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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마사지를 병행한 네일아트가 시설 여성 노인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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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and massage with nail art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vital signs of
elderly women.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one group pre and post test experimental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7 to December 14, 2015. All participants had hand massage with nail art for 10 minutes. Depression, self-esteem and vital
signs were measured before, immediately after the hand massage with nail art and one week later.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SPSS/Win 12.0 Program. Results: Depression (F= 30.80, p< .001), self-esteem
(F = 60.02, p < .000), diastolic pressure (F = 29.56, p < .001) and body temperature (F = 13.87, p < .001)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pre-study values. Systolic pressure (F= 3.85, p = .059) and pulse rate (F= 0.32, p = .576)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study value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 that hand massage with nail art has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depression and improving self-esteem for senior women who chose nail polish colour by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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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는 다양한 신체, 정신, 사회 및

1. 연구의 필요성

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만성적 질병 유병률이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함에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만성 질병 중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성

따라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치매 등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련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화현상의 하나로

진입하여 2007년 9.9%, 2015년 13.1%로 조사되었고[1], 2026년에는

노인은 신체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신체 모든 기능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2050년

과 구조가 감소되고 위축이 되며 신체적 약화와 함께 정신적 무능

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38.2%로 최고령 사회가 될 것

력한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2]. 노인은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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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심리적 변

김주현· 현혜진· 강소연 외 4인

인과의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화를 겪게 된다[3]. 이러한 노인의 사회, 심리적인 변화에서 전반적

최근,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적 증상뿐

으로 중요하게 깔리게 되는 문제는 노인의 우울증으로 2011년 노인

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까지고 강조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중시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29.2%에서 우울 증상이 보고되었

고 있는 경향으로, 간호중재 방법 중 하나인 마사지 중재가 혈액과

고, 국내의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 유병률은 50.9%이며, 남자보다 여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수면 증진, 근육 이완, 불

자 노인의 우울이 높고,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시설에 거주하

안 완화, 피로 완화 등의 신체적, 심리적 이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는 여성 노인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4]. 향 요법 마사지를 시

들이 대부분이다[11-13]. 또한, 이러한 손마사지를 적용하여 말초피

설노인에게 적용한 연구[5]에서도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시설생

부표면의 체온을 상승시키면 심부체온을 하강시켜 이완효과를 주

활의 낮선 환경과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졌다는

고 손과 손이 닿으면서 이해와 공감을 전달하고 전달받아 대상자

부정적 인식으로 시설 생활 적응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수면장애

와 수행자가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및 우울 등이 주요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활동에서 제외되면서

알려져 있다[14]. 서로 공감을 나누며 이해할 수 있는 점과 노인들에

경제력이 상실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노화에 대

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나게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매

한 신체적, 심리적인 위축감이 노인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니큐어 선택과 네일아트를 통해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선

있으며, 시설입소 자체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위기로 여겨

행연구[15] 등과 관련하여 손마사지와 네일아트를 혼합한 중재 효

지면서 재가 노인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

과를 파악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손 마사지 중

어, 이에 시설노인들의 우울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

재 관련 연구들이 시설노인[3,5]과 입원노인[11,13]을 대상으로 불안,

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울, 수면, 스트레스반응에 맞추어 그 효과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

인간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

어 왔으며, 노인의 자존감과 관련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

연적인 정상과정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제,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손 마사

심리적 부적응은 노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노

지 적용 시 대상자가 매니큐어 색깔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색체경

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노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의존적이 되

험 네일아트를 병행하여 우울, 자존감 및 활력징후에 미치는 효과

고 신체기능의 저하로 활동이 감퇴되고, 흥미범위가 협소화되며 자

를 파악하여 우울을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기중심적이 된다[6].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인 역할이
상실되며 고독을 느끼면 이는 노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되어 노화과정이 촉진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

