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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oller Acupuncture Stimulation on Baesu Spots 
of Joktaeyang Bangkwang Kyeong in the Reaction 

to Physiologic Pain in Neo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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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effect of roller acupuncture stimulation on baesu spots of joktaeyang 
bangkwang kyeong in the reaction to physiologic pain(heart rate, percutaneous oxygen saturation, respiration rate) in 
neonates. Method: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40 normal neonates who were born at a hospital in Busan. These neonates were undergoing heel puncture for 
blood type tests. The neonates were divided into 2 groups: 20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were stimulated with 
roller acupuncture before the heel puncture and 20 neonates in the control group who were not stimulated. The 
heart rate and percutaneous oxygen saturation were measured using a cardiopulmonary monitor and the respiration 
rate was measured directl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0.0 program using χ²-test, t-test and Repeated 
Measure ANOVA.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3.287, p=.043) for heart rate on the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5.122, p=.008) for percutaneous oxygen saturation 
on the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Conclusion: On the basis of results, it was verified that the roller 
acupuncture stimulation on baesu spots of joktaeyang bangkwang kyeong had effect of relieving pain in the 
neo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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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통증이란 주관적 경험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통증은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

는 간호진단으로서 간호사가 진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인간

반응 중의 하나이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생체가 이환 되었

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감각 중에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로 본다(손관영, 1993). 통증은 신체 내외의 이상 상태에

서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생체 방어기전인데, 

방어역할 후에도 계속 지속되면 통증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된다.

정상 신생아에서 통증유발 자극은 흔히 혈당, 혈청빌리루빈 

측정, 선천성대사 검사 등을 위한 모세혈관 천자부위로 많이 

사용되는 발꿈치 천자 시에 유발된다(박경란, 최중환과 윤종

구, 1996).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신생아의 통증은 표현

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초형성이 완전하지 못하여 통

증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고 이를 기억할 수 없어 성인이나 

소아에서 볼 수 있는 통증에 대한 반사적 행동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간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는 신생아의 통증인지능력이 충분하다는 신경생리적이고 임상

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뇌 발달기간 동안

의 반복적인 통증경험은 비록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경과 

시냅스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Anand, 1998). 그러므로 통

증을 수반하는 처치시의 효율적인 통증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된다. 특히 간호중재시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매우 가치 있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옥과 최명애, 1993).

신생아의 통증조절을 위한 독자적이며 비약물적인 간호에는 

안고 흔들어주는 행위, 피부자극, 음악과 목소리를 이용한 관

심전환 행위, 영양섭취, 노리개젖꼭지 빨기, 감싸주기 등이 있

다. 이중 피부자극에 의한 통증조절은 관문통제이론(gate 

control theory)에 의한 통증완화기전을 적용한 것으로 피부의 

대섬유를 자극시켜 척수의 관문을 닫게 하고 근육이완이나 

진정작용을 일어나게 한다(윤혜봉과 조결자, 2000). 즉 피부자

극은 짧은 통증경험에 대한 통증완화법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병원이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통증중재법

이다.

신생아에서 감각자극시의 통증반응으로 생리적, 행동적, 호

르몬적, 대사적 변화 등이 일어나므로 이를 통증반응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흔히 생리적 지표나 행동적 지표

가 사용된다. 그러나 행동적 지표는 행동을 통한 통증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통증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생리적 지표에 

심박동수의 증가, 호흡수의 증가, 경피산소포화도의 감소, 혈

압의 상승, 두개내압의 상승 및 코티졸의 증가 등이 있으며 

흔히 심박동수, 호흡수 및 경피산소포화도는 통증반응에 대한 

단기효과의 지표로 사용된다(박인옥, 1998).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통증완화를 위해 침, 뜸, 지압 이

나 부황 등의 자극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임사비나, 손양선 

및 진수희, 2002). 이러한 통증완화법들은 주로 경락을 이용해 

수혈을 자극하는 것으로, 경락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사지몸체

를 연결하는 기혈의 순환통로로서 오랫동안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수혈이란 경락이 체표와 연결되는 지점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자극함으로써 다양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자극법중 특히 침은 다른 치료법에 비해 가장 효과

가 빠르고 경제적이며 조작이 간편할 뿐 아니라 치료영역도 

광범위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김용석, 1999), 소아

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

다(미산박구, 1985). 소아의 (장부)는 약하고 발육이 빠르

게 진행되고 있어 발병이 쉽고 (전변)과 회복이 빠른 것

이 특징이므로 침을 사용할 때 정확한 운용원리에 따르면 더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에서 소아에게 

침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인데 이는 침이 아픈 

것이란 선입관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편작침, 레

이저침이나 피부침 등과 같은 통증을 많이 주지 않는 침이 

개발되고 있어 대중적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류은경, 박동석 

및 이재동, 2002).

