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중년 여성이란 일반적으로 연령이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여성, 즉 

노년기 이전 단계의 성숙한 여성을 의미한다(Kim et al., 2001). 중

년기 기혼여성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압박감, 공허함과 죄

책감 등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자녀의 독립에 따른 가족의 재구

조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부부생활의 재 적

응기를 맞게 될 뿐 아니라, 노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한 이중 부양 부

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Kim et al., 2002; Bae & Lee, 2020). 직장

여성은 직업적 성취도도 최고조에 이르는 반면 직업적 전환을 해야 

하는 위기도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한 긴장이 다른 

시기보다 많은 편일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보다 직업적 성취를 위한 

열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긴장도 높은 편이며 이를 위해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과 신임을 얻기 위한 시기이기도 하다

(Kang & Seol, 2012).

중년 여성은 여성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되어 갱년기를 겪거나 폐경

기를 맞게 되면서 성적 매력이 감소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생산능

력의 상실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

(Choi & Kim, 2018; Bang & Choi, 2018). 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

보다 더 심한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를 경험할 수 있으며, Troll 

(1982)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실현의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더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

나는 시기로 뇌졸중,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 및 골다공증, 

안면홍조, 발한 등의 갱년기 질환이 발생한다(Lee & Lee, 2017).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

면 폐경 및 갱년기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15년 39만 3,8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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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foot 
massage for middle-aged women in the snoezelen space. Methods: Particip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of 30 persons each: the snoezelen foot 
massage group (MSE+FM, treatment group), general foot massage group (FM, 
comparison group I), snoezelen group (MSE, comparison group II), and untreated 
(CG, control group). The foot massage program was operated at snoezelen space for 
30 min once, once a week, and four times for four weeks. Results: Muscle tone was 
lowest in the treatment group, followed by the comparison group I and comparison 
II; whereas, the control group appeared to have the highest (F=52.686, p<0.001). 
Psychological stress was lowest in the treatment group, followed by the comparison 
group I and comparison II, while the control group appeared to have the highest 
(F=141.428, p<0.001).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st in the treatment 
group, followed by the comparison group II, comparison group I, and control group 
(F=428.022, p<0.001).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highest in the treatment 
group and comparison group I followed by comparison group II, and the control 
group (F=224.395, p<0.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Swedish foot massage alone are recognized as an excellent alternative therapy; 
however, it is thought that if the snoezelen space is mediated here, it will have a 
synergistic effect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improvement.

Keywords: Snoezelen space, Foot massage, Physical effect, Psychological effect, 
Alternativ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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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9만 7,073명, 2017년 39만 8,429명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9.8% 증가하였고, 2017년 여성 연령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50대

가 61.5%로 압도적으로 높고, 60대(20.6%), 40대(17.1%) 순으로 나

타났다. 2019년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은 102만여 명으로 

남성(6만 300여 명)보다 16배나 많다. 이 중 50세 이상 여성이 95%

를 차지하였다. 폐경 전후에는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질환이 증가하

는데 지난해 병원을 방문한 우울증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

고 이는 폐경으로 인한 상실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완 요법이 제안되어 왔다(Chan et al., 2010; Deakin, 1995). 이완

이란, '긴장의 부재' 이거나 휴식 또는 심리적 이완의 불특정한 상태

를 의미한다. 정서적 안정감은 근육 이완과 공존하며, 정신적 긴장이 

근육 긴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로 근육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심리적 완화가 된다. 이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정서적 

흥분과 심리적 고통을 중화시키기 때문이다(Chan et al., 2010). 이

완 요법 중 MSE 테라피와 마사지의 단독 적용은 평형감, 심박수, 근

긴장도, 통증 등의 신체적 상태와 스트레스, 불안, 우울, 피로감 등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거로 알려져 있다

(Kim & Kim, 2014; Park et al.,  2011).

Multi Sensory Environment (MSE)테라피는 시각, 후각, 청각, 촉

각, 미각 및 전정기관 등의 다감각을 자극하는 치료 환경으로 스노젤

렌이라도 한다(Lee & Yoo, 2006). 특정 기술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나 실패가 없으며, 일정 수준의 인지 및 의사소

통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Kokoszka, 1992).

