 엔자임법을 이용하여 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성지방(triglyceride: TG), 고 도 지단백질 콜

스테롤(HDL-cholesterol), 도 지단백질 콜 스테롤

(LDL-cholesterol)을 측정하 다.

2.2.3 하체 경락 수기요법 프로그램

하체 경락 수기요법(Lower Body Meridian Hand 

Therapy) 로그램의 구성은 <Table 2>와 같이 안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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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ridian hand therapy and lower body bathing program
Stage Contents

Warm-up(10 min)

ㆍAccessory remove

ㆍGown wear 

ㆍHair turban(loose )

 

 

 * 5 week treated

 * 2 repetition/week 

  10 repetition execution

Haif Barth(20 min)

ㆍWater temperature : 37∼39°Ｃ 

ㆍWater height : bath water amount 150∼170ℓ(diaphragm)

ㆍRoom temperature : 22∼26°Ｃ

ㆍHumidity : 50%∼60%

Oil Spread(5 min) ㆍJojoba oil (3㎖) 

Lower Body Meridian Hand Therapy

(25 min)

ㆍAn Nam-hoon((2003) techniques reconstruction

 - Leg front, rear sweep cycle & scoop motion

 - Inner thigh, outer sweep cycle motion

 - Whole leg sweep cycle motion

Cool Down

(5 min)
ㆍstretching(leg)

[29]의 방법에 따라 지압하기, 쓸어주기, 원 그리기, 마찰

하기, 집어주기, 튕겨주기, 호흡하기 등의 방법으로 5주

간 주 2회로 실시하 다(Fig. 1). 실험실 환경은 실내온도 

22∼26℃, 습도 50∼60%의 항온ㆍ항습 상태에 따라 K피

부 리실에서 25분으로 구성하 다. 하체 리에 사용된 

경락 수기요법은 비만에 미치는 효과가 상되는 족태양

방 경, 족삼음경, 족양명 경, 족소양담경을 순으로 

리하 고, 연구 상자는 속옷만 입게 하고 리실의 가

운을 착용한 후 편안한 자세로베드에 눕게 하 다. 리 

부 를 제외한 모든 부 는 덮어 주었고 리  하체 부

를 온습포로 닦아 낸 후 조조바 오일(golden jojoba, 

jenec australasia PTYLTD: 2012) 3㎖를 이용하여 안남

훈의 경락 수기요법 교육을 받고 3년 이상 경력자 3명이 

동일한 방법과 시간으로 실시하 다. 

[Fig. 1] Meridian hand therapy method

이애란과 한길수[30]의 선행연구에서 족욕과 림 드

나쥐 4주 처치는 스트 스 호르몬의 수치의 변화에 미

치지 않은 원인으로 처치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체 경락 수기요법 로그

램은 5주간 주 2회 10회로 1회당 45분간 실시하 고, 

비단계 10분, 오일 도포 5분, 하체 면, 후면 경락수기요

법 25분, 마무리 5분 등의 순으로 구성하 다. 

2.2.4 반신욕 프로그램

반신욕(Half Body) 로그램의 구성은 최숙자[20]의 

방법에 따라 수온계로 37∼39℃의 온수를 맞춘 후 욕조 

물의 양 150∼170ℓ(횡격막까지)로 하 고, 실내온도 22

∼26℃, 습도 50∼60% 정도로 유지하 다. 실험자는 가

볍게 샤워를 한 후 일회용 팬티만을 착용한 후 입욕하도

록 하 다(Fig. 2). 