따라서 본 연구자는 통증이론인 관문통제이론과 기혈순환의 

촉진을 통한 통증완화기전에 근거하여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

에 대한 비침습적인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생

리적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생리적 통증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한의학적 간호중재로 개발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호흡수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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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

족태양방광경은 12경락 중에서 가장 큰 경락으로 얼굴에서

부터 발가락으로 순행하며, 67혈이 위치하고 (천주혈)에

서 제 1선(1.5촌)과 제 2선(3촌)으로 나뉜다. 배수혈이란 족태

양방광경의 제 1선(1.5촌) 위에 위치한 좌우 양측 24개의 혈이

다(이학인, 김양식 및 김연섭, 2000). 본 연구에서는 척추를 관

통하는 독맥의 경추 제 7번 바로 아래에서 좌우 견갑골 측면

과 만나는 거리의 1/2지점(약 1.5촌)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미

골과 평형 되는 곳에 해당하는 일직선상의 지점을 의미한다.

(차침자극)

차침자극이란 경락혈위의 피부표면을 안압하는 것으로 침으

로 경맥과 혈위를 중압하는 것이다(유상̇인̇과 안창범, 2000). 

본 연구에서는 차침자극의 적색 흔적이 남을 정도의 강도로 

좌우 배수혈을 따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적 통증반응

생리적 통증반응이란 생체가 통증자극이나 유해작용을 받아 

일으키는 생리적 변화이다(이은옥과 최명애, 1993). 본 연구에

서는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나타나는 심박동수, 경피산소

포화도 및 호흡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전후시차설계(non 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2004년 10월 부터 2005년 6월 까지 부산광역

시에 소재한 일개병원에서 재태기간 38-42주의 질식이나 제왕

절개를 통해 출생한 2-7일 사이의 신생아 중 보호자로 부터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신생아였다. 분만 순서에 따라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20명으로 하였으며 단순 황달 이외에 질병이

나 선천성 기형이 없는 건강한 신생아로 혈액형이나 혈청 빌

리루빈, 선천성대사 검사 이외에 특별한 처치가 없는 신생아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차침자극

모델명 HL-603의 롤러침이 부착된 길이 65mm의 차침(제작

사: 행림서원)을 이용하여 배수혈 피부표면을 따라 상에서 하

로 5초, 하에서 상으로 5초씩, 좌우 각각 3회씩 밀면서 자극

하였다.

생리적 통증반응 척도

생리적 통증반응중 심박수와 경피산소포화도를 발꿈치 천자

가 시행되지 않는 발바닥에 감지기를 부착한 후 심폐모니터

(제작사: Nihon kohden company)에 연결하여 발꿈치 천자 1

분 전, 천자 중, 천자 1분 후에 측정하였고, 호흡수를 직접 관

찰에 의해서 발꿈치 천자 1분 전, 천자 1분 후에 측정하였다.

연구진행 절차
예비조사 및 연구조원 준비

연구진행전에 연구자와 연구조원은 실험처치인 차침자극의 

타탕성에 대해 한의학과 교수 2인과 논의하였으며 간호부와 

소아신생아과 과장으로부터도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

다. 연구조원은 신생아실 근무경력 20년의 간호사로 석사과정

에서 한방간호학을 전공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로 2004년 8월 부터 9월 까지 발꿈치 

천자를 시행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차침자극과 생리적 통증

반응을 측정한 후 한의학과 교수와의 충분한 논의 후에 차침

자극의 시간과 횟수를 보완하였다.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오전 9-11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의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수유 후 적어도 1시간 이상

이 경과한 후에 실험 전에 미리 보온기구를 준비하고 차침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였으며 체위변화를 최소화하였다. 앙

와위를 유지하여 옷을 벗기고 발바닥에 감지기를 부착한 후 

심폐모니터에 연결하였다. 발꿈치 천자 전에 5분 정도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래기나 토닥거리기 등과 같은 간호중재