본 연구의 목적은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 마사지 적용을 통한 접촉

존감이 저하되고 결국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7]. 특히, 시설에서

및 색체 경험이 시설 여성 노인의 우울, 자존감, 활력징후에 미치는

생활하는 노인들은 공동생활로 인한 갈등, 우울 등으로 인해 재가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노인보다 자존감이 더욱 낮으며 이와 관련해 건강상태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치매노인에게 미용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9]에서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방법으로 미용치료 및 색체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기분이
증가하고 부정적 기분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으며, 특
히, 네일 관리 중 매니큐어는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자
신에게 만족을 가져오므로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키고 호감을 주
는 인상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10]. 선행 연구들[9,10]에서 보면 미
용치료프로그램은 고령자의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
과를 주고, 생활의욕을 증가시켜주며, 스트레스의 경감, 인지기능
상승 등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주어 타
www.bionursingjournal.or.kr

제 1가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우울
이 감소될 것이다.
제 2가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자존
감이 향상될 것이다.
제 3가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수축
기 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제 4가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이완
기 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제 5가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맥박
이 감소될 것이다.
제 6가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체온
이 상승할 것이다.
http://dx.doi.org/10.7586/jkbns.2016.18.3.169

171

손마사지를 병행한 네일아트가 시설 여성 노인의 우울, 자존감 및 활력증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방법

3) 활력징후
(1) 혈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 마사지가 시설여성노인의 우울,
자존감 및 활력징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대상자가 앉은 상태에서 수은주 혈압계(HM-1101, HI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상완동맥에서 같은 측정자가 3번 측정하여 구한
평균값을 하였다.

실험설계 연구이다.
(2) 맥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하는 노인 복지시설과 C시에 소재

맥박은 요골맥박을 1분 동안 측정하였고, 나타나는 수치를 3번
측정하여 구한 평균값을 하였다.

하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65세 이상 여

(3) 체온

체온은 피부 적외선체온계(HB500, CAS, Reinluftweg, Switzerland)
를 사용하여 3번 측정하여 구한 평균값을 하였다.

성노인
-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판단의 흐름이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노인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5년 12월 7일에서 2015년 12월 14일 사이에 진행

- 최근 1개월간 수면제, 항 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은 노인

되었다. 자료 수집에 앞서 시설장 및 간호부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 말초 혈관 질환 및 급성 질환, 염증 등이 없는 노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하

- 손에 병변이 없는 노인

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음을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설명 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1대1로 직

분산분석의 집단 내 검정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구하였다[16]. 이때

접 설명한 후 대상자의 의견을 표기하였다. 원 그룹으로 대조군을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 3회 반복측정으로 설정하여

따로 모집하지 않은 이유는 시설 내에 상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

필요한 대상자수가 28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분

로 중재를 적용해야 하므로 실험의 확산이나 실험군에게만 혜택을

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한한다는 것에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조군으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추후 중재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양

3. 연구도구

해를 구해도 당시에 받기를 원해서 강제 분류할 수 없었다.

1) 우울

Gi [17]의 한국판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

1) 사전조사

pression Scale)로 최근 일주일간의 우울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본 연구의 사전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계산하며, 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하였으며, 스스로

정적 문항은 역으로 계산하며 전체 우울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5

참여를 결정했어도 처치 도중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

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도록 설명하였다. 실험 처치 전 대상자에게 설문지법과 직접 면담법

발 당시의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

을 병용하여 우울 및 자존감에 대해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

이었다.

려하였으며,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활력징후와 더불어 대
상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혈압계 및 피부체온측정기를 통해

2) 자존감

호기심을 자극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력

Rosenberg [18]가 개발한 자존감 측정도구를 Jeon [19]이 번역한

징후를 측정하였다. 측정이 끝나면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건강에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대상자와 연구자간에 발생할 수 있

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Oh의 연구[3]에서 Cronbach’s α

는 거리감 및 긴장감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61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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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처치

연구 결과

대상자에게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1) 대상자가 네일칼라를 선택하도록 한다.
(2) 대상자의 손톱의 모양정리, 큐티클정리, 컬러링 등을 포함한
네일관리를 제공한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31
명 이었으며, 연령은 61세~70세 1명(3.2%), 71세~80세 5명(16.1%),

(3) 네일아트 적용 후 손 마사지를 시행한다.

