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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Studies have reported on treating various diseases with marine healing, but not the effects of 

marine healing on depression, anxiety, and pain in single-parent famili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scientific efficacy of treatment using peat-pack poultice and salt groundwater and evaluate its effects 

on depression, anxiety, and pain in single-parent families.

Methods: For 26 women of single-parent families, peat-pack thermal therapy and salt-water foot baths 

were performed daily for 4 days. Of the 26 subjects, three dropped out and 23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e depression and pain results were compared before versus after the peat-pack poultice and salt 

groundwater treatments.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and visual analog scale (VAS) pain score were evaluated. 

Results: In Taean-gun, a peat-pack poultice and salt groundwater foot bath program were administered 

along with a questionnaire for depression, anxiety, and pain. Mean Edinburgh score was significantly im-

proved after the program (11.78±7.6 vs. 9.7±7.6, p=0.005), mean HADS anxiety score (7±9.7 vs. 5.3±

2.7, p=0.002) and mean VAS pain score also improved (5.39±2.8 vs. 3.96±2.7, p=0.003). 

Conclusion: Peat-pack thermal therapy and salt groundwater foot bath improved chronic pain, depression, 

and anxiety in single-paren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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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만성질환, 스트레스

성질환, 환경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산업과 헬스케

어 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피트, 머

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 특성을 활

용하여 해양치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양

치유산업이 활성화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해양치유 산

업은 민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피트(peat)는 산

림이나 연안지역 흙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수

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미생물에 의해 불완전하게 분해되

어 만들어진 생리활성 유기물질이다. 핀란드,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주로 유럽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의학적으로 인

증 받은 치유자원으로 관절염, 요통, 목통증 등의 통증 완화 

및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Hahm et al., 2020; Kim et 

al., 2020; Lee et al., 2019a; Lee et al., 2019b; Shin et 

al., 2019). 피트(peat)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

서 인체에 유용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주요 생리활성

물질은 휴믹산(Humic acid), 펄빅산(fulvic acid), 히알루

론산(hyaluronic acid)이 있다(Jeong et al., 2013). 히알

루론산은 콜라겐 형성, 관절염증 등 통증 완화 작용이 있고, 

휴믹산은 항염작용, 통증 완화, 에스트로겐 생성 효과가 있

으며, 펄빅산은 해독작용, 항산화 작용, 피부재생,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Jeong et al., 2013). 

또한, 염지하수는 오랜 세월 동안 암반층을 투과하며 걸

러진 해수와 암반층에서 지하수가 여과되어 암반층에서 혼

합된 물을 말한다. 미네랄 성분 등이 물속에 녹아 있는 암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로, 해양심층수와 유사한 미네랄을 일

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해양암반수에 함유된 미네랄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어 이온화된 미네랄로서 합성 미네랄보

다 체내흡수력이 높아 해양치유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

다(Kim et al., 2008). 염지하수의 특징은 16℃–17℃의 수

온으로 저온 안정성을 보이고, pH는 7–7.5로 해양심층수

(7.8) 및 일반해수(8.0–8.6)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강수

나 분수 등 불순물이 섞일 염려가 없고, pH와 염분에 변화

가 없으므로 지속적, 안정적 취수가 가능하다. 염지하수의 

수질은 일일, 계절 변동 및 물리적 특성 변화가 적고 안정하

다(Lee, 2015). 

한부모 가정의 여성은 육아,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분노와 외로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 등

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무력감, 우울증 등

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Moon & Lee, 2011). 이

처럼 양부모 가정의 여성보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 더 사

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통증 및 우울

증과 불안증에 더 취약하고, 치료가 더욱 필요한 그룹으로 

예상되어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대상을 “한부모 가

정의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유사한 

환경이나 집단으로 한정함으로써 연구 참여자 간의 유사도

를 높이고, 결과 분석에 있어 정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Kim et al., 2020), 아토피, 만성폐