스노젤렌 도입 초기에는 지적장애와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급성기 통증 환자, 조현병을 앓는 환자, 치

매노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자로 확대되었

고 건축 영역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급성기 통증 환자에게 적용하

였을 때, 통증 지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수면 및 자기 효능감에

서도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Schofield & Davis, 1998), 출산을 하

는 임산부에게서도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Manesh et al., 

2015). 치매 환자에게서는 불안, 초조 및 치매의 심각도를 감소시켜 

주는(Sánchez et al., 2016) 등 신체 및 심리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

었다. 

지금까지 이완 요법으로써의 스노젤렌과 마사지의 단독 연구는 있

었지만 병용 연구는 소수로 존재하며 연구 대상도 임산부, 치매, 조

현병, 지적장애아 등의 환자 치료에 국한되어 왔다. 또한 스노젤렌 

개별의 단독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노젤렌공간에서 스웨디쉬 발마사지, 스웨디쉬 

발마사지, 스노젤렌의 비교분석을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피부미용 분야의 실제적인 방향을 탐색한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스노젤렌 스웨디쉬 발마사지가 중년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하고자 한다. 

스노젤렌 이라는 공간을 더 제품 지향적으로 개발하여 신체, 심리적

인 이완 상태를 즉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

함으로써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용 분야의 연구 범위

를 확장 시키며, 실무적으로 에스테틱 산업 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ethods

1. 연구대상 및 실험방법

 연구 대상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 여성 120

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스노젤렌 공

간에서 1회 30 min, 주 1회, 4주간 총 4회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실시하

였다.

스노젤렌 스웨디쉬 발마사지군 MSE+FM (처치군), 스웨디쉬 발마

사지군 FM (비교군Ⅰ), 스노젤렌군 MSE (비교군Ⅱ)및 무처치 CG (대

조군)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처치군 별로 30명을 무작위 배정하였

다.

2. 연구대상의 포함기준

신체적, 심리적으로 비정상 범위에 속하는 자이며, 다음의 선정 기

준에 적합한 자로 하였다.

1) 포함기준 

첫째, 평형감, 심박수 및 근긴장도로 측정된 신체적 상태 중 하나라

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자

둘째, 각각의 심리검사(스트레스, 안녕감,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해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

이상 소견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평형감 판단 기준(단위: s)

본 연구의 평형감 측정은 초(s)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시간이 길수록 

평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4 s 미만'을 '저 평형감'으로 정의하였고, '24.6 s 이

상'을 '고 평형감'으로 하며 '저 평형감'과 '고 평형감'을 제외한 나머지 점

수 범위를 '보통 평형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14 s 미만이면 신체적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로 간주한다. 

(2) 심박수 판단 기준(단위: BPM)

본 연구의 심박수 측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ardiio'로 측정하였

으며, 분당 심박동수(beats per minute, BPM)를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심박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60 BPM 이하'를 '저 심박수'로 정의하였고, '80.1 

BPM 이상'을 '고 심박수'로 하며 '저 심박수'와 '고 심박수'를 제외한 나

머지 점수 범위를 '보통 심박수'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80.1 BPM 이상

이면 신체적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로 간주한다(Shigetoh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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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긴장도 판단 기준(단위: Hz)

본 연구의 근긴장도 측정은 'Myoton-Pro'로 측정하였으며, 1 s 동

안 진동한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근긴장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3 Hz 미만'을 '저 근긴장도'로 정의하였고, '18.1 

Hz 이상'을 '고 근긴장도'로 하며 '저 근긴장도'와 '고 근긴장도'를 제

외한 나머지 점수 범위를 '보통 근긴장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18.1 

Hz 이상이면 신체적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로 간주한다.

(4) 심리적 스트레스 판단 기준

본 연구의 스트레스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록 

참조), 각 영역별 스트레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이다.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까지 분포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2개 영역에 해

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저 스트레스'로 정의(16-32 점)하였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2개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고 스트레

스'로 하며(64-80 점), '저 스트레스'와 '고 스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범위를 '보통 스트레스'로 정의(33-63 점) 하였다. 따라서 64점 

이상이면 심리적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로 간주한다.