81~90세 19명(61.3%), 91세 이상 6명(19.4%)이며, 교육정도는 무학 22

(4) 손마사지 방법은 Kim 의 연구[5]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

명 (71%), 초등학교 졸 7명 (22.6%), 중졸 1명(3.2%), 고졸 1명(3.2%)이였

다. 손마사지 방법은 네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손

다. 종교는 불교 4명(12.6%), 기독교 10명(32.3%), 카톨릭 3명(9.7%), 무

복에서 손가락 쪽을 향해 중정도의 압력을 가하면서 똑바로 쓸어

교 8명(25.8%), 기타 6명(19.4%) 이었고, 결혼 상태는 기혼 1명(3.2%), 사

내리는 경찰법과 대상자의 손등과 손바닥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

별 30명(96.8%)로 대부분이 사별한 대상자들이었다. 시설에 가족들

로 큰 반원을 그리며 문지르고 손등과 손바닥 전체에다 가볍게 작

이 방문하는 횟수 정도는 1주일에 1번 이상 5명(16.1%), 2주에 한번 2

은 원을 그리며 쓰다듬는다. 또 대상자의 손가락 기저부에서 손가

명(6.5%), 3주에 한번 3명(9.7%), 4주에 한번 8명(25.8%), 그 이상이 13

락 끝으로 압력을 주면서 다섯 손가락에 차례로 5회씩 눌러주고 대

명(41.9%)으로 대상자의 절반정도는 한달에 한번정도 가족방문이

상자 손가락을 가볍게 당겨 신전시키고, 돌리면서 관절운동을 시키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달내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며 대상자의 손톱을 쥐어짜듯이 압력주기를 다섯 손가락에 차례

복용하지 않은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로 5회씩 실시하고 다시 대상자 손등과 손바닥을 연구자의 손전체
로 감싸듯이 문지르기를 1회 5번 실시하였다. 마사지 시간은 Song과

2. 가설 검정

Kim의 연구[3]에서 제시한 한 사람당 10분씩으로 하였으며, 센터의

1) 제 1가설: 중재 후 우울이 감소될 것이다.

특성상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식 후 쉬는 시간인 오후 1시~3시

중재 전 우울의 평균값 6.71점에서 중재 직후 4.87점, 그리고 중재

까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2명이 진행하였다.

일주일 후에 2.68점으로 감소하여 제 1가설이 지지(F =30.80,

3) 사후조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실험처치가 모두 종료된 후 대상자의 우울, 자존감, 활력징후를
재측정 하였다.
4) 일주일 후 사후조사

네일 아트 후 네일 칼라가 보통 1주일 정도 유지되며 일주일 후에
칼라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라 일주일 후 사후 조사를 시행하였
다. 일주일전 실험처지를 받은 대상자들의 우울, 자존감, 활력징후
를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
반적 특성, 우울, 자존감의 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수, 백
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존감, 혈압(수축
기/이완기), 맥박, 및 체온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
석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test로 검정하였다.

www.bionursingjournal.or.kr

Age (year)

Categories

61-70
71-80
81-90
≥ 91
Level of Education
Illitera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Religion
Buddhism
Christianity
Roman Catholic
No religion
Others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Widow
Family connection(times/week) > 1 time/week
1 time/every other week
1 time/every three weeks
1 time/every four weeks
< 1 time/every four weeks
Taking a sleeping pill
Yes
No
Taking antidepressant
Yes
No

(N = 31)
N

%

1
5
19
6
22
7
1
1
4
10
3
8
6
0
1
30
5
2
3
8
13
31
0
31
0

3.2
16.1
61.3
19.4
71.0
22.6
3.2
3.2
12.6
32.3
9.7
25.8
19.4
0.0
3.2
96.8
16.1
6.5
9.7
25.8
41.9
100.0
0.0
1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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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되었다. 두 시점 간 비교결과에서 중재전보다 중재 직후 및

서 중재전 이완기 혈압보다 중재직후와 중재 일주일후 이완기 혈압

중재 일주일 후 우울이 의미있게 감소하였고, 중재 직후와 중재 일

이 의미있게 낮았으며, 중재직후와 중재 일주일 후 비교에서는 의미

주일 후 비교에서도 일주일 후 우울이 중재직후보다 의미있게 낮았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다(Table 2).
5) 제 5가설: 중재 후 맥박이 감소될 것이다.

노인들의 맥박은 중재 전 70.90회/분에서 중재 후 70.74회/분, 일주

2) 제 2가설: 중재 후 자존감이 향상될 것이다.

