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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통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두통은

가장 흔한 증상이다 두통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

차적 두통과 기질적인 병변이 없이 나타나는 원발성 두통으로

구분되며 원발성 두통의 원인 및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학령기 아동들은 불만이 있거나 좌절할 때 두통이나 복통

같은 증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정화역 이러한( , 1992)

이유를 포함하여 두통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건

강문제중 하나이다 하영일 의 연구에서는 세 아동. (1995) 9-12

명에서의 두통 발생율이 세 소년 명에서는306 76%, 6-13 457

세 소녀 명에서는 라고 하여 아동에서도 흔30%, 6-13 444 32%

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년 발표된 서울대학병원 신경과와 예방의학과의 편두1996

통 유병률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명 가운데 명이 편두통을5 1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 후반이 로 위를 차, 10 32% 1

지했으며 대 청소년들에게 두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 10

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은 환자에게 위협적인 사건이 있을 때 통증Johnson(1990) , ,

긴장감 피로 오심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안면근육의 변화, , , ,

신체자세의 변화 음성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

박정숙 은 통증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환자(1994)

의 반응으로 안면근육의 변화 음성변화 및 발한 증상이 있다,

고 하였다.

통증이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의 안위와 편안함이 요구되는

데 안위 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 ) ‘

음을 위로함이며 편안 은 몸과 마음이 편하고 걱정 없' , ( ) ’

는 좋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는 안위의 가지‘ . Kolcaba(1991) 3

기술적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편안하고 평화로운 만족을,

유지하는 상태 불편감의 제거나 완화 그리고 격(ease), (relief),

려 강화하는 소생의 의미 이다, (renewal, transcendence) .

특히 두통은 학업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 보건실에서는

통증 완화 방법으로 진통제사용을 너무도 쉽게 택하고 있는 실

정이므로 약물오남용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빠른 통증완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

그리고 안위와 안녕감을 증진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약.

물요법에는 진통제 투여 등이 있고 비약물요법에는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정보제공 전환요법 점진적 근육이완요법과, ,

바이오 휘드백 훈련을 통한 이완요법 등이 있으며 피부자극, ,

더운물 주머니 대주기 마사지 요법 등이 있다 그러나 방법, .

에 따라서는 일상생활 수행과의 병행이 어렵거나 약물오용의,

문제 화상의 가능성이 있다김정은 이완요법은 훈련, ( , 1995).

하는데 시간을 요하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

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시행하기가 어렵고 바이오,

휘드백은 고가의 장비와 장비의 조작에 훈련이 요구되는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상황에 따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거나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10 1 , 2004 1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10 No.1, 22-28, January, 2004

수지침요법이 중학생의 두통 완화에 미치는 효과

조 결 자1)강 현 숙1)

주요어 : 수지침 두통,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교신저자 조결자1) ( E-mail: chokj@khu.ac.kr)

투고일 년 월 일 심사완료일 년 월 일: 2003 9 17 : 2003 10 8



수지침요법이 중학생의 두통 완화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1), 2004 1 23

도 의의 있다고 본다.

최근 대체보완요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해 생리통 완화를 위한 수지침요법조결자 등 과 요( , 2001) ,

통 완화를 위한 수지침요법임난영 이여진 에 관한 연( , , 2003)

구가 진행된 바 있다 수지침요법은 손을 몸의 축소판으로 생.

각하여 만든 상응침 요법이다 즉 인체의 장기에 질병이 발생.

하면 손에서도 똑같은 부위에 강한 압통점이 나타나며 이를,

보아 수지의 신체 해당부위에 수지침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수지침 요법은 현재 대중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되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

지침요법은 기존의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내성이 없고

후유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시술이 간편한 요

법이므로유태우 학교보건실에서도 손쉽게 이용가능한( , 1990),

간호중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이유로 수지침요법에.

의한 두통 완화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통이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지침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수지침 요법이 두통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수지침 요법이 안위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수지침 요법이 고통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 가설 수지침 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두통1 :

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부가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주관적 통증점수가 낮1 :

을 것이다.

제 부가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객관적 통증 점수가 낮2 :

을 것이다.

제 가설 수지침 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안위점2 :

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수지침 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고통점3 :

수가 낮을 것이다.

