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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여성이라면 정상적으로 예측되는 생리적 과정이지만

일부 여성들은 월경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혹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많은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월경과 관련된.

불편감을 표현하는 용어로 월경전증후군 월경전후기 증(PMS),

후군 월경전후기 고통(perimenstrual syndrome), (premenstrual

월경곤란증 등으로 다양하나 정의적distress), (dysmenorrhea)

측면에서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 편이다박영주 유호신( , , 1998)

이중 월경곤란증은 월경시의 고통스러운 통증과 월경기간동

안 경험하는 복통 요통 두통 오심의 불편감이 정상생활을, , ,

방해하는 것 을 말하며 월경과 관련된 증상 중(Abraham, 1992)

에서 일상활동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Reid & Yen,

월경곤란증은 개인의 감수성과도 연관되어 염려나 근1981).

심 정신적 긴장이 월경곤란증의 요인이 되고 어머니의 월경,

곤란증 양상을 닮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빈혈 의도적인 체중. ,

감소 당뇨 만성질환등의 신체적인 요인이 있을 때 정신적, ,

요인이 겹치면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최연순( ,

1992).

이러한 월경장애의 정확한 빈도와 발병율은 명확히 확인되

지 않았지만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약 에서 월경곤란증을50%

경험하고 그 중 는 일 동안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10% 1-3

정도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대한산부인과학회 고등( , 1997),

학생들의 가 월경곤란증이 있고 이들 중 는 약물을93% 70%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Campbell & McGrath, 1997).

라 여고생의 경우는 가 월경통을 호소한다고 하며조수73.9% (

현 김기돈 김승룡 조삼현 황윤영 월경곤란증은 청, , , , , 1999),

소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방해하고 조퇴 결석으로 인한 학,

업결손을 초래하며 심한 월경곤란증의 경우에는 다음 월경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 때문에 월경이 아닌 기간 중에도 정신건

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다최경화( , 1998).

이와 같이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빈도가 높고 정도가 심각

함에도 불구하고 월경곤란증은 여성의 배란주기에 따라 주기,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에서 일상생활을

주기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로 당연히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의학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권혜연 이인선( , ,

2001).

월경곤란증의 치료방법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억제제와 경

구용 피임약 찜질팩 이완기법 침술등이 있으며, , , (Mannheimer

특히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억제제의 사용은& Whalen, 1985),

통증조절에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체의 여러 시스템

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Dawood & Ramos, 1990).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월경으로 인한 통증을 완

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박영주 진통제는 처방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 , 1990).

문에 남용하기 쉬우며 과량복용이나 장기 복용시 약물에 의

존하게 되어 습관화될 수 있고 소화불량 오심 구토 변비, , , , ,

설사 두통 어지러움증 시각 혹은 청각장애 졸리움 피로, , , , , ,

알러지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Hondras, Long &

Brenn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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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물적 중재법의 한 부분으로 대체요법은 중국과 인도에

서 사용되었던 전통적 치료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침요법 역시

수 세기동안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년 하버드 의대의 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1991 David Eisenberg

한 전국 조사연구에서 이 적어도 과거에 가지씩의 비전통1/3 1

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침 카이로프랙틱, , ,

최면술 마사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임난영 등, ( , 2001).

이러한 대체요법들 중 고려수지요법은 수지침 뜸 전기침, ,

자극법(ALTENS: acupuncture-like transcutaneous electrical

등을 이용하여 기맥과 개의 주요 경혈nerve stimulation) 14 345

점에 약한 자극을 주어 인체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대상자

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관리류태우 하는 방법으로( , 1998)

가정간호를 포함한 차 보건의료 산업체간호 학교보건 임상1 , , ,

실무에서의 간호중재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간호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지침 뜸 전기침자극법 을 포함, , (ALTENS)

하는 고려수지요법을 수행하여 월경통증과 월경관련 증상을

포함하는 월경곤란증 및 일상생활수행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

으로 검증하여 월경곤란증을 가진 청소년들의 간호할 수 있

는 한국적인 간호중재법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곤란증으로 고통받는 고등학교 학1,2

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려수지

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고려수지요법이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고려수지요법이 일상생활수행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한다.