질환, 비특이적 요통(Hahm et al., 2020) 등 다양한 질환

에 대한 해양치유의 효과들이 입증된 바 있다. 해양 치유를 

이용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육아

로 인한 한부모 가정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 연구는 한부모 가정 여성에서, 

피트팩(Beer et al., 2003; Gorham, 1957) 온열 치유와 

염지하수 족욕이 만성 통증에 미치는 효과와 우울증, 불안

증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Lee et 

al., 2018; Yu et al., 2019).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한부모 가정 중 약 26 명의 어머니를 모집하고, 연구대 

상자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장소는 태안군 

청포대 해수욕장 인근이고, 연구 대상자 참여 기간은 2020

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이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

교 안암병원 산부인과에서 주관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하

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여성 혼자 아이의 양육을 담당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로 단일그룹이다. 제외 기

준으로는 전염성 피부과질환이 있는 자, 본인 및 동반자가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검사 후 격리조

치를 받은 자, 본인 및 동반자가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전염성 안질환이 있는 자, 기타 감염성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알코올중독자, 극심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

는 자,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있

는 자로 하였다. 

우울증, 불안증 및 통증의 변화는 설문검사지를 통해 데

이터를 수집하였고, 스크리닝 탈락 2명, 중도탈락 1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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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23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연구 참여자

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인구사회학적특성(나이, 음주, 흡

연, 직업 등)과 일반적 특성(키, 체중, 신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과거 만성질환 병력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피트팩 온열요법과 심층해양수 

족욕요법을 4일간 진행하였다. 설문검사는 피트팩과 족욕 

시행 전(baseline), 피트팩과 족욕 시행 2일 후, 피트팩과 

족욕 시행 4일 후에 실시하였다. 

피트팩은 독일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전문 유통기업 

Servoprax (Wesel, Germany)에서 30 cm×40 cm의 완

제품을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피트팩은 핫팩통에서 65℃

에서 20분가량 예열한 후 수건을 감고, 피부에 닿는 온도를 

40℃로 준비하였다. 그 후 대상자의 통증 부위(허리, 어깨, 

무릎, 목 등)을 노출시켜 피트팩을 올려놓고, 열감의 유지

를 위해 피트 팩 위를 담요로 덮었다. 치료 1회는 20분으로 

시행하였고, 4일간 하루 1회 시행하였다. 

염지하수 농축액은 (주)아리바이오(Seongnam, Korea)

에서 제공한 해양 암반수를 사용하였다. 염지하수 농축액 

과 수돗물을 1:50 비율로 희석하여 준비하고, 족욕기에 복

사뼈가 잠길 정도의 높이가 되도록 40℃ 내외로 가열된 염

지하수를 채웠다. 족욕기에 발을 담그고 물이 식으면 따

뜻한 물로보충하여 온도를 유지하고, 치료 1회는 20분, 4

일간 매일, 하루 1회 시행하였다. 피트팩 온열치료와 염지

하수 족욕의 시행 전과 후 환자의 통증 및 우울증, 불안증

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 증례기

록서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 및 설문하였다. 첫째, 

모집된 연구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검토하

고,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둘째, 피트팩 온열치료와 염지

하수 족욕을 4일간 매일 시행하고, 피트팩과 족욕 시행 전

(baseline, 피트팩과 족욕 시행 1일 후, 피트팩과 족욕 시

행 3일 후에 각각 불안 및 우울증평가(Hospital Anxiety 

& Depression Scale, HADS) (Oh et al., 1999), 에딘버

러 산후우울증 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 (Han et al., 2004), visual analog scale 

(VAS) 통증 척도(Jin et al., 2003) 설문검사를 시행하였

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이 연구에 사용된 평가도구들—

HADS, EPDS, VAS 통증 척도 설문검사—은 유효성이 검

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학의학회에서 인정하는 평가

설문지로 알려져 있다. 셋째,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에 부작용과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고, 병용약제도 확인, 

기록하였다. 