(5) 심리적 안녕감 판단 기준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 참조), 각 영역별 스트레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이다.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2개 영역에 해

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저 심리적 안녕감'으로 정의(18-36 점)하였

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2개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

고 심리적 안녕감'으로 하며(72-90 점), '저 심리적 안녕감'과 '고 심

리적 안녕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범위를 '보통 심리적 안녕감'으로 

정의(37-71 점) 하였다. 따라서 36점 이하면 심리적 이상 소견이 나

타난 자로 간주한다

(6) 지각된 건강상태 판단 기준

본 연구의 지각된 건강상태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 참조), 각 영역별 스트레스 점수는 Likert 3점 척도(그렇지 않

다: 1점-그렇다: 3점)이다. 최저 4점에서 최고 12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그렇지 않다'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저 지각된 건강상태'

로 정의(4-6 점)하였고, '그렇다'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고 

지각된 건강상태'로 하며(10-12 점), '저 지각된 건강상태'와 '고 지각

된 건강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범위를 '보통 지각된 건강상태'로 

정의(7-9 점) 하였다. 따라서 6점 이하면 심리적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로 간주한다.

3. 연구 절차

1) 스노젤렌 공간의 계획

(1) 적용 시간 및 횟수

Park et al. (2011)은 스노젤렌 중재 연구에서 적용 방법 중 스노젤

렌의 중재 기간, 방문 주기, 중재 횟수, 적용 시간 등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재 방법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을 채택하여 적용

하였다.

(2) 스노젤렌 공간구성

O'Connor (1991)은 개인 치료실의 크기는 3 m×3 m-4.8 m×4.8 

m가 적당하다고 한바, 실제 크기는 가로 3.6 m, 세로 4.2 m로 하였

고, 스누젤렌의 벽과 천정은 빛의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

해 흰색을 사용하며, 여기에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등 다감각적인 자극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 전체가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벽과 천정의 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고, 화려함보다는 아늑함을 우선한다.

(3) 스노젤렌 자극 도구 구성

2010년 10월 각국의 스노젤렌 전문가 8명의 토론 참여자들이 스

노젤렌 개념과 원칙, 보편적 framework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제

시(Pagliano, 2017)한 자극 도구를 사용하였다. 참여자가 스노젤렌

에 들어서면 물기둥, 미러볼, 별 커튼, 아로마 향기, 자연을 담은 음

악 등의 다양한 감각을 처음 느끼고, 테라피 의자까지의 경로엔 양모 

매트, 면 시트와 면 쿠션의 부드러움을 접촉 하고 제공되는 오렌지가 

미각세포를 자극한다. 스윙이 되는 테라피 의자에 앉아 다감각을 체

험하면서 30 min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받으며 이때, 피부관리사와 

참여자 간의 대화는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을 시 라포(rapport,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의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ho et 

al.,  2019).

2) 사전 검사

스노젤렌 공간에서의 스웨디쉬 발마사지 프로그램 시작 전 신체

적, 심리적 상태 측정과 일반적 특성 및 동의서에 대한 자기 기재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처치

실험은 심리검사(스트레스, 안녕감,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해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자와 평형감, 심박수 및 근긴장도로 측정된 신체적 상

태 중 하나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자 120명을 선정하고 네 그룹으

로 구분하며 1회 30 min으로 일주일에 1 회, 4주간 총 4회 동안 실시

하였다. 실험 중 수면은 통제하지 않는다.

(1) Multi sensory environment+Foot massage (MSE+FM)

MSE+FM 군의 MSE+FM 프로그램(Table 1)은 스노젤렌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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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받는 병용 형태이다. 참여자가 스노젤렌에 

들어서면 물기둥, 미러볼, 별 커튼, 아로마 향기, 자연을 담은 음악 

등의 다양한 감각을 처음 느끼고, 테라피 의자까지의 경로엔 양모 매

트, 면 시트와 면 쿠션의 부드러움을 접촉 하고 제공되는 오렌지가 

미각세포를 자극한다. 스윙이 되는 테라피 의자에 앉아 다감각을 체

험하면서 30 min간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받으며 이때, 피부관리사와 

참여자 간의 대화는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을 시 라포(rapport,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의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ho et 

al.,  2019).

가장 효과적인 스노젤렌 프로그램은 스노젤렌 공간, 참여자 및 숙

련된 중재자 간의 상호작용일 때 3 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효

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재자와 참여자 간의 커뮤

니케이션은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에 의한 촉감을 의미

하며, 관리사들은 숙련도가 일정해야 한다(Haggar & Hutchinson, 

1991).

(2) Foot massage (FM)

FM군의 FM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피부 관리사에게 일반 피부 관

리실에서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1년 이상 발마사지 경험

이 있고 숙련도가 같게끔 교육을 받은 피부관리사에 의해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조용한 방에서 30 min간 받게 된다. 마사지하는 동안 피

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발 크림이 사용된다.