고려수지요법이 약물요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가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월경1 :

곤란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가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일상2 :

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가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약물3 :

요구도가 낮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

고려수지요법 류태우 가 년 연구 개발: (1998) 1971 1975 ,∙ ～

하고 명명한 것으로 손부위의 상응요법과 기맥의 개14 345

의 주요 자극점에 약한 자극을 주어 질환을 예방 관리하,

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시키는 방법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는 수지침 수지뜸을 이용하여 기본방, A1( ) A4( )

과 월경A5( ) A6( ) A8( ) A12( ) A16( )膈

불순의 요혈 인 을 자극하고 수지전( ) F4( ) F6( )

자빔 을 이용하여 삼일체질 복진법( beam) (

에 의한 장부보사법 을 수행하는 것을) ( )

말한다.

월경곤란증 월경시작 직전이나 월경 중에 발생하는 하복:∙

부와 허리의 통증과 오심 구토 어지럼증 설사 두통 신, , , , ,

경과민 등의 증상을 포함하며대한산부인과학회 본( , 1997),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월경직전 혹은 월경 중에 경험하는

하복부통증을 시각적 상사척도 에 의해 측정한 통증(VAS)

그림 고려수지요법위치< 1> : A1( ) A4( ) A5( ) A6( )下 子小 三 三焦
A8( ) A12( ) A16( ) F4( ) F6( )中 心 白瀉 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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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와 한선희와 허명행 이 개발한 월경곤란증 측정(1999)

도구에서 하복부통증을 제외한 개의 월경관련증상으로12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군에 소2004 3 25 10 18 M

재한 개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학교장의1 1, 2

허락과 보건교사의 협조를 얻은 뒤 각 반마다 연구대상지원

자 모집을 공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를 동의한 실험군 명과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20 20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개월 이상 월경곤란증을 경험하면서 매 월경시작 직후12∙

로부터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회 이상의 진통제를 복용8 1

한 청소년

월경직전부터 월경시작 일 이내에만 월경곤란증을 경험2∙

하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이외의 질병을 호소하지 않는 청소년∙

설험처치
실험군에게는 월경이 끝난뒤 주 회 주간 손을 따뜻하게5 3

하고 알콜로 소독한 뒤 A1, A4, A5, A6, A8, A12, A16, F4,

에 수지침을 분간 시술한 후 다시 수지뜸을 각 경혈점마F6 20

다 장씩 뜬다 주간의 치료기간을 이용한 이유는 만성적인3 . 3

증상에서 기본방자극과 기맥불균형 조절을 최소 일 이상해10

야 효과가 있다는 류태우 의 이론과 다음 월경까지의 시(1999)

간을 고려하여 최대로 장부의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

여 설정하였고 손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원활,

하게 하여 침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

기난로를 이용하였다.

은 기본방으로 이용하고 이중A1, A4, A6, A8, A12, A16

는 기본방이면서 와 같은 작용을 하는 자궁의 상응혈로A4 A5

이용하였고 와 은 자궁을 포함한 부인과 질환의 요혈F4 F6 (

로서 사용하였다) .

그리고 앙와위로 누운 상태에서 삼일체질 복진법(

을 시행하여 천추 에 긴장압통이 나타나면 양실) ( )

증 으로 대횡 에서 긴장압통이 있으면 음실증( ) , ( ) (大

으로 석문 에서 긴장압통이 나타나면 신실증) , ( ) (

으로 판단하였다 천추와 석문에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와) .

천추 대횡 석문에 모두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신실증으로, ,

판단하고 모두 압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음실증으로 판단

하여 양실증은 대장의 모혈 장부의 기가 모여있어 기맥( :

의 허실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손바닥에 있는 경혈점인)

에 음실증은 비장의 모혈인 에 신실증인 경우는 소장E22 , F19 ,

의 모혈인 에 수지전자빔기의 음극 으로 사법A4 ( ) ( :極

기맥의 불균형 상태 중 항진된 상태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1

분씩 회 제공하였다 삼일 체질 복진법에 의한 장부보사법은5 .

기본방이나 상응요법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 증상 및 질환

에 사용할 수 있는 장부기맥의 불균형 조절법이다.