노인들의 자존감은 중재 전 평균 2.92점에서 중재 후 3.69점, 중재
일주일 후에 3.84점으로 증가하여 제 2가설은 지지(F = 60.02,

일 후에 70.19회/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 5 가설
은 기각(F = 0.32, p = .576)되었다(Table 2).

p < .001)되었다. 두 시점 간 비교결과에서 중재 전 자존감보다 중재
직후와 중재 일주일 후 자존감이 의미있게 높았고, 중재직후와 중
재 일주일 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6) 제 6가설: 중재 후 피부체온이 상승할 것이다.

노인들의 피부체온은 네일 아트 중재 전 36.2˚C에서 중재 후
36.4˚C, 일주일 후에 36.4˚C로 증가하여 가설 6은 지지(F =13.87,
p < .001)되었다. 두 시점 간 비교결과에서 중재전 피부체온보다 중재

3) 제 3가설: 중재 후 수축기 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네일 아트를 받기 전의 노인들의 수축기압, 네일 아트를 받은 직
후의 수축기압 그리고 중재 후 1주일 후에 수축기압 비교 분석하였

직후와 중재 일주일후 피부체온이 의미있게 높았으며, 중재직후와
중재 일주일 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다. 노인들의 수축기 혈압은 중재 전 123.87 mmHg, 중재 후 120.60
mmHg, 일주일 후에는 120.97 mmHg 으로 중재 후에 즉각적인 효과

논 의

는 있었지만 지속된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제 3가설은 기각(F =3.85,
p = .059)되었다(Table 2).

본 연구는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 마사지가 시설여성노인의 우울,
자존감 및 활력징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4) 제 4가설: 중재 후 이완기 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중

노인들의 이완기 혈압은 중재 전 77.42 mmHg에서 중재 직후

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유의하게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중재

73.55 mmHg, 그리고 일주일 후에 70.97 mmHg로 의미 있게 감소하

일주일 후의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결

여 제 4가설은 지지(F =29.56, p < .001)되었다. 두 시점 간 비교결과에

과는 미용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 우울 및 정서에 미치는 영

Table 2. Effects of Hand Massage with Nail Art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Vital Signs 

(N = 31)

Pre-test 1
Mean ± SD

Post-test 1
Mean ± SD

Post-test 2
Mean ± SD

F

p/ Bonferroni

Depression

6.71 ± 4.33

4.87 ± 3.32

2.68 ± 1.81

30.8

Self-esteem

2.92 ± 0.25

3.69 ± 0.42

3.84 ± 0.23

60.02

123.87 ± 13.08
77.42 ± 9.99

120.16 ± 14.05
73.55 ± 11.42

120.97 ± 12.21
70.97 ± 9.44

3.85
29.56

70.90 ± 8.91
36.22 ± 0.14

70.74 ± 7.53
36.45 ± 0.17

70.19 ± 7.16
36.40 ± 0.25

0.32
13.87

< .001
a>b
a>c
b>c
< .001
a<b
a<c
.059
< .001
a>b
a>c
.576
.001
a<b
a<c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Pulse rates (/min)
Body temperature (˚C)

Systolic BP =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P = Diastolic blood pressure
Pre test1 = before intervention; Post test1 = just after intervention; Post test 2 = 1week after intervention
a = Pre-test 1; b = Post-test 1; c = Post-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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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연구결과[9]와 아로마를 이용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연구결과

일 뒤 다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은 역시 손마사지를 적용하기 전 혈

[11]와 유사하였으며, 향요법 손마사지를 적용한 연구결과[5]와도 유

압보다 낮아졌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완기 혈압은 사전보다 사후

사하였다. 네일아트 제공 전 보다 제공 후 우울, 불안, 긍정적 정서에

가 낮아졌고 사후 일주일 뒤도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유의했다는 결과[15]에서도 손의 메니큐어 관리를 포함한 미용시

과를 나타내었다. 중재후 맥박 또한 중재전 맥박보다 낮아짐을 알

술이 여성노인의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는데, 네일아트를 병행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손마사지를 통한

한 손마사지가 우울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은 손마사지가 대상자의

이완으로 혈압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네일아트를 통한 가벼운 흥분

손을 잡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생리적으로 안

으로 혈압과 맥박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정, 이완감을 느끼게 하며, 메니큐어가 마르고, 마사지를 진행하는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혈압과 맥박은 인체에 미치는 여러 요인에 따