(3) Multi sensory environment (MSE) 

MSE군의 MSE 프로그램은 스노젤렌 공간에서 30 min간 휴식한다. 

(4) Control group (CG)

대조군은 평소에 하던 일생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마사지를 

포함한 다른 마사지 등을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을 시 신체적, 심리

적 호전으로 의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사후 검사

사전검사와 같은 척도로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형감, 심

박수 및 근긴장도의 재측정과 심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

각된 건강상태를 자기기재식으로 설문 조사하며, 대조군은 일주일에 

1번, 프로그램 처치 없이 신체적, 심리적 측정을 하였다.

4. 측정 방법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령, 교육 

정도, 종교, 가족 구성원, 직업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신체적 측정도구

(1) 평형감 (측정 단위: s)

평형감은 눈 감고 외발 서기 하는 것을 초침 시계로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편평한 바닥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고정시킨 후 오른

발을 들어 외발 서기를 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시작 신호

와 함께 두 눈을 감고, 초침 시계를 사용하여 오른발 외발서기를 2회 

실시한 후 높은 측정치를 유지한 시간을 초로 기록하였다(Murray, 

2016). 

(2) 심박수(측정 단위: Bpm)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스마트 앱인 'Cardiio'를 사

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앱을 설치하고 손가락을 아이폰 뒤쪽 카메라

에 대고 있으면 심박수가 측정된다. 체크하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정확한 분석과 통계를 구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을 입력하

고 confirm을 터치한다. Cardiio Rhythm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6.7%와 84.6%로 발표되었다(Jeena, 2015).

(3) 근긴장도(측정 단위: Hz)

비복근의 근긴장도는 마이오톤(Myoton®PRO; MyotonAS, 

Estonia)를 이용하여 근긴장도(muscle tone)를 측정한다. 마이오톤

은 근기능의 특성을 간단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

비로써 높은 신뢰도가 보고 된 바 있다(Choi et al., 2017; Bower & 

Murphy, 2016).

정확한 측정 수행을 위하여, 비복근(오금 중앙에서 수직 아래 12 

cm)에 수술용 마커펜으로 표시하여 사전, 사후 동일한 곳을 측정하

였다. 대상자들은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에서 긴장감을 풀고 4번 접은 

Table 1. Multi sensory environment and Foot massage program

Stage Sensory Stimulation method

► Step 1 Visual stimulation Bubble tube, optical fiber, mirror ball and star curtains that lead to visual stimulation.

► Step 2 Auditory stimulation Listening to music for therapy. (Tony O'Conner's Studio Horizon).

► Step 3 Olfactory stimulation Exposure to incense using an aroma diffuser (Bergamot: Lavender: Ylang-Ylang=2:3:1).

► Step 4 Tactile stimulation Feel the soft touch of the therapy chair, wool rugs, cotton cushions, and blankets.

► Step 5 Taste stimulation Eat one slice of orange provided.

► Step 6 Vestibular stimulation Relax body and mind sitting on a therapy chair.

► Step 7 Tactile stimulation by esthetician Perform a Swedish foot massage for 15 minutes on each foot, starting with the right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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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위에 왼쪽 발을 올려놓는다. 검사자는 마커로 표시된 지점에 마

이오톤을 수직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1회 평가 시 3번의 타진을 

통하여 평균값을 기록한다 

3) 심리적 측정도구

(1)심리적 스트레스(16문항)

본 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스트레스 매

니지먼트 연구소가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의 신뢰

도인 Cronbach's α는 0.89 (Lee & Jeong, 2009)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0.905 이다.

(2)심리적 안녕감(18문항)

리프(Ryff)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를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0.80이었고(Tuicomepee & Romano, 200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87 이다.

(3)지각된 건강상태(4문항)

Lawton et al. (1982)이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을 사용

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0.81이었고(Iecovich, 201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32이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였

고 통계적 검정은 5% 유의수준에서 실시하며, 적용되는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와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사용하

였다.

둘째, 스노젤렌 공간에서의 스웨디쉬 발마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

기 전 처치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의 동질성 비교를 위해 χ2

검정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처치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의 그룹 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one-way ANOVA와 사후 검정으로는 Ducan's test를 실시하

였다.  