연구 도구
월경통 측정도구•

눈금이 표시되지 않은 마분지 위에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자신이 표시하게 한후 시작점에서 표시점까지의 거리,

를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를 사용하였으며 는 와Scale: VAS) VAS Lewers, Clelland

이 사용한 가로 세로 의 마분지를 이Jackson(1989) 10cm, 2cm

용하였다 왼쪽 끝은 전혀 없음 오른쪽 끝은 아주 심함 이. “ ” “ ”

라고 표시하여 시작지점으로부터 통증표시지점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통증의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월경관련 증상 측정도구•

한선희와 허명행 이 개발한 개 문항중 하복부 통증(1999) 13

을 제외한 개의 증상 두통 오심 구토 설사 불면증 현기12 , , , , , ,

증 요통 넓적다리로 퍼지는 통증 식욕의 감소 먹는 양의, , , ,

감소 위통 피로를 이용하였다 각 증상이 있으면 점 없으, , . 1 ,

면 점으로 배점하여 숫자가 높을수록 월경관련 증상 호소가0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수행 의 어려움(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종경 이 개발한 일상생활의 어려움(1997)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척도의 문항으로 구5 9

성되어있다 전혀 어렵지 않다를 점 매우 어려웠다를 점. ‘ ’ 1 ‘ ’ 5

으로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월경시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로 나타났다.875 chronbach .892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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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연구에 자원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월경이 있는 동

안 일반적 특성과 월경관련특성 견딜 수 있는 가장 강한 하,

복부통증정도 월경관련증상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

측정하고 실험군에게는 월경이 끝난뒤 주 회씩 주간 수지5 3

침 수지뜸 수지전자빔기에 의한 장부보사법을 수행하고 대, ,

조군은 처치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게 하였다 주간의 처치. 3

후 다음 월경시 실험군과 대조군이 경험한 견딜 수 있는 가

장 강한 통증과 월경관련증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자,

가 조사하고 심한 통증으로 약물복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을 복용하였다 처치후 자료수집은 월경acetaminophen 500mg .

곤란증이 완화된 후부터 월경이 끝나기 전에 보건실로 직접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훈련 및 준비
년 월 년 월까지 고려수지요법 기초강좌 음양1998 12 -2000 2 ,

맥진과 보사 고려수지요법 연구 침구경락강좌를 중부지회와, ,

수성지회에서 이론 수강 및 실습하였으며 년 월 이후1999 12

본 연구자 및 가족 고려수지요법 수강생 보건실을 방문한 학,

생을 대상으로 두통 복통 오심과 구토 월경곤란증 염좌등, , , ,

의 증상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SAS programme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Fisher's exact test,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가설검증을 위해t-test,

ANCOVA, paired t-test, χ
2 를 이용하였다test .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학년 초경연령 월경주기 월경량 스, , , ,

트레스 인지정도 운동여부 흡연 음주 수면시간은 집단 간에, , , ,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 대상자들의 일반적< 1>

특성과 월경관련특성은 두 집단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월경통 강도에

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 를 나타(t=2.89, p=0.000)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관련특성< 1>
특성 구분

실험군

(N=20)

N(%)

대조군

(N=20)

N(%)

χ2 p

학년 1

2

9(45.00)

11(55.00)

7( 35.00)

13( 65.00)
0.13 0.803

초경연령 12

13

14

세이상15

2(10.00)

7(35.00)

8(40.00)

3(13.00)

8( 40.00)

10( 50.00)

2( 10.00)

3.04 0.536

월경주기 일이내28

일28-32

일이상33

불규칙

4(20.00)

6(30.00)

2(10.00)

8(40.00)

5( 25.00)

8( 40.00)

1( 5.00)

6( 30.00)

0.15 0.922

월경량 많은편
보통
작은편

10(50.00)

6(30.00)

4(20.00)

12( 60.00)

5( 30.00)

3( 15.00)

1.02 0.701

스트레스
인지정도

높다
보통
낮다

10(50.00)

7(35.00)

3(15.00)

12( 60.00)

6( 30.00)

2( 10.00)

0.98 0.273

운동여부 한다
안한다

5(25.00)

15(75.00)

3( 15.00)

17( 85.00)
1.03 0.592

흡연 유
무

2(10.00)

18(90.00) 20(100.00)
3.26 0.516

음주 유
무

2(10.00)

18(90.00) 20(100.00)
3.26 0.512

수면시간 시간이하6

시간6-8

시간이상9

5(25.00)

12(60.00)

3(15.00)

2( 10.00)

14( 70.00)

4( 20.00)

0.8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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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고 월경관련 증상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2>.

표 실험 전 월경통 강도 월경관련 증상 점수< 2> , ,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정도의 동질성 검증

변수

실험군

(N=20)

M ± SD

대조군

(N=20)

M ± SD

t p

월경통 강도 6.25±1.23 5.09±0.98 2.89 0.000

월경관련증상 5.95±3.97 5.50±3.53 1.25 0.693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35.95±6.21 32.40±8.19 0.39 0.721

가설 검증
제 가설1•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월경곤란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월경통 강도와 월경관련“

증상 점수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월경통강도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평균

사후조사에서 로 감소되었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6.25 2.05

사후조사에서 로 증가되었다 표5.09 5.65 < 3>.