기존 보고에 따라, HADS는 각 8점 이상이면 불안 및 우

울증이 있다고 평가하고, 에딘러 우울증 척도는 10점 이상

이면 우울증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제는 고려대학교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아래 진행하였다(IRB No. 2020AN0 

400).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피트팩 및 염지하수의 사용 전과 후의 통

증 및 우울증, 불안증의 설문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

구 대상자들의 기본정보 및 설문 응답은 인구통계학적 분

석을 하였고, 연구참여 전과 후의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

램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수가 23이므로 일표본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시행하였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이를 통해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기

초통계량 분석,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를 사용하

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이 연구 참여자 총 26명 중 2명의 스크리닝 탈락 2명, 

중도탈락 1명을 제외하면 23명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0.26세이다. 음주를 하는 자는 11명으로 47.83%였고, 흡

연을 하는자 3명(13.04%)으로 나타났다(Table 1). 직업

이 있는 경우는 23명 중 10명(43.47%)이었고, 무직이나 

가정주부가 13명(56.52%)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평

균 키는 164.04 cm이고, 평균체중은 67.74 kg이며, 평균 

BMI는 25.17 kg/m2로 비만에 해당되었다. 과거 또는 현

재에 병력이 있는 사람은 10명(43.48%)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VAS 통증척도의 평균 점수는 baseline 5.39점, 시행 2

일 후 4.43점, 시행 4일 후 3.96점으로 각각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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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2일 후(p=0.026), 시행 4일 후(p=0.003)로 각각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HADS에서 홀수점수는 불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짝수점수는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Oh et 

al., 1999). 불안의 평균 점수는 baseline 7점, 시행 2일 후 

5.87점, 시행 4일 후 5.35점으로 증상이 완화되었고, 우울

의 평균점수도 baseline 9.39점, 시행 2일 후 8.35점, 시

행 4일 후 6.91점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 불안과 우울 점

수를 합한 총점의 평균도 baseline 16.39점, 시행 2일 후 

14.22점, 시행 4일 후 12.26점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

다(Table 2).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시행 2일 후(p= 

0.029), 시행 4일 후(p=0.003)으로 각각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Table 2). 

또한, EPDS 검사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baseline 

11.78점, 시행 2일 후 10.78점, 시행 4일 후 9.74점이었

다. 통계 분석 결과 시행 2일 후(p=0.085), 시행 4일 후

(p=0.005)로 시행 4일 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연구 대상자들의 증상 호전도 조사 결과, HADS 불안증 

환자(≥8점 이상) 빈도는 치료 전에 23명중 10명이었으나, 

4일간 치료 후 5명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

다. HADS 우울증 환자(≥8점 이상) 빈도는 치료 전에 23명

중 14명이었으나, 4일간 치료 후 10명으로 감소하여 유의

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EPDS 검사를 이용한 우울

증(≥10점 이상)빈도는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이의 통계학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연구 참여자 중, 치료한 

부위의 발진, 부종, 통증 등 특별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은 

없었다.

고     찰

해양치유를 이용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

어오고, 완도, 태안 등지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 활발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Min et al., 2020; Yun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 인근 숙소에서 3

박 4일간 피트마사지 치료와 해수족욕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우울증, 불안증 및 통증 설문하여 해양 치유 프로그램

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트는 휴믹산(humic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N=23)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age (yr) 40.26

History of alcohol ingestion, n (%) 11 (47.83)

History of smoking, n (%)   3 (13.04)

Employed, n (%) 10 (43.47)

Average height (cm) 164.04

Average weight (kg)   67.74

Average body mass index (kg/m2) 25.17 (obesity)

Medical history, n (%) 10 (43.48)

Table 2. Comparison of depression, anxiety, and pain scores during peat-pack and salt groundwater foot bath (paired t-test)

Scale Score

Baseline (before the programs) 2nd day p-value 4th day p-value

VAS pain scale (Jin, 2003) 5.39±2.82 4.43±2.51 0.026* 3.96±2.72 0.003*

Hospital anxiety & depression scale (Oh, 1999) 16.39±8.64 14.22±9.48 0.029* 12.26±9.44 0.003*

Anxiety 7.00±4.75 5.87±5.14 0.004* 5.35±5.00 0.002*

Depression 9.39±4.69 8.35±4.83 0.171 6.91±4.81 0.002*

Edinburgh Depression Test (Han, 2004) 11.78±7.60 10.78±7.93 0.085 9.74±7.61 0.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paired t-test (vs. baseline).