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발꿈치 천자 1

분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심박동수, 경피산소포화도, 호

흡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처치로 연구조원이 실험군에게 앙와

위에서 우측 측와위로 눕힌 상태에서 차침을 이용해 좌우 배

수혈을 따라 상에서 하로 5초, 하에서 상으로 5초간 좌우 각

각 3회씩 자극하였다<그림 1>. 자극 후 다음 다시 앙와위로 

자세를 돌린 상태에서 동일한 검사자가 자동천자기를 통해 

발꿈치 천자를 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에게는 실험처치없이 발

꿈치 천자를 하였다. 천자 중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심박동

수와 경피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다. 발꿈치 천자 후 지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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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수혈의 차침자극

<표 1> 일반적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특 성 구 분

실험군

(N=20)

대조군

(N=20)
t or χ² p

N(%) N(%)

성별(명) 남  7(35.0)  8(40.0)
 .744  .999

여 13(65.0) 12(60.0)
분만형태(명) 자연분만 11(55.0)  8(40.0)

 .342  .527
제왕절개  9(45.0) 12(60.0)

Mean(SD) Mean(SD)

제태기간(주) 39.67(1.38) 39.14( .81) 1.463  .152
출생나이(일)  2.80(1.36)  2.65(1.39)  .345  .732
출생체중(kg)  3.33( .42)  3.11( .33) 1.733  .091
Apgar점수(점) 1분  7.75( .55)  7.75( .44)  .000 1.000

5분  8.90( .45)  8.85( .37)  .387  .701

위해 반창고를 붙인 후 자세를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

험군과 대조군의 천자 1분 후의 심박동수, 경피산소포화도, 

호흡수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0.0 WIN Program을 이용하였다. 종

속변수의 정규성은 Kolmogorov-Smirnov 검정,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²-test

와 t-test, 차침자극의 심박동수와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효

과 검정에서 각 측정시간에서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는 

t-test,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고, 호흡수에 미치는 효과 검정

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질성 검정
일반적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일반적특성중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여아가 각

각 65.0%, 60.0%로 남아보다 많았고,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실험군에서 55.0%, 대조군에서 40.0%, 제왕절개는 실험군에서 

45.0%, 대조군에서 60.0%였다. 평균 제태기간은 실험군에서 

39.67주, 대조군에서 39.14주였으며, 평균 출생나이는 실험군

이 2.80일, 대조군이 2.65일이었다. 평균 출생체중은 실험군에

서 3.33kg, 대조군에서 3.11kg이었으며, 평균 Apgar점수는 실

험군에서 1분, 5분이 각각 7.75점, 8.90점이었고 대조군에서는 

7.75점, 8.8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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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박동수 변화

<표 3>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
집단

천자 1분 전 천자 중 천자 1분 후
source F p

Mean(SD) Mean(SD) Mean(SD)

실험군 129.95(8.53) 133.25(7.75) 133.60(10.32) 군   .529 .471
측정시간 10.885 .000

대조군 130.10(8.41) 138.80(8.45) 133.15( 8.93) 군*측정시간  3.287 .043
t
p

-.056
.956

-2.188
 .035

.040

.890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특성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중 평균 심박동수는 실험군에서 129.95회, 대조군

에서 130.10회였으며, 평균 경피산소포화도는 실험군에서 

97.15%, 대조군에서 97.40%이었고, 평균 호흡수는 실험군에서 

46.90회, 대조군에서 44.75회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변수

실험군(N=20) 대조군(N=20)
t p

Mean(SD) Mean(SD)

심박동수(회/분) 129.95(8.53) 130.10(8.41) -.056 .956
경피산소포화도(%)  97.15(2.23)  97.40(1.39) 1.425 .673
호흡수(회/분)  46.90(5.83)  44.75(5.92)  .779 .442

차침자극의 효과 검정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에서 각 측정시간에서의 차이에서 

천자 중에 실험군 133.25회, 대조군 138.80회로 유의한 차이

(t=-2.185, p=.035)를 나타냈다.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

에서 집단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F=10.885, p=.000)으로 나타났고, 집단간과 측정시간의 흐름

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3.287, 

p=.043)으로 나타났다<표 3>.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집단별로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박동수의 차이를 보기위해 단순주

효과분석 결과 실험군의 평균 심박동수는 천자 1분 전 129.95

회, 천자 중 133.25회, 천자 1분 후 133.60회로 측정시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의 평균 

심박동수는 천자 1분 전 130.10회, 천자 중 138.80회, 천자 1

분 후 133.15회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10.474, p=.000)으

로 나타났다<표 4><그림 2>.