표 실험 전후 월경통 강도< 3>

집단

실험전

(N=20)

M ± SD

실험후

(N=20)

M ± SD

실험군 6.25±1.23 2.05±1.24

대조군 5.09±0.98 5.65±1.07

사전 통증점수를 공변인으로 처치직후 월경통강도의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F=33.31 p=0.000)

를 나타내어 고려수지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표 고려수지요법이 월경통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SS DF MS F p

공변인
중재전 강도

9.26 1 9.26 9.45 0.000

중재 32.64 1 32.64 33.31 0.000

잔차 21.73 37 0.98

월경관련증상점수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평

균 사후조사에서 로 감소되었고 대조군은 에서5.95 3.25 , 5.50

사후조사에서 로 감소되었다 이를 로 검증한5.45 . paired t-test

결과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4.06 p=0.001)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 가설은1

지지되었다 표< 5>.

제 가설2•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일상생활 수행“

의 어려움 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실”

험군은 사전조사에서 평균 사후조사에서 로 감소35.95 25.85

되었으며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평균 사후조사에서32.40

로 증가되었으며 표 로 검증한 결과 실험33.85 < 5> paired t-test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대조군에(t=3.85 p=0.000)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 가설은 지지되2

었다.

제 가설3•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약물요구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사후조사에서 약물요“

구도는 실험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 로 나타났5 (25%) 19 (75%)

으며 χ2 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test (p=0.000)

로 나타났다 표< 6>.

표 실험후 약물요구도< 6>
Yes

n(%)

No

n(%)
χ2 p

실험군 5(25.00) 15(75.00)
21.00 0.000

대조군 19(95.00) 1( 5.00)

논 의

월경곤란증은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매달 일간 활동장애를 유발하며 학교 결석의 가장1-3

큰 원인이 되고 있다신재철 등( , 1996).

또한 완전한 완화 요법은 없고 증상완화를 위해 생활 환경

과 식사개선 안정 및 적당한 운동 국소 온열법 더운물 목욕, , ,

표 고려수지요법이 월경관련증상 및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에 미치는 효과< 5>
변수 집단

실험전

(N=20)

M ± SD

실험후

(N=20)

M ± SD

t p

월경관련
증상점수

실험군
대조군

5.95±3.97

5.50±3.53

3.25±1.05

5.45±3.47

4.06

0.16

0.001

0.865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정도

실험군
대조군

35.95±6.21

32.40±8.19

25.85±7.46

33.85±8.54

3.85

-0.38

0.00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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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하며 월경시작전과 월경 중에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골반의 울혈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뇨제가 이용되기도 한다이(

경혜 등 월경곤란증은 배란기를 거쳐 프로스타글란딘, 2001).

의 영향을 받은 자궁내막은 분비기로 들어가고 프로게스테론

의 감소와 함께 분해 효소에 의해 생성된 프로스타글란딘(PG

은 자궁내막이 파열되면서 자궁순환 내로 들어가 자궁수F2 )α

축을 일으키게 된다(Wilson, et al., 1991; Jonathan, Eli, &

이러한 이유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방해하Paula, 1996).

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복용은 속쓰림 구토 등의 위장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과다복용은 재생불량성 빈혈 출혈 위장천공, ,

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수지침 수지뜸 전기침자극법을 이용한 고려수지요법은 약, ,

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증상완화와 함께 신체,

기맥의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교정하여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며

부작용이나 고통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류태우( ,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여 월1999).

경곤란증을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월경통완화 월경관련증상,

점수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 약물요구도의 변화를 알, ,

아보았다 개의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으며 매 월경시마다. 3

정의 진통제를 복용하던 대상자가 주간의 중재후 진통제4-5 3

를 전혀 복용하지 않게 된 사례도 확인하게 되어 고려수지요

법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본방을 포함한 상응.