넷째, 각 그룹의 관리 전후에 대한 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처치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의 반복측정 분석을 

위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그룹간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증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교

(χ2=37.904, p<0.001), 가족 구성원(χ2=14.002, p<0.01)를 제외한 

연령, 교육 정도,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동질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 연령, 교육정도,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이 신체 

및 심리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으로, 네 그룹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이 확보된 거로 간주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120명이었

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연령별로는 40대는 64명(53.3%), 50대는 56명(46.7%), 교육 정도

는 고등학교 졸업은 40명(33.3%), 대학교 졸업 이상은 78명(65.0%), 

기타는 2명(1.7%)이었고, 종교는 기독교는 26명(21.7%), 천주교는 

42명(35.0%), 불교는 17명(14.2%), 무교는 35명(29.2%)이었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600 만원 이상이 33명(27.5%), 600 만원 미만은 

87명(72.5%),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동거는 57명(47.5%), 자녀들

과 동거는 63명(52.5%)이며, 직업별로는 가정주부는 87명(72.5%), 

가정주부 외는 33명(27.5%)이었다.

2. 그룹간의 요인별 동질성 검증 

처치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의 평형감, 심박수, 근긴장도, 

심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는 유의수

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네 군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3. 관리 후 각 그룹의 효과성 비교

4 회 관리 후 그룹의 효과성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4)

1)평형감

처치군(M=36.5), 비교군Ⅰ(M=36.0), 비교군Ⅱ(M=37.3), 대조군

(M=35.2)의 평균값이 비슷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심박수

처치군(M=73.1), 비교군Ⅰ(M=73.6), 비교군Ⅱ(M=73.0), 대조군

(M=73.2)의 평균값이 비슷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근긴장도

처치군(M=13.9), 비교군Ⅰ(M=16.7), 비교군Ⅱ(M=16.7), 대조

군(M=18.2)으로 처치군이 근긴장도가 가장 낮았고, 비교군Ⅰ과 비

교군Ⅱ가 다음순 이었고, 마지막 대조군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2.686, p<0.001; Table 5).

실험 3차부터 처치군에서 근긴장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스

노젤렌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이완시키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서의 발마사지가 근육 및 근막의 재배치를 활

성화시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는데(Schneider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스노젤렌 환경에 적응하여 심신이 이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신체가 인지하고 적응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등 경락마사지가 근긴장도 완화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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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of homogeneit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Unit: N (%)

Variable N (%)
Group 

χ2 p
TG CG I CG II CG

Age
40’s 64(53.3) 16(53.3) 14(46.7) 17(56.7) 17(56.7)

0.804 0.849
50’s 56(46.7) 14(46.7) 16(53.3) 13(43.3) 13(43.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0(33.3) 10(33.3) 6(20.0) 8(26.7) 16(53.3)

10.113 0.120Over college 78(65.0) 19(63.3) 23(76.7) 22(73.3) 14(46.7)

Other 2(1.7) 1(3.3) 1(3.3) 0(0.0) 0(0.0)

Religion

Christianity 26(21.7) 6(20.0) 4(13.3) 4(13.3) 12(40.0)

37.904*** 0.000
Catholic 42(35.0) 14(46.7) 10(33.3) 16(53.3) 2(6.7)

Buddhism 17(14.2) 7(23.3) 4(13.3) 6(20.0) 0(0.0)

Others 35(29.2) 3(10.0) 12(40.0) 4(13.3) 16(53.3)

Income 
(1000 Won/Mon)

Over 600 33(27.5) 8(26.7) 9(30.0) 10(33.3) 6(20.0)
1.463 0.691

Under 600 87(72.5) 22(73.3) 21(70.0) 20(66.7) 24(80.0)

Family member

Living with 
spouse 57(47.5) 12(40.0) 12(40.0) 23(76.7) 10(33.3)

14.002** 0.003
Living with 
children 63(52.5) 18(60.0) 18(60.0) 7(23.3) 20(66.7)

Job
Housewife 87(72.5) 22(73.3) 20(66.7) 21(70.0) 24(80.0)

1.463 0.691
Others 33(27.5) 8(26.7) 10(33.3) 9(30.0) 6(20.0)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Table 3. Verification the similarity of the physical & psychological condition before experiment

Group
Physical condition Psychological condition

Equilibrium Heart rate Muscle tone Psychologic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ptived 
health status