[Fig. 2] Half body bathing method

반신욕 시 가슴 아래 부분까지만 담그는 것은 상반신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효과

으로 냉기를 제거하기 한 것이다. 반신욕과 하체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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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body composition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t-value p ∆% Source F-value

BMI

(kg/m²)

MHTG 26.50+_1.67 26.45+_1.63 2.432* .029 -0.18% group 2.770

HB+MHTG 25.66+_0.95 25.64+_0.94 1.871 .082 -0.07% period 9.211##

t-value -1.675 -1.653 period*group 1.474

Body Fat

(%)

MHTG 35.15+_4.89 34.20+_5.14 3.557** .003 -2.70% group .994

HB+MHTG 33.94+_2.01 32.70+_1.41 5.152*** .000 -3.65% period 37.176###

t-value -.883 -1.093 period*group .696

Waist-Hip 

Ratio

MHTG 0.904+_0.02 0.892+_0.02 -3.833** .002 -1.32% group .007

HB+MHTG 0.903+_0.03 0.895+_0.03 2.256* .041 -0.88% period .927

t-value .945 -.795 period*group 18.181###

Mean±S.D, MHTG : Meridian Hand Therapy Group, Half Bath & Meridian Hand Therapy Group

BMI: Body Mass Index, Body Fat : percent Body Fat: %, WHR: Waist-Hip Ratio  

*p<.05, ***p<.001 : p-value is measured by paired t-test 

##p<.01, ###p<.001 : F-values in Two-way repeated ANOVA 

수기요법 병행 로그램은 5주간 주 2회 10회로 1회당 65

분간 실시하 고, 비단계 10분, 반신욕 20분, 오일 도포 

5분, 하체 면, 후면 경락수기요법 25분, 마무리 5분 등

의 순으로 구성하 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WIN(ver. 15.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반신욕 처치 , 후 신체조성과 

지질의 변화를 평균값(M)과 표 편차(S.D)를 산출하

다. 각 변인에 있어서 집단 간, 시기 간에 따라 차이검

증을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 으며, 집단 내 경락 수기

요법 처치 ㆍ후의 효과를 해 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각 집단 별 

사 ㆍ사후의 변화율을 평가하기 해 ∆%〔(post-pre) 

/pre x 100〕를 산출하 고, 유의 수 은 p<.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3.1 신체구성의 변화

하체 경락 수기요법 처치 ㆍ후 신체구성의 변화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와 같이 BMI의 변화에

서 경락수기요법군의 경우 처치  26.50+_1.67kg/m²에서 

5주 처치 후 26.45+_1.63kg/m²로 나타나 0.18%가 감소하

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p<.05),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는 처치  25.66+_0.95 kg/m²에

서 처치 후 25.64+_0.94kg/m²로 나타나 0.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체지방률

의 변화에서도 경락수기요법군의 경우 처치  35.15+_

4.89%에서 처치 후 34.20+_5.14%로 나타나 2.70%가 감소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p<.01), 반신

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도 처치  33.94+_2.01%에서 

처치 5주 후 32.70+_1.41%로 나타나 3.65%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1). 복부지방률의 변화에서 경락수기요법군의 경

우 처치  0.904+_0.02에서 처치 후 0.892+_0.02로 나타나 

1.32%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었고(p<.01),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도 처치  

0.903+_0.03%에서 처치 후 0.895+_0.03%로 나타나 0.88%

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5). BMI와 체지방률의 변화에서 시기 간에는 경락 

수기요법 처치 후 BMI(F=9.211, p<.01), 체지방률

(F=37.176, p<.001)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고, 복부지방률의 변화에서는 에서는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181, p<.001). 

3.2 혈중지질의 변화

하체 경락 수기요법 처치 ㆍ후 따른 지질의 변

화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와 같이 총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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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blood lipid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t-value p ∆% Source F-value

TC

(㎎/㎗)

MHTG 206.00+_26.72 198.80+_26.90 3.201** .006 -3.49% group .329

HB+MHTG 211.13+_36.68 206.80+_34.69 3.419** .004 -2.05% period 19.956###

t-value .438 .706 period*group 1.233

HDL-C

(㎎/㎗)

MHTG 51.38+_12.24 51.89+_11.61 1.163 .264 0.98% group 11.829##

HB+MHTG 67.88+_13.49 68.65+_15.46 1.119 .282 1.12% period 2.459

t-value 3.356** 3.506** period*group .103

LDL-C

(㎎/㎗)

MHTG 124.20+_22.14 123.26+_22.79 -2.824* .014 -0.75% group .062

HB+MHTG 121.46+_31.04 121.06+_31.66 .307 .764 -0.32% period .157

t-value -.181 -.314 period*group .981

TG

(㎎/㎗)