용어 정의
두통 두통은 두부 및 안면의 동통을 말하며 본 연구에: ,∙

서는 가 개발한 안면척도에 의해 측정한 자신Beyer(1984)

이 느끼는 주관적 통증정도와 박정숙 에 의해 개발한(1994)

객관적 통증행위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통증점수.

가 높을수록 두통이 심함을 의미한다.

안위 안위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이며 본: ,∙

연구에서는 가 개발한 안위척도중 신체적 요Kolcaba(1991)

인 심리 영적요인으로 구성된 개 문항으로 측정한 점, . 15

수를 말한다 안위점수가 높을수록 안위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고통 고통이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픔을 말하며국: (∙

어사전 본 연구에서는 송지호 가 개발한 점 척도), (1991) 5

의 개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고 고통점수가 높을5 ,

수록 고통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경기도에 소2002 11 2003 6

재한 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두통으로 학교 보건실1

을 내방한 학생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

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임의선정 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상자 중 실험군은 수지침 처치를 원하는 자로 대,

조군은 실험처치를 원하지 않는 자로 임의 배정하여 실험군

은 명 대조군은 명이었다22 , 23 .

실험처치
두통 완화를 위해 이용된 실험처치는 실험군에게 수지침을

놓기 이전에 시술자와 대상자 모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대

그림 수지침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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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한쪽의 손바닥과 손등 의 해당부위(A33, B27, M1, I2)

그림 를 확인 한 후 알코올 솜으로 해당부위를 소독한 뒤< 1>

일회용 수지침을 사용하여 시침하였다 시침 후에는 침대에.

누워서 쉬게 하였으며 시침 한 후 분 후에 발침 하였다, 20-30 .

한편 대조군은 침대에 누워서 분간 쉬게 하였다20-30 .

측정도구
통증•

주관적 통증척도∙

에 의해 개발된 안면척도 로Beyer(1984) (Faces Rating Scale)

개 얼굴 모습의 그림척도이다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얼굴과6 .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얼굴을 하나 선택한다 얼굴그림에.

점에서부터 점까지 숫자적 가치를 부여하여 점수화 한 점0 5 6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두통의 정도가 심함

을 의미한다

객관적 통증척도∙

박정숙 과 김주희 의 도구를 기초로 박정숙(1984) (1985) (1994)

이 개발한 객관적 통증행위대조표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안면 표정 문항 음성변화 문항 발한 정도 문항으로 구10 , 8 , 11

성된 대조표 로서 안면표정은 점 발한정도는(check list) , 0 3 ,～

점 음성변화는 점의 총 점의 범위를 갖고 있0 2 , 0 4 0 16～ ～ ～

으며 각 항목은 통증 강도에 따라 점을 배점하였다 따라, 0-4 .

서 객관적 통증점수는 점에서 점의 범위를 가지며 연구자0 45 ,

가 도구의 각 항목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

의 점수가 높을수록 두통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안위•

가 개발하고 김금순 변영순 구미옥 및 장희Kolcaba(1991) , ,

정 이 번역한 개 문항의 점 척도이다 이를 다시 두(1996) 28 4 .

통연구에 알맞도록 내용을 발췌하여 신체적 요인 개 문항6 ,

심리 영적 요인 개 문항의 총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9 15 ,

체 점수가 높을수록 안위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조결자 등 의 연구에서 이었고(2001) Cronbach's = .67α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Cronbach's = .65 .α

고통•

고통척도는 송지호 가 개발한 것으로 점 척도의 개(1991) 5 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대상자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송지호 의 연구에서 안면측정도구와. (1991)

의 상관관계는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1 .γ

이었다Chronbach's = .90 .α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연구진행절차 및 자료수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 측정은 실험전 후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실험처치는 명의 연구조원이 하였으며 정확한 실험처치1 ,∙

를 위해 연구조원에게 수지침 시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 그의 수지침 시술 능력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수지침 시술후 분 동안 침대에 누워20-30∙

있게 한 후 발침하고 대조군에게는 아무런 처치 없이 침,

대에 분 동안 누워 있게 하였다20-30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SPSS PC