Table 3. Comparison of prevalence of depression, anxiety, and Edinburgh depression before and after the peat-pack poultice and salt 
groundwater foot bath (N=23)

Scale Baseline (n) 2nd day (n) p-value 4th day (n) p-value

Hospital Anxiety & Depression Scale 

Anxiety (score ≥ 8) 10/23 7/23 0.083 5/23 0.022*

Depression (score ≥ 8) 14/23 12/23 0.162 10/23 0.043*

Edinburgh Depression Test (score ≥ 10) 14/23 13/23 0.328 13/23 0.328
*p<0.05, paired t-test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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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펄빅산(fulvic acid),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등 인체에 유용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통증 완화작

용, 항염작용, 해독작용, 항산화작용, 피부재생 효과가 알려

져 있다(Jeong et al., 2013). 또한, 염지하수에 있는 염화

나트륨,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들은 노폐물을 체외로 밀

어내어 순환을 돕고 체액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아토피 등

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도움이 된다(Kim et al., 2008). 

이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한 부모 가정, 여성은 만성통증, 우울증, 불안감

이 높은 군에 해당한다(Moon & Lee, 2011). 

우울증 평가로는 HADS와 EPDS 등의 설문지를 사용하

였고, 통증의 평가로는 VAS 통증 척도 설문을 사용하였다

(Han et al., 2004; Jin et al., 2003; Oh et al., 1999). 이

와 같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피트 온열치유와 염지하수 

족욕 전과 후의 우울증 및 통증의 정도를 기록하고, 시험 후 

자료 분석을 통해 해 양치유가 한부모 가정의 우울증, 불안

증 및 통증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연

구 결과 HADS, EPDS, VAS 통증 척도 검사를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비교하였고, 그 결과 시행 전과 시행 4일 후에 

각 검사에서 우울증, 불안증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VAS 통증 척도의 평균 점수는 시행 전 5.39점에

서 프로그램 시행 4일째 3.96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HADS 역시 시행 전 16.39점, 프로그램 시행 4일째 12.26

점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EPDS 검사 역시 시행 전 

11.78점, 프로그램 시행 4일째 9.74점로 유의한 호전이 확

인되었다. 피트팩 온열치료와 심층해양수 족욕 프로그램이 

통증, 우울증, 불안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HADS 불안증(>8)에 해당하는 여성 빈도는 프로그램 

시작 시 23명 중 10명에서 프로그램 4일째는 5명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p=0.022), 우울증(>8) 여성 빈도는 

23명 중 14명에서 프로그램 4일째는 10명으로 감소하였

다(p=0.043).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계절적 요인은 연구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우울증은 기온, 기압, 강수량, 일조량 등 계절

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 대상자인 한부모 가정 

여성이라는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피트

팩 찜질과 염지하수 족욕 치유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우울

증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교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에 일조량 등 계절 요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

구하여, 계절별 해양 치유 효과를 비교하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하리라 판단한다. 

위 결과들로 피트 및 염지하수가 불안증, 우울증 및 통증

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별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는 참여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자 중에 두통이 있었는데 염지하수 족욕 후 나아졌다고 응

답한 참여자가 있었고, 무릎의 통증과 허리통증이 완화되

었다는 응답,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좋다

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 방법상 예산, 일정 및 아이를 동반

한 한 부모 가정이라는 동일 집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 특성상, 4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진행되었으나, 추후 연

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우울증, 불안증 환자군을 대상으

로 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피트와 염지하수의 효과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태안의 넓은 바닷가를 걷고, 도심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녹색의 나무들을 보는 것만으