TG 32.7±15.711) 72.3±4.06 18.5±0.95 3.8±0.30 2.5±0.16 1.4±0.26 

CG I 33.2±14.25 73.6±4.47 18.6±0.87 3.7±0.20 2.6±0.13 1.4±0.20 

CG II 34.1±14.72 73.6±4.27 18.2±1.08 3.8±0.23 2.5±0.14 1.4±0.22 

CG 31.7±15.85 73.0±4.56 18.1±1.04 3.8±0.25 2.5±0.17 1.4±0.30 

F (p) 0.123 (0.946) 0.579 (0.630) 1.685 (0.174) 0.982 (0.404) 2.362 (0.075) 0.075 (0.973)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1)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Verification of the physical & psychological condition after experiment

Group
Physical condition Psychological condition

Equilibrium Heart rate Muscle tone Psychologic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ptived 
health status

TG 36.5±14.831) 73.1±4.26 13.9±1.27 2.5±0.20 4.2±0.19 2.8±0.20 

CG I 36.0±14.07 73.6±4.87 16.7±1.55 2.9±0.20 3.7±0.25 2.8±0.19 

CG II 37.3±14.59 73.0±4.08 16.7±1.55 2.9±0.29 3.8±0.18 2.5±0.19 

CG 35.2±15.43 73.2±4.14 18.2±1.01 3.7±0.22 2.6±0.10 1.5±0.31 

F (p) 0.107 (0.956) 0.138 (0.937) 52.686***(0.000) 141.428***(0.000) 428.022***(0.000) 224.398***(0.000)

Duncan TG<CG II, CG I<CG TG<CG II, CG I<CG CG<CG I<CG II< TG CG<CG II<CG I, TG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1)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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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비교한 Yun & Shin (2012)의 연구에서 마사지 처치 후 근긴

장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의 근긴장도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등 경락마사지 처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 여성 근긴장

도 완화의 발마사지 처치 효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스노젤렌 처치와 근긴장도 완화 효과를 연구한 Hotz et al. 

(2006)은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노젤렌 처

치에 따른 근긴장도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스

노젤렌 환경 처치를 통해 근긴장도를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

음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심리적 스트레스

처치군(M=2.5), 비교군Ⅰ(M=2.9), 비교군Ⅱ(M=2.9), 대조군

(M=3.7)으로 처치군이 가장 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았고, 비교군Ⅰ과 

비교군Ⅱ가 다음 순 이었고, 마지막 대조군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141.428, p<0.001; Table 6).

실험 3차부터 처치군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의 효과가 현저히 나타

나는데, 이는 일관되게 유지되는 스노젤렌 환경이 단조로움을 유발

하여 일반적인 각성을 낮춰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노젤렌은 심리적인 효과가 높아지기 위해

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만 단조로움과 지루함으로 

각성이 낮추어질 수 있는데(Grealish et al., 2000), 스노젤렌 환경에 

대해 실험 3차부터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마사지가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Lee (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중년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마사지 

처치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비교한 Kim & Han (2010)의 연

구에서는 총 10회의 마사지 처치를 통해 유의미한 정신적 스트레스

의 완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Jang et al. (2009) 

또한 스웨디시 마사지 처치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Han & Jun 

(2009)은 40-60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발 반사마사지 처치에 따

른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총 10

회의 발 반사마사지 처치를 통해 유의미한 스트레스의 완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선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노젤렌 처치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실증 분석한 Jang et 

al. (200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노젤렌 처치에 따라 이들 대학

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는데, 조사대상이 중년 여성이 아닌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스

노젤렌 처치의 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ollier et al. (2018)은 직장인 16명을 대상

으로 스노젤렌 처치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연

Table 5. Muscle tone’s repeated measures ANOVA

Variable Baseline 1st 2nd 3rd 4th

TG 18.5±0.951) 16.5±0.82 16.7±0.92 16.2±1.35 13.9±1.27 

CG I 18.6±0.87 16.9±0.88 16.8±0.82 16.7±0.68 16.7±1.55 

CG II 18.2±1.08 17.2±0.88 16.9±0.94 16.8±0.94 16.7±1.55 

CG 18.1±1.04 17.8±1.27 17.7±1.29 17.9±1.21 18.2±1.01 

F (p) 1.685 (0.174) 8.509***(0.000) 6.496***(0.000) 13.836***(0.000) 52.686***(0.000)