시간동안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우울

라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상승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요인을 제거

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 줄 수 있는 손마사지와 같은 이완요법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가 자존감

되어 혈압과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폐

에 미치는 영향은 처치 전 점수보다 처치 직후의 점수가 높아져 통

기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처치 일주일 후의 자존감 점수 역시 유의하

완을 유도하려는 간호중재를 통해 상승된 혈압과 맥박을 저하시키

게 높았다.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마사지가 자존감 상승효과에 긍정

려는 시도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

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뷰티케어를

았다[5].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25],

적용해서 노인의 자존감 상승을 주장한 Oh 등[15]의 연구결과와 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회성의 처

용 프로그램을 치매노인에게 적용하여 기분변화를 연구한 결과

치에 변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중재횟수를 증가시켜 그

[20]와 유사하였다. 또한, 노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여러 미용 행위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를 통해 연구한 결과[21]와 네일 미용치료가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본 연구결과로 손마사지를 병행한 네일아트는 우울을 감소시키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22]와도 유사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메니큐

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단순한

어 색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한 색을 대상자에게 적용해줌으로

손마사지를 적용한 것 보다 노인 대상자 스스로 네일아트를 위해

써, 노인의 기분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변화 및 만족도를 주는 완화

색을 고르고 주체가 되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요법으로 네일아트와 손마사지를 병행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사료

가 자존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으

된다. 신체 부위 중 손은 얼굴과 더불어 노출이 많은 부위로서 타인

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수동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주체에서 고립

들과의 대면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 그 형태의 특

되는 시설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성에 따라 다른 인상을 주게 된다[23]. 손톱이 깨끗하고 청결해 보여

다. 따라서 시설 노인들이 좀 더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다양한

짐으로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면 더욱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24].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네일아트를 병행한 손 마사지가 활력징후에 미치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간호 중재 요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네일아

영향을 확인해 보면 피부 체온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상승하여 유

트를 병행한 손마사지도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직접 만지면서 적용

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중재 일주일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이것은 지속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처치의 효과가 단

방법이었다. 실제로 네일아트를 적용할 때 ‘마음대로 색을 고르게

절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중재 전의 피부체온과 중재 이후의

해서 기분이 좋았다’. ‘네일아트 후 손마사지까지 해줘서 손이 부드

피부체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손마사지가 말초혈관을

러워지고 따뜻해진 것 같았다’. ‘늘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새로운 변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화가 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등의 긍정적인 표현들을 함으로써 더

이완효과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손마사지는 매일매일 해줘야 지

욱 독립적인 간호중재로서 효과 있는 중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

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매일 규칙적으로 지속해서

히 대상자에 마사지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노인과 의사소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통을 통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중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수축기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손마사지를 적용한 직후의 수

본 연구의 제한점은 1개 요양시설에서 실시하여 대조군을 두지

축기 혈압은 손마사지를 적용하기 전 혈압보다 낮아졌고, 사후 일주

않고 실험군만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네일 아트의 효

www.bionursingjournal.or.kr

http://dx.doi.org/10.7586/jkbns.2016.18.3.169

손마사지를 병행한 네일아트가 시설 여성 노인의 우울, 자존감 및 활력증상에 미치는 효과

과가 1주일 정도는 지속되어 손마사지를 병행한 네일 아트를 1회 제
공하였다는 점이다.

결 론
본 연구 결과에서 네일 칼라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네일아
트와 손마사지를 제공했을 때 시설 여성 노인의 우울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중재를 통해 활력징후 중 이완기 혈
압과 피부체온이 의미있게 변화되었지만 정상범위내의 변화이었
으므로 임상적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손마
사지를 병행한 네일아트는 시설 노인의 심리상태를 안정시켜 우울
을 감소시키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자신감을 갖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서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향상
에 기여하며,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중
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활력징후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추후 말초순환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효과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상 스스로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사전, 사후 조사의 시차적용의 어려움과 같은 시설 프로그램
을 이용하고 전체적인 일정에 공동참여하고 있어 실험군과 대조군
으로 설정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조군을 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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