<표 4> 단순주효과분석
source SS df MS F p

실험군 162.23 2 82.12 2.774 .075
대조군 779.43 2 389.72 10.474 .000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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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효과
집단

천자 1분 전 천자 중 천자 1분 후
source F p

Mean(SD) Mean(SD) Mean(SD)

실험군 97.15(2.23) 97.10(2.07) 96.95(1.90) 군 1.369 .249
측정시간 5.122 .008

대조군 97.40(1.39) 95.45(2.56) 96.35(2.46) 군*측정시간 4.545 .014
t
p

1.425
 .673

2.237
 .031

.863

.393

<그림 3> 경피산소포화도 변화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각 측정시간에서의 차이

에서 천자 중에 실험군 97.10%, 대조군 95.45%로 유의한 차

이(t=2.237, p=.031)를 나타냈다.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는 차이

에서 집단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5.122, 

p=.008)으로 나타났고, 집단간과 측정시간의 흐름의 상호작용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4.545, p=.014)으로 나타났다<표 

5>.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집단별로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피산소포화도의 차이를 보기위해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실험

군의 평균 경피산소포화도는 측정시간에 따라 97.15% 97.10% 

96.95%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의 

평균 경피산소포화도는 천자 1분 전 97.40%, 천자 중 95.45%, 

천자 1분 후 96.35%로 측정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F=11.097, p=.000)으로 나타났다<표 6><그림 3>.

<표 6> 단순주효과분석
source SS df MS F p

실험군   .43 2    .217   .095 .901
대조군 38.10 2 19.05 11.097 .000

호흡수에 미치는 효과

호흡수에 미치는 효과에서 호흡수는 실험군이 평균 48.10

회, 대조군이 평균 46.85회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7> 호흡수에 미치는 효과
집단

천자 1분 전 천자 1분 후
t p

Mean(SD) Mean(SD)

실험군 46.90(5.83) 48.10(8.83)
.496 .623

대조군 44.75(5.92) 46.85(7.01)

논    의

신생아의 통증경험에 대한 기억은 스트레스를 주는 시술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 다른 사물과 상호 작용하는 패턴이

나 태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발달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감각주입으로 인해 뇌 발달의 변화와 함께 감각체계의 발달

에 장애를 초래하고 부모-신생아간의 상호작용과 애착을 방해

한다. 최근에 신생아의 통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생아

의 통증관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Furdon, Pfeil, 

& Snow, 1998; Stevens et al., 1999; 임혜상, 2002; 박현정, 

2002). 신생아 통증완화 간호중재로 노리개 젖꼭지 빨기, 마사

지, 담요로 감싸기, 부드럽게 흔들어 주기 등이 이용되고 있

으며 특히 마사지가 사용하기 편리하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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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완화를 위한 한의학적 간호 중재방법으로 마사지의 원리를 

차침을 이용하여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을 자극함으로써 생리

적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논하는 데 있어 동일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실험처치로 통증완화를 위해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에 차침

자극을 시행한 한의학적 이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의학 

최고의 원전이자 기초 지침서인 내경 에 나타난 통증에 대

한 침구치료에서 통증치료와 경락을 사용할 때 단순통증인 

경우에는 (목통)에는 (위경), (이통)에는 

(대장경), (부통)에는 (심경)등의 단일경락이 주로 사

용되며, 복합통증은 두 개 이상의 경락이 사용되는데 경락 중 

족태양방광경은 통증치료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락이다

(채민석, 1994). 또한 신생아의 장부는 발달이 미숙하며 형태

학적으로 불완전하고 성장 발육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기 어렵고, 경혈부위로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배수혈에는 오장육부의 수혈이 모여 

있으며 소아의 질병 시 경락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경혈이 

아닌 경락을 위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중영, 2003)

에 근거하여 배부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혈을 자극을 통해 소

통시켜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통증완화를 위해 침을 이용한 자극법은 관문통제이론에 의