Duncan  TG<CG II< CG TG, CG II, CG I<CG TG <CGII< CG TG<CG II, CG I<CG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1)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Table 6. Psychological stress’s repeated measures ANOVA

Variable Baseline 1st 2nd 3rd 4th

TG 3.8±0.301) 3.9±0.27 3.6±0.29 2.9±0.38 2.9±0.38 

CG I 3.7±0.20 3.4±0.26 3.4±0.23 3.3±0.19 3.3±0.19 

CG II 3.8±0.23 3.5±0.28 3.3±0.20 3.3±0.19 3.3±0.19 

CG 3.8±0.25 3.9±0.30 3.7±0.18 3.7±0.21 3.7±0.21 

F (p) 0.982 (0.404) 21.010***(0.000) 24.093***(0.000) 41.947***(0.000) 141.428***(0.000)

Duncan  CG II, CG I<CG, TG CG II, CG I<CG, TG TG<CG II, CG I<CG TG<CG II, CG I<CG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1)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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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는데, 그 결과 스노젤렌 환경 처치는 직장인들의 심리적 스트레

스를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

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심리적 안녕감

처치군(M=4.2), 비교군Ⅰ(M=3.7), 비교군Ⅱ(M=3.8), 대조군

(M=2.6)으로 처치군이 가장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다음으로 비교

군Ⅱ, 비교군Ⅰ 순으로 높았고, 대조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28.022, p<0.001; Table 7).

Ryan & Deci (2001)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마사지 처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증진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총 2주간의 발마사

지 처치를 통해 유의미한 심리적 안녕감 증진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한, Sansone & Schmitt (2000)은 35세-44세 전업주부 31명을 대상

으로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처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증진 효과를 비

교하였는데, 총 10회의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처치를 통해 이들 여성

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함

으로써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있어서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처치가 효

과적임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스노젤렌 처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증진효과를 비교한 

Nielsen & Overgaard (2020)는 1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노젤렌 

처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그 결과 스노젤렌 환경 처치는 조사대상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

을 증진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6)지각된 건강상태

처치군(M=2.8), 비교군Ⅰ(M=2.8), 비교군Ⅱ(M=2.5), 대조군

(M=1.5)으로 처치군, 비교군Ⅰ이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았고, 다음으

로 비교군Ⅱ 순으로 높았고, 대조군이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24.395, p<0.001; Table 8).

발마사지 처치를 통해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기분 상태, 안위감이

나 건강해진다는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는 Won 

(2002)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Won (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총 6회 발마사지 처치

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지각하는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 결과, 발마사지가 수면의 질과 피로를 개선시켜 활력감을 주고 이

로 인해 지각된 건상상태의 증진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 발마사지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신체적 이완과 심리

적인 이완을 유도함으로써 심신의 균형을 가져오고, 사람의 심리적 상

태와 기분은 신체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오감을 긍정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심리적 상태와 기분을 

좋게 하여 건강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Won, 2002). 한편, Palmore & Luikart (1972)는 65세 이상 장년

층을 대상으로 오감을 편안하게 자극하는 스노젤렌 테라피가 이들의 

지각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스노

젤렌 처치를 받은 65세 이상 대상자들은 자신의 건강이 향상된 느낌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써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Table 7. Psychological well-being’s Repeated Measures ANOVA 

Variable Baseline 1st 2nd 3rd 4th

TG 2.5±0.16 3.0±0.32 3.7±0.25 4.0±0.24 4.2±0.19

CG I 2.6±0.13 3.3±0.18 3.4±0.26 3.4±0.27 3.7±0.25

CG II 2.5±0.14 3.3±0.15 3.4±0.26 3.5±0.29 3.8±0.18

CG 2.5±0.17 2.6±0.11 2.6±0.13 2.6±0.12 2.6±0.10

F (p) 2.362(0.075) 78.984***(0.000) 145.125***(0.000) 164.708***(0.000) 428.022***(0.000)

Duncan  CG<TG<CG II, CG I CG<CG II, CG I< TG CG<CG II, CG I<TG CG <CG II<CG I<TG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1)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Table 8. Perceptived health status’s repeated measures ANOVA