혈에 대한 수지침과 수지뜸 치료에 주간에 걸친 삼일체질구3

분에 의한 수지기맥의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장부의

음적인 기 가 모인 모혈 에 대한 사법( ) ( : E22, F19, A4)氣

기맥의 불균형상태중 항진된 상태를 억제시키는 방법( : )

이 추가되어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지침요법이 대상자들의 통증을 포함한 여

러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홍연란 은 최근 개월 동안 회. (2001) 3 3

이상의 복통으로 보건실을 방문한 초등학교 고학년실험군( 23

명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고려수지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23 )

결과 복통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임난영과

이여진 의 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2003)

반인실험군 명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수지요법을 적용( 35 , 28 )

한 결과 통증점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의 소아수술환자. Schlager, Boehler, & Puhringer(2000)

를 대상으로 구토유발에 대한 압봉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도 실험군의 대조군의 에서만 구토가 유발되어20%, 68% 24

시간동안 압봉을 상응부위 에 부착하는 시술만으로도 효과(K9)

가 있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조결자 강현숙 의 중학생의, (2004)

두통완화에 영향하는 수지침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실험군에서 주관적 통증점수와 음성변화정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여 고려수지요법이 통증을 포함한 증상완화에

효과적인 중재법임을 알 수 있다.

전기침자극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의 효과를 비교한 Johnson,

은 관문조절기전에 의한 경피신경전기Hajela & Ashton(1991)

자극은 전극의 크기때문에 정확한 효과를 내는 지점에 적용

시키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효

과적이라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경피신경전기자극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시도속에서 나온 것이 저주파 전기침자극이라

할 수 있다 도 경피신경전기자극이. Simmonds & Kumar(1994)

구심성 섬유의 신경전달속도에 영향을 미쳐 통증역치를 증가

시킨다고 주장하고 더 작은 자극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저

주파의 침형 경피신경자극이 통증감소에 더 많은 효과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 사실은 전극의 크기가 작아 수지경혈점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수지전자빔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

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침술은 유수신경섬유가 무.

수신경섬유보다 배 많고 섬유가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2.7 Aβ

는 곳으로 알려진 경혈을 자극하여 효과를 나타낸다는 한국한

의학 연구소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1995) .

따라서 고려수지요법은 청소년들의 월경통증완화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월경관련증상과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낮추어

주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고 약물요구,

도를 낮추어 약물부작용과 남용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려수지요법의 지속적.

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중재

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군에 소2004 3 25 10 18 M

재 한 개 고등학교 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려수지요1 1, 2

법이 월경곤란증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험군

명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20 20 .

실험군과 대조군을 이용한 사전 사후 유사실험설계를 하였

고 사전에 월경통 강도 월경관련점수 일상생활수행의 어려, ,

움 정도를 측정하고 주 동안 고려수지요법을 수행한 뒤 중3

재후 월경시에 사후조사를 하여 고려수지요법의 효과를 확인

하였다.

자료분석은 을 이용하여SAS Programme Fisher's exact test,

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paired t-test, ANCOVA .

다음과 같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월경곤란증 정∙

도가 낮을 것이다월경통 월경관련증상( : F=33.31 p=0.000, :

는 지지되었다t=4.06 p=0.001) .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일상생활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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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정도가 낮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t=3.85 p=0.000) .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약물요구도가∙

낮을 것이다(χ2 는 지지되었다=21.00 p=0.000) .

이상의 결과로서 고려수지요법은 여고생의 월경곤란증 완화

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뚜렷한 통증감소를 통해 일상

생활활동에 도움을 주고 약물요구율도 낮추어 주었으므로 보

건실에서 독자적인 간호중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되며 증상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고려수지요법의 구,

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할 것과 일상적

으로 흔한 편두통 오심과 구토 멀미 발목염좌 등의 여러 증, , ,

상과 수술후 통증에도 적용범위를 넓혀 계속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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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hand acupuncture therapy on

dysmenorrhea(pain, related symptoms, ADL). Method: A quasi experimental pre-test and post-test

design(experimental group 20, control group 20 by convenience assignment)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October 2004.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acupuncture & moxibustion on

A1(haeum), A4(jaso), A5(samsin), A6(samcho), A8(sinje), A12(wijung), A16(simgyeok), F4(gongson), F6(eumryeom)

and ALTENS which is an acupuncture like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me with Fisher's exact χ2 test, paired t-test, and

ANCOVA. Results: In the experimental group, pain intensity(f=33.31 p=0.00), related symptoms(t=4.06 p=0.00),

ADL difficulty(t=3.85 p=0.00), and medication requirements(χ2=21.00 p=0.00)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nd acupuncture therapy is effective for reduction of

dysmenorrhea. Therefore, hand acupuncture therapy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for

reducing dysmenorrhea.

Key words : Hand acupuncture, Dymenor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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