적과 특성에 따라 와Fishers Exact ²-test Mann Whitneyχ

로 분석하였다U-test .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특성과 제 변수의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세 대조군13.9±.92 , 14.2±

세였다 표 두군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정하였.89 < 1>. ²χ

고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실험 전 제변수를 검정한, t

결과 주관적 통증만이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다른 제 변수들은 차이가 없어 표 두 집단이 비교적< 2>

동질함을 확인하였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동질성 검정< 1>

특성 구분

실험군

(N=22)

대조군

(N=23) x2 p

N(%) N(%)

연령세( ) 13 9(40.9) 6(26.1) 1.34 .72

14 7(31.8) 8(34.8)

15 5(22.8) 8(34.8)

16 1( 4.5) 1( 4.3)

평균 연령 13.9±.92 14.2±.89

학년 1 7(31.8) 8(34.8) .27 .86

2 10(45.5) 8(34.8)

3 5(22.7) 7(30.4)

성별 남 8(36.4) 10(43.5) -.07 .64

여 14(63.6) 13(56.5)

두통부위 편두통 12(42.8) 9(33.3) 1.03 .31

뒷머리 8(28.6) 7(25.9) .41 .68

앞머리 8(28.6) 11(40.8) -.7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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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제 가설1•

수지침 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두통 정도가 낮“

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주관적 통증과 객관적 통증으로 구분”

하여 검정하였다.

제 부가설1∙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주관적 통증점수가 낮을 것이다 를“ “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후 차 평균을 비.

교해보면 표 과 같이 실험군은 점에서 점으로< 3> 3.50 2.18

점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점에서 점으로 점1.32 2.83 2.30 .52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U= -2.16

를 나타내어 제 부가설은 지지되었다, p=.03) 1

제 부가설2∙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객관적 통증점수가 낮을 것이다 를“ ”

검정하기 위하여 안면표정 음성변화 발한 정도의 측정 점수, ,

를 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후 차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표 와 같이 실험군은 점에서 점으로 점< 4> 3.14 .27 2.86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점에서 점으로 점 감소하2.39 1.13 1.26

였다 특히 음성변화에서 실험군 점과 대조군 점이. (1.23 ) ( .52 )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객관적 통증점수는(U=2.35, p=.0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부(U=-2,51, p=.01) 2

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가설2•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안위점“

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

험 전후 차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점에서2.38 2.30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2>
변수

실험군(N=22) 대조군(N=23)
U p

M ± SD M ± SD

통증

주관적통증 3.50 ± .74 2.83 ± .94 -2.41 .02*

객관적통증 안면표정 1.09 ± .92 .91 ± .73 -.55 .58

음성변화 1.27 ± 1.39 .91 ± .73 -.60 .55

발한정도 .77 ± 1.34 .57 ± .95 -.42 .67

소계 3.14 ± 2.53 2.39 ± 1.80 -.69 .49

안위 2.38 ± .42 2.42 ± .22 -.37 .72

고통 2.75 ± .74 2.26 ± .91 -.48 .63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후 주관적 통증점수 차이 검정< 3>
변수 그룹

실험전 실험후
Z p

전후차
U p

M± SD M± SD M± SD

주관적
통증

실험군 3.50± .74 2.18± 1.00 -3.80 .00* 1.32± .99
-2.16 .03*

대조군 2.83± .94 2.30± 1.02 -1.69 .09 .52± 1.38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후 객관적 통증점수 차이 검정< 4>
변수 그룹

실험전 실험후
Z p

전후차
U p

M± SD M± SD M± SD

안면
표정

실험군 1.09± .92 .23± .53 -3.39 .00* .86± 1.04
-1.87 .06

대조군 .91± .73 .61± 1.27 -1.65 .09 .30± 1.22

음성
변화

실험군 1.27± 1.39 .05± .21 -3.87 .00* 1.23± 1.41
-2.35 .02*

대조군 .91± .73 .39± .58 -3.05 .00* .52± .73

발한
정도

실험군 .77± 1.34 .00± .00 -2.75 .00* .77± 1.34
-.99 .32

대조군 .57± .95 .13± .34 -1.89 .06 .43± 1.04

객관적
통증

실험군 3.14± 2.53 .27± .55 -3.94 .00* 2.86± 2.70
-2.51 .01*

대조군 2.39± 1.80 1.13± 1.55 -2.43 .02* 1.26± 2.28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후 안위정도 차이 검정< 5>
변수 그룹

실험전 실험후
Z p

전후차
U p

M± SD M± SD M± SD

안위 실험군 2.38± .42 2.30± .30 -1.73 .083 .08± .31 -.29 .78

대조군 2.42± .22 2.33± .34 -1.46 .142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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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점에서 점으로.09 , 2.42 2.33 .08

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U=-29, p=.78)

지 못해 제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2 < 5>.