Variable Baseline 1st 2nd 3rd 4th

TG 1.4±0.261) 1.8±0.29 2.3±0.26 2.6±0.23 2.8±0.20 

CG I 1.4±0.20 2.0±0.25 2.2±0.24 2.7±0.21 2.8±0.19 

CG II 1.4±0.22 1.8±0.28 2.1±0.23 2.3±0.24 2.5±0.19 

CG 1.4±0.30 1.4±0.27 1.4±0.24 1.4±0.20 1.5±0.31 

F (p) 0.075 (0.973) 25.742***(0.000) 86.032***(0.000) 203.196***(0.000) 224.398***(0.000)

Duncan  CG<CG II, TG<CG I CG<CG II<TG CG < CG II<CG I, TG CG<CG II<CGI, TG

TG, treatment group; CG I, comparative group I ; CG II, comparative group II ; CG, control group.
1)Th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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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스웨디쉬 발마사지가 심리적 상태와 신체

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과 더불어 스노젤렌 처치 또한 중년 

여성들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상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발마사지 단일 처치의 효과와 스노젤렌 단일 처치

의 효과보다 발마사지와 스노젤렌을 병행 처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 관리공간을 스

노젤렌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피부관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으며, 추후 실제 스노젤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

라 에스테틱 현장에 적용되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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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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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감각환경에서의 스웨디쉬 발마사지가 40, 50대 여성 건강에 미치는 효과

오성은 

동덕여자대학교 보건향장학과,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는 40, 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다감각환경(스노젤렌) 공간에서의 스웨디쉬 발마사지를 통한 신체 및 심리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스노젤렌 발마사지군 MSE+FM (처치군), 일반 발마사지군 FM (비교군Ⅰ), 스노젤렌군 

MSE (비교군Ⅱ)및 무처치 CG (대조군)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처치군 별로 30명을 무작위 배정하였다. 결과: 근긴장도는 처치

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으로 처치군이 근긴장도가 가장 낮았고, 비교군Ⅰ과 비교군Ⅱ가 다음순 이었고, 마지막 대조군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686, p<0.001). 심리적 스트레스는 처치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으로 처치군이 가장 심리적 스

트레스가 낮았고, 비교군Ⅰ과 비교군Ⅱ가 다음순 이었고, 마지막 대조군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41.428, p<0.001). 심리적 

안녕감은 처치군, 비교군Ⅰ, 비교군Ⅱ, 대조군으로 처치군이 가장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다음으로 비교군Ⅱ, 비교군Ⅰ 순으로 

높았고, 대조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28.022, p<0.001). 지각된 건강상태는 처치군, 비교군, 

비교군Ⅱ, 대조군으로 처치군, 비교군Ⅰ이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았고, 다음으로 비교군Ⅱ 순으로 높았고, 대조군이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24.395, p<0.001).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웨디쉬 발마사지만으로도 훌륭한 대체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기에 스노젤렌공간을 중재한다면 신체 및 심리적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스노젤렌이라는 공

간을 좀 더 제품 지향적으로 개발하여 신체, 심리적으로 이완 상태를 즉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용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 시키며, 실무적으로 에스테틱 산업 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스노젤렌 공간, 발마사지,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대체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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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多感觉环境中的Swedish足部按摩对40、50岁女性健康的效果 
 
吳誠恩 
同德女子大学保健香妆学科，首尔，韩国

目的: 本研究以40,50岁中年女性为对象，通过多感觉(史露西伦)环境中的Swedish脚底按摩来分析身体和心理
效果。方法：参与者被随机分为四组，每组30人：snoezelen足底按摩组（MSE+FM，治疗组）、普通足底按
摩组（FM，比较组I）、snoezelen组（MSE，比较组II）和未治疗组（CG，对照组）。在snoezelen空间进行
足部按摩，每次30分钟，每周一次，四次，持续四周。结果: 治疗组肌张力最低，其次为比较组I和比较组II；
然而，对照组出现了最高值（F =52.686，p <0.001）。心理压力在治疗组最低，其次是比较组I和比较组II，而
对照组似乎最高（F =141.428，p <0.001）。心理健康状况在治疗组最高，其次是比较组II、比较组I和对照组
（F =428.022，p <0.001）。认知健康状况在治疗组和比较组I中最高，其次是比较组II和对照组（F =224.395，
p<0.001）。结论: 本研究结果表明，瑞典足部按摩单独被认为是一种优秀的替代疗法；然而，人们认为，如果
在这里调节鼻孔间隙，它将对身体和心理的改善产生协同效应。

关键词: 史露西伦，足部按摩，生理效果，心理效果，替代疗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