MHTG 148.66+_58.84 140.26+_54.67 5.091*** .000 -5.65% group 9.564##

HB+MHTG 89.73+_45.55 86.20+_39.31 1.534 .147 -3.93% period 17.744###

t-value -3.067** -3.109** period*group 2.951

Mean±S.D, MHTG : Meridian Hand Therapy Group, Half Bath & Meridian Hand Therapy Group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TG: triglyceride

*p<.05, ***p<.001 : p-value is measured by paired t-test  

#p<.05, ##p<.01, ###p<.001 : F-values in Two-way repeated ANOVA 

스테롤의 경우 경락수기요법군은 처치  206.00±26.72 

㎎/㎗에서 처치 5주 후 198.80±26.90㎎/㎗로 나타나 

3.49%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었고(p<.01),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도 처치  

211.13±36.68㎎/㎗에서 처치 후 206.80±34.69㎎/㎗로 나

타나 2.05%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1).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의 경우 경

락수기요법군은 처치  51.38±12.24㎎/㎗에서 처치 후 

51.89±11.61㎎/㎗로 나타나 0.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고,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도 처치  

67.88±13.49㎎/㎗에서 처치 후 68.65±15.46㎎/㎗로 나타

나 1.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통

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의 

경우 경락수기요법군은 처치  124.20±22.14㎎/㎗에서 

처치 후 123.26±22.79㎎/㎗로 나타나 0.75%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는 처치  121.46±31.04㎎/㎗

에서 처치 후 121.06±31.66㎎/㎗로 나타나 0.32%가 감소

하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성지방의 경우 

경락수기요법군은 처치  148.66±58.84㎎/㎗에서 처치 

후 140.26±54.67㎎/㎗로 나타나 5.65%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1), 반신욕 병

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는 처치  89.73±45.55㎎/㎗에서 

5주 처치 후 86.20±39.31㎎/㎗로 나타나 3.93%가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콜 스테롤의 변화에서 시기 간에는 경락 수기요

법 처치 후 총 콜 스테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고(F=19.956, p<.001), HDL-C에서는 

집단 간(F=11.829, p<.01), 성지방에서는 집단 간

(F=9,564, p<.01), 시기 간(F=17.744, p<.001)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신체구성은 인체지방(body fat) 그리고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로 체 에서 신체 지방량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인체의 신체구성(body composition)은 태어나

서부터 성장과정  지속 으로 변화하며 체지방량과 피

하 지방량은 신체발육과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신체구성은 개인의 양,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31].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2002년 성인 여성의 비만은 

29.4% 으나 45∼64세 여성의 경우 비만이 42.5%로 나

타나 년 이후 여성비만이 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데[32], 년 여성에게 있어 과체 은 

여러 가지 성인병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단히 높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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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과체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체 과 련된 사증후군의 발병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33]. 비만 리를 한 일차

인 비만 기 은 BMI에 의한 분류가 권장되고 있는데, 최

근 허리둔부 둘 비보다 체질량지수와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밝 진 허리둘 [34]는 체질량지수보다 질병 발

생 험을 더 잘 반 하여 체질량지수가 25kg/m² 미만인 

경우에도 허리둘 가 크면 사성질환의 험이 높아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허리복부의 둘 와 엉덩이 

둘  비율을 나타내는 복부지방률과 련하여 이향숙 등

[24]은 20  후반에서 40  반의 여성 10명을 상으로 

8주간 매일 반신욕을 실시 한 후 처치  평균 0.867%에

서 처치 후 0.861%로 각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 고, 이시경과 오정숙[15]도 BMI가 30kg/m² 이상인 

연령이 20  반인 남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6주간 

매일 30분간 반신욕을 실시한 후 복부지방률이 처치  

평균 0.95%에서 6주 처치 후 0.87%로 각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

가지로 두 집단 모두 복부지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여성의 정상치인 0.85보다 높게 나타나 이는 복부

비만에 의한 유리지방산의 증가로 당 이용율의 하로

[36] 인해 인슐린 항성에서 유리지방산 농도가 높아지

면서 확장 작용 억제로 허 성 심장질환 발생을 

래할 수 있다[37, 38]. 