로도 심리적 이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존 보

고에 의하면, 만성이명 환자에서 자연해양 소리 노출 및 이

완의 효능을 평가하여 기분, 삶의 질 및 잠의 개선을 평가하

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다(Lim et al., 2019). 이에, 설문 

항목에 어느 요인 때문에 호전되었는지 묻는 질문 항목을 

추가하여 최대한 피트팩과 염지하수 자체만의 효과가 어떠

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호전된 요인으로 피트팩

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4명(17.39%)이었고, 염지하수 족

욕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7명(30.43%), 피트팩과 염지하

수 족욕 모두라고 응답한 인원은 9명(39.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3명(13.04%)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23명이라는 제한적인 연

구 참여자 수를 들 수 있겠다.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이었으

나, 아이들과 함께 일정을 맞추어 움직이는 스케쥴과 한 부

모 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제한적이었다. 

향후 해양치유와 우울증에 대한 대규모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4일간의 피트팩 온열치유와 염지하수 족

욕 프로그램 적용을 들 수 있다. 만성통증, 우울증, 불안증

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서, 장기간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이 우울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에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우울증 등 연구대상자를 대상으

로 한 세부 그룹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Park HJ, et al. The Effects of Marine healing programs on Depression and Pain

78 https://doi.org/10.21896/jksmch.2021.25.1.73

하였으나, 해당 연구 대상자 중에는 만성통증, 불안증, 우울

증 증상을 나타낸 그룹과 비교적 건강한 그룹이 포함되어 

있던 바, 향후에는, 만성통증질환자 또는 우울증 환자군 등 

질환별 그룹을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한다. 넷

째는, 계절 요인 등 해양 치유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모집 대상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10월에 진행되었으나, 향후 봄, 여름 등 일조

량 및 계절적 요인 등 변수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태안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및 의과학적 연구의 일환으

로, 향후 후속연구 대해 고려해보았다. (1)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해양 치유 효과 연구, (2) 다양한 우울증, 불안증 환

자군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해양 치유 효과 연구, (3) 삼림

자원(피톤치드)과 필라테스, 해안가 산책 등으로 인한 우

울증 환자들의 호전도 조사, (4) 수면장애 환자들을 대상으

로 피트, 염지하수의 호전도 조사, (5) 간질환자들 대상으

로 해양치유 시 증상 완화 효과, (6)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

으로 면역수치 증가 및 증상 완화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해양치유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결     론

이 연구는 한부모 가정 2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박 4

일간 매일 피트팩과 염지하수 족욕을 시행하였고, 총 26명 

중 2명은 스크리닝 탈락, 1명은 중도탈락, 2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피트팩 온열치료와 염지하수 족욕 시행 전과, 

시행 후 2일차, 시행 후 4일차에 불안증, 우울증 및 통증 설

문을 실시하였다. 시행 전과 시행 4일 후에 각 검사에서 우

울증, 불안증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VAS 

통증 척도의 평균 점수는 시행 전 5.39점에서 프로그램 시

행 4일째 3.96점으로 유의하게 감소(p=0.003)하였고, 

HADS 역시 시행 전 16.39점, 프로그램 시행 4일째 12.26

점으로 호전(p=0.003)되는 양상을 보였다. EPDS 검사 역

시 시행 전 11.78점, 프로그램 시행 4일째 9.74점로 유의

한 호전(p=0.005)이 확인되었다. 피트팩 온열치료와 심층

해양수 족욕 프로그램이 통증, 우울증, 불안증 감소에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DS 불안증(>8)에 해당하는 여성 빈도는 프로그램 

시작 시 23명 중 10명에서 프로그램 4일째는 5명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p=0.022), 우울증(>8) 여성 빈도는 

23명 중 14명에서 프로그램 4일째는 10명으로 감소하였

다(p=0.043).

이 연구를 통하여 피트팩 온열치료와 염지하수 족욕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한 우울증, 불안증을 감소시키는 치

유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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