제 가설3•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고통점

수가 높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

험전 후 차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점에서 점. 2.75 2.26

으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대조군은 점에서 점으로.49 , 2.58 2.40

점 감소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18 . (U=-1.51,

를 나타내지 못해 제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p=.13) 3 < 6>.

논 의

수지침의 유침시간은 가벼운 병인 경우와 만성병인 경우

각각 다르며 가벼운 병에서도 어떤 환자는 효과를 본 후 약,

분 정도 있다가 빼면 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분 뒤에나5 , 30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서 일정치 않다동서간호학연구(

소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보건실의 침대에 누, 2000).

워 분간 유침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따라서 대조군도 같20-30 ,

은 시간동안 처치 없이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

군 보다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감소 와 객관적으로 측정한 통증이 감소하여(U= -2.16, p=.03)

수지침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U= -2.51, p=.01)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지침요법이 통증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선

행연구결과김순진 조결자 등 임난영 이여진( , 1999; , 2001; , ,

와 유사하였다 즉 김순진 은 수지상응 부위의 수지2003) , (1999)

침 지극이 요추 간판 탈출증 환자의 하지 체온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결과 손의 상응부위의 수지침 자극이 말초혈관

에 영향을 주어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었고 수지침의 효과성,

이 인정되어 앞으로 수지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참

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결자 등 은 중고등 학생을. (2001)

실험군 명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월경 전 후기 불편감38 , 33 .

을 완화하기 위해 수지침을 사용한 결과 주관적 통증정도와

음성변화정도가 낮아졌고 안위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고,

임난영과 이여진 은 일반인을 대상실험군 명 대조군(2003) ( 35 ,

명으로 주동안 주 회 수지요법을 실시한 결과 통증점수28 ) 4 1

가 감소하였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요부.

의 유연성 증가나 우울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고 보고하여 수지침요법이 우선적으로 통증완화에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홍연란 은 최근 개월동안 회 이상의 복통으(2001) 3 3

로 초등학교 보건실을 방문한 학년 학생실험군 명4,5,6 ( , 23 ,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고려수지 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결23 )

과 복통강도가 많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수지침요법은 진통효과가 강하므로 뚜

렷한 병인이 없이 발생하는 통증 즉 두통 척추의 각종 통증, ,

요통 하지 신경통 관절통 등 각 종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 ,

수지침을 이용하여 일간 지속하면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5

거유태우 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998) .

통증시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된 아편 펩타이드(opioid

는 통증수용체로부터 올라오는 유해자극을 전달하는데peptide)

관여하는 물질 의 작용을 억제하여 유해자극이P (substance P)

감각중추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켜 통증인지를 적게한다최(

명애 황애란 및 김희승 또 통증이 있을 때 수지침과, , 1994).

같은 자극은 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진통시endorphine

키기도 하며유태우 자극으로 혈류가 증가되면 통증( , 1998),

생성 대사물질을 씻어내고 통증 전달섬유의 역치를 일시적으

로 증가시킴으로서 통증을 완화시킨다(Lehmann, 1982).

따라서 수지침은 말초에 자극을 주는 것이므로 수지침이

두통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안위정도에 대한 가설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표본 수가 작기 때문이며 둘째,

학령기 아동들은 불만이 있거나 좌절할 때 두통이나 복통 같

은 증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정화역 본 연구대( , 1992)

상은 병원 환자가 아닌 학교보건실을 방문한 학령기 중학생

들로 이들 대조군에게 처치 없이 분간 편히 쉬게 하는20-30

중재만으로도 두통이 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라 사료된다 또한 고통점수 감소는 실험군 점과 대조군. ( .49 ) (

점이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수.18 ) (U=-1.51, p=.13)

지침 자체가 침투성 중재방법이기 때문에 실험군은 시침과

발침 자체의 고통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두통이 있을 때 쉽게 보건실

을 이용하며 이때 양호교사는 대부분 진통제를 투여한다 그, .