최근 들어 국내ㆍ외 으로 체요법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양의학의 경락을 기 로 하여 서양의학

의 수 기술인 마사지 개념을 가미한 경락 수기요법은 기

의 통로인 경락에 분포하는 반응 인 경 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극함으로써 기 순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

법으로 각 받고 있는 추세이다[13, 39]. 이와 련하여 

이나라와 권혜진[6]은 40〜50  여성 8명을 상으로 5

주간 주2회로 하지 림 드 나쥐를 10회 리 후 왼쪽 

퇴부는 56.98cm에서 55.29cm로 감소하 고, 오른쪽 퇴

부도 57.2cm에서 55.26cm로 감소하 고, 체지방률에서

도 리  34.35%에서 리 후 33.56%로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 윤신  등[40]도 BMI가 25 kg/m² 이상인 

년여성 10명을 상으로 12주간 주2회로 스포츠마사지 

처치 후 BMI는 26.02kg/m²에서 25.46 kg/m²로 감소하

고, 체지방률은 33.87%에서 32.36%로, 체지방량에서도 

25.70kg에서 24.05kg으로 각각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윤은재와 김 란

[18]도 학에 재학 인 여 생 12명을 상으로 8주간 

주2회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하체 비만 리

를 실시한 후 체 이 79.5kg에서 78.15kg로 감소하 고, 

허벅지 지수에서도 61.33cm에서 58.00cm로, 종아리 지수

의 경우도 43.33cm에서 39.60cm로 각각 감소했다고 보고

했고, 정선화[41]도 20〜30  여성 12명을 상으로 하체 

비만 리에 한 고주 와 석션 리로 4주간 10회 리 

후 BMI에서 23.7kg/m²에서 23.2kg/m²로 감소하 고, 체

지방량에서도 20.86kg에서 19.75kg로 감소했다고 보고하

다. 반신욕과 련하여 이시경과 오정숙[15]은 BMI가 

30kg/m² 이상인 연령이 20  반인 남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6주간 매일 30분간 반신욕을 실시한 후 체성분

의 변화에서 체질량지수(BMI)는 처치  평균 

32.9kg/m²에서 처치 6주 후 평균 28.0kg/m²로 감소하

고, 체지방률에서도 평균 34.2%에서 6주 후 평균 31.6%

로 각각 감소하여 반신욕이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감

소에 효과 이라고 하 고, 이향숙 등[24]의 연구에서도 

20  후반에서 40  반의 여성 10명을 상으로 8주간 

매일 반신욕을 실시 한 후 BMI의 변화에서 처치  평균 

24.76 kg/m²에서 처치 후 평균 24.07kg/m²로 감소하 고, 

체지방률에서도 평균 33.06%에서 31.70%로 각각 감소했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하체 경락 수기요법과 반신욕 처치 후 BMI, 체지방률, 복

부지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 으로 경락 

수기요법군이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 비해 BMI

와 복부지방률에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원인은 하체 경락마사지를 통해 신체를 충분히 자극

하여 인체의 에 지인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액과 림 액의 흐름을 진시켜[42], 하체에 장된 체지

방이 쉽게 액으로 동원되어 근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짐으로써 이는 지방의 연소를 활발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지질은 액에 존재하는 콜 스테롤과 성지방 

등의 양을 말하며, 이는 식이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신체

활동 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24, 43], 비만은 지질

사 이상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도 지단백 콜 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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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C)은 고지방 증과 깊은 련을 가지고 있다. 고