한 통증완화기전을 한의학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즉 통증완화

를 위해 침으로 말초부위를 자극함으로써 더 빠른 전달통로

를 통해 중추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통증신호가 중추에 도

달하기 전에 통증의 인지를 억제하는 것이다(Stux & 

Hammerschlag, 2001). 침의 체표경혈에 대한 자극은 임상적 

통증의 제어와 국소의 혈류 개선에 효과가 있어(Andersson & 

Lundeberg, 1995)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반응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침의 자율신경조절에 대한 Knardahl, 

Elam, Olausson과 Wallin(1998)의 연구에서는 수혈자극이 심박

동수와 혈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나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통각역치를 올림으로써 진통효과를 유발한다고 하

였다. 또한 윤성수, 이병렬 및 성낙기(1990)의 연구에서는 족

태양방광경이 심장과 장부상통의 관계이므로 혈압과 심박동수

의 조절에도 관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기용 등(2001)의 연

구에서는 체표에 가한 경혈자극이 심박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고 보고하였다. 고광석(1998)은 자율신경조절의 부적절로 인

한 스트레스 상황 시 적당한 경혈을 따라 자극을 주면 감각

신경이 이완되고 기능이 회복된다고 하였고, 조결자, 지은선 

및 김영란(2003)은 경락마사지가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와 수

면상태를 증가시키고 보챔이나 울음 상태를 감소시킨다고 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심박동수는 실험군에서는 측정시간의 흐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천자 1분 전

보다 천자 중에 증가하였다가 천자 1분 후에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Gonslaves와 Mercer(1993)의 연구에

서 신생아의 통증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서 비통증시가 통증

시보다 심박동수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고, Owens와 

Todt(1984)의 발꿈치 천자 시 심박동수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적이거나 동통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신생아의 심박동수는 증가되는데, 실험군에서 천자 전, 중, 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차침자극이 발꿈치 천자에 의한 

통증에 영향을 미쳐 심박동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경피산소포화도는 실험군에서는 측정시간의 흐

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천자 1분 

전보다 천자 중에 감소하였다가 천자 1분 후에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박인옥(1998)의 연구에서 발꿈치 천

자시에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

하는 자극에 대해 경피산소포화도는 감소된다. 실험군에서 천

자 전, 중,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차침자극이 발꿈치 

천자에 의한 통증에 영향을 미쳐 경피산소포화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호흡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Bucher 등(1995)의 자당의 통증완화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천자 후에 호흡수의 감소를 보고한 

Stevens 등(1997)과 임혜상(2000)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특

히 호흡수가 여러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통

증자극에 대해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반응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이상의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시 생리적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에서 실험군에서 천

자 1분 전, 천자 중, 천자 1분 후의 심박동수와 경피산소포화

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침자극

이 신생아의 통증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생아의 통증완화를 위해 처음으로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경락과 침자극의 효과에 대해 검정한 것에 의의가 있

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해 유의성이 검정된다면 신생아의 

통증완화를 위해 비침습적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독

자적인 한의학적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 차침자극이 신생아의 발

꿈치 천자시 생리적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함으로써 

신생아 통증완화에 대한 한의학적 간호중재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4년 10월 부터 2005년 6월 까지 부산광역시

에 소재한 일개병원에서 출생한 재태기간 38-42주의 질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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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한 2-7일 사이에 있는 정상 신생아로 혈

액형이나 선천성대사 검사를 위해 발꿈치 천자를 받는 신생

아중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2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은 실

험처치로 발꿈치 천자 전에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에 차침자

극을 좌우 3회씩 총 6회 시행하였으며, 대조군은 차침자극 없

이 발꿈치 천자를 하였다. 생리적 통증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심폐모니터를 이용하여 심박동수와 경피산소포화도를 측정하

고, 직접 관찰로 호흡수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종속변

수의 정규성은 Kolmogorov-Smirnov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²-test와 t-test, 차침자극의 효과 검정은 

Repeated Measure ANOVA와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에서 집단간과 측정시간의 흐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F=3.287, p=.043), 단순주효과분

석 결과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피산소포화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집단간과 측정시간의 

흐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F=4.545, p=.014), 단순주

효과분석 결과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

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호흡수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신생아의 발꿈치 천자 전 족태양방광

경의 배수혈 차침자극이 통증완화에 효과를 미친 것으로 사

료되며, 족태양방광경의 배수혈 차침자극을 한의학적 간호중

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복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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