러나 진통제 투여는 효과가 빠르지만 약물 남용의 문제성이

있고 본 연구에서처럼 대조군에게 적용한 침상휴식방법은 두,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후 고통정도 차이 검정< 6>
변수 그룹

실험전 실험후
Z p

전후차
U p

M± SD M± SD M± SD

고통 실험군 2.75± .74 2.26± .91 -3.00 .00* .49± .59 -1.51 .13

대조군 2.58± .77 2.40± .85 -1.38 .17 .1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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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완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을 필

요로 하므로 학업수행과의 병행이 어렵다 그러므로 시술이.

간편하고 효과가 빠른 통증 완화 방법이 요구된다.

수지침요법은 손을 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여 만든 상응침

으로 수지 안에는 인체의 내장이 있고 경맥을 자극하여, 14

치료하는 자극요법으로 시술이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면서 부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 보건실에서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지침요법에 대한 과학적인 검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중 감소를 위한 독자적 간호중재방법을 모색

하기 위하여 수지침이 두통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

자 유사실험설계로 시도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 중학교 학생 명을2002 11 2003 6 1 45

대상으로 실험군 명 대조군 명을 임의 배정하였다23 , 22 .

실험처치는 실험군에게는 대상자의 한쪽 손바닥과 손등의

상응점 에 일회용 수지침을 찌른 후(A33, B27, M1, I2) 20-30

분간 누어서 쉬게 한 후 효과를 측정하였고 대조군은 처치

없이 분간 누어서 쉬게 한 후 효과를 측정하였다 효과20-30 .

는 주 객관적 통증점수 안위정도와 고통정도로 측정하였다. , .

자료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SPSS PC Fisher‘s

와 로 분석하였다Exact ²-test Mann Whitney U-test. .χ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주관적 통증 점수는 수지침요법을 받은후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군의 객관적 통증 점수는 수지침요법을 받은후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음성변화의 정도는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안면.

표정 변화와 발한 정도는 감소하였지만 두 군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위정도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수지침요법은 받은 전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고통정도는 대조군,

과 비슷하게 감소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수지침이 두통 완화에 부분적으로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과 객.

관적 통증은 감소되었으므로 학교 보건실에서 수지침요법을

통증에 대한 독자적인 간호중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두통 완화를 위한 수지침 요법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크게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수지침 요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른 통∙

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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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and Acupuncture for Relieving HeadacheEffect of Hand Acupuncture for Relieving HeadacheEffect of Hand Acupuncture for Relieving HeadacheEffect of Hand Acupuncture for Relieving Headache
Cho, Kyoul-Ja

1)
Kang, Hyun-Sook

1)

1)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hand acupuncture on reduction of headache.

Method: This study used a quasi-experimental pre-test and post-test design. 45 middle school girls who complained

of headache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study lasted from November 2002 to June 2003. There were 22 girl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23 girls were control group; convenience assignment was used.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on characteristics.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hand acupuncture. The treatment was to puncture

corresponding points (A33, B27, M1, I2) on both the palm and the back of a hand with disposable acupuncture

needles, and then remove them after a 20-30 minutes recess during which the subjects reclined on a b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C with Fisher's Exact ²-test, and Mann Whitney U-test.χ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experimental group, objective pain decreased after hand acupuncture (U=

-2.51, p= .01). As for the objective pain degree, a significant reduction in voice change was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groups (U= -2.35, p= .02). Facial expressional changes were observed (U= -1.87, p= .06) and

perspiration degree (U= -.99, p= .32) has reduced. However, thes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2) Subjective pain degree decreased after hand acupuncture in the

experimental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fort (U= -.29, p=

.78) or distress (U= -1.51, p= .13)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found.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nd acupuncture is an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headache. Therefore, hand acupuncture

can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for headache reduction.

Key words : Hand acupuncture,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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