도 지단백의 증가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LDL 콜

스테롤은 체내에서 질환에 아주 나쁜 향을 미침

으로써 여러 가지 질환과 깊은 련이 있다[44]. 하

체 비만과 련하여 윤은재와 김 란[18]은 학에 재학

인 여 생 12명을 상으로 8주간 주2회로 아로마 에

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하체 비만 리를 실시한 후 총 콜

스테롤은 실험  182.33㎎/㎗에서 실험 후 158.16 ㎎/

㎗로 감소하 고, HDL-C는 45.16㎎/㎗에서 47.33㎎/㎗

로, LDL-C에서도 126.66㎎/㎗에서 95.66㎎/㎗로, 성지

방의 경우도 131.66㎎/㎗에서 96.16㎎/㎗로 각각 감소했

다고 보고하 고, 김희자[45]도 년기 비만여성 22명을 

상으로 향기요법 자가 복부마사지를 6주간 1일 2회씩 

60회 실시 후 총 콜 스테롤의 변화에서 처치 에 

203.78±31.94㎎/㎗에서 처치 후 6주 후 193.72±36.38㎎/㎗

로 감소하 고, 성지방은 137.56±69.91㎎/㎗에서 처치 

후 114.78±57.39㎎/㎗로, HDL 콜 스테롤도 52.06±6.59 

㎎/㎗에서 51.61±5.46 ㎎/㎗로, LDL 콜 스테롤에서도 

124.17±27.60㎎/㎗에서 119.11±30.37㎎/㎗로 각각 감소했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한편 반신욕의 효과에서 

이향숙 등[24]은 20  후반에서 40  반의 여성 10명을 

상으로 8주간 매일 20분간 반신욕 후  지질의 변화

에서 총 콜 스테롤은 실험  190.9㎎/㎗에서 반신욕 후 

189.10㎎/㎗로 감소하 고, LDL 콜 스테롤은 109.40㎎/

㎗에서 105.20㎎/㎗로 감소하 고, 성지방에서도 실험 

 79.90㎎/㎗에서 반신욕 후 77.10㎎/㎗로 각각 감소했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고, 반면에 HDL-콜 스테

롤에서는 실험  56.90㎎/㎗에서 반신욕 후 62.00㎎/㎗

로 증가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윤은재와 김 란[18]의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하체 경락수기요법 반신욕 처치 

후 총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성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경락수기요법군이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 비해 하체 경락수기요법 처치 후 

총 콜 스테롤과, LDL-콜 스테롤, 성지방이 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락수기요법을 통해 피부

의 진피층의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뭉쳐진 셀룰라이트의 

분해[6]와 하체 경락 수기요법에 의한 자극으로 과 

림 샘의 확장·수축을 지속 으로 일으켜 조직 내의 순

환과 분배를 진함으로서 인체의 순환계를 활성화시켜

[46], 액순환 증가, 양소  산소공 을 원활하게 하

여 인체의 신진 사에도 향[47]을 미쳤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한 반신욕과 경락 수기요법 처치 후 BMI와 

LDL-C, TG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요인으로는 두 그룹 간 체 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되며, 추 후의 연구에서는 연

구 상자의 선정에서 집단 간 동질성 감사를 통한 연구 

상자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만 여성 30명(하체 경락수기요법군 15, 

반신욕 병행 하체 경락수기요법군 15)을 상으로 하체 

경락 수기요법을 달리 용시킨 후 신체구성과 지질 

변화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집단 간, 시기 간

에 차이검증을 해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신체구성의 변화에서 경락수기요법군은 처치 후 

BMI 0.18%, 체지방률 2.70%, 복부지방률 1.32%가 각각 

감소하 고,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법군에서는 체지방

률 3.65%, 복부지방률 0.8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둘째, 지질의 변화에서 경락수기요법군은 처치 후 

총 콜 스테롤에서 3.49%, LDL-콜 스테롤 0.75%, 성

지방 5.65%가 각각 감소하 고, 반신욕 병행 경락수기요

법군에서는 총 콜 스테롤이 2.05%가 감소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하체 경락 수기요법의 5

주 처치는 년 비만 여성들의 신체구성과  지질의 

감소에도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하체 비만 리 로그램으로 권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

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비만 여성들을 상으로 다양한 

마사지 로그램(경락수기요법, 림 드 나쥐, 아로마테

라피, 스웨디시 마사지, 아유르베다 마사지, 타이마사지)

을 그룹별로 처치한 후 신체조성, 하지부종  지질

의 변화, 비만 련 호르몬인 leptin, adiponectin의 변화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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