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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매달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상이지

만 심한 월경통과 월경곤란증을 경험하는 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로서 활동에 제약

을 주고 이는 신체 , 정신  스트 스로 인한 반

인 삶의 질 하로 이어진다. 한 본인의 의지와는 상

없이 생기는 월경통과 월경불편감은 스스로 해결해

야 할,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통증으로서 여성은 

월경에 한 부정 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Kim, 2011). 

원발성 월경통은 로스타 란딘과 련되어 있으며

(Lee, Kim, Chang, & Yoo, 2009), 월경 직후로부

터 48-72시간 동안 지속되며 자궁내막의 완 한 탈락

을 해 자궁의 과도한 수축을 일으킬 때 느끼게 된다

(Kim, 2005). 이 기간에 일부 여성은 월경통과 동반

되는 오심, 구토, 식욕 하, 두통, 신경과민 등의 증상

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월경곤란증이라고 한다

(Granot et al., 2001). 재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의 여성이 월경통과 월경불편감 즉, 월경곤란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Kim, Sohn & Lee, 

2012; Lee & Jang, 2011; Sung, Min, Jang & 

Jeon, 2006) 이를 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갑자

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월경통은 신속하고 정

확한 근에 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여성은 부

분 증상 발  시 참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는 증상 완화를 목 으로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Jeon, 2003; Lee, 1998; Lee, 2004; Lee & Jang, 

2011; Sung et al., 2006). 이 같은 약물은 오심, 

구토와 같은 장질환  인체에 다양한 부작용을 주

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Wang, Hsu, Chien, 

Kao & Liu, 2009). 최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해 

보완 체요법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련 재 연

구 한 꾸 히 진행하고 있다. 종류로는 아로마테라

피, 쑥좌훈, 온열요법, 침, 경  자극법 등이 있다

(Chiang et al., 2008; Kim, Kim, & Kim, 2008; 

Kim, Park, Kim, & Lee, 2009; Kim, Kim, Kwak, 

& Yang, 2011; Kim et al, 2012; Kim & Lee, 

2010; Lee, 2004; Lee et al., 2009; Youn et al., 

2008).

뜸, 좌훈, 온열요법은 용 시 상자의 활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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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한 공간 제약이 있어 학교에서 온종일 수업을 

듣는 학생이 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Kim 

et al, 2012). 한 침 치료 등은 문가의 도움이 필

요하여(Youn et al., 2008) 교내 보건실 등에서 도움

을 주기에도 제한 인 방법으로서 여 생들을 고려한 

시공간 인 제약이 은 한 해결 방법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경 자극은 비침습 이고 경 에 직  압력을 

가하여 인체 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으로써 엔돌핀과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병  부분의 통증을 완화 시켜주

는 방법으로(Wang et al., 2009) 월경통  련증

상 완화를 해 사용되고 있다. Kim 등(2011)의 연

구에서는 손과 발에 있는 4개의 경 자리에 동씨침(董

氏針)을 이용한 압 요법을 용하여, Kim과 Lee 

(2010)의 연구에서는 스티커 침을 이용한 이압(耳壓)

요법을 용하여 월경통을 완화시켰다. 동씨침법은 

문 인 한의학 침 치료법이며  측정한 후 동씨침

을 여러 경 자리에 용하여 동통을 완화시키는 방법

으로 한의학 문가에게 시술받아야 하며(Youn, Park, 

& Park, 2013), 이압요법은 귀의 여러 경  자리에 

씨앗을 첩합하는 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효과 이나

(Ro, Lee, Lee, & Kim, 2013) 91개 이 에서 정

확한 경  부 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연구에서 

사용한 백개자나 왕불류 씨앗에 한 여 생의 근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해 삼음

교 한 가지 에 여 생이 평소에 하기 쉽고  

용이 편리한 스티커 압 을 사용하 다(Kim et al., 

2011). 삼음교(SP-6)는 여성의 자궁 활동을 조 할 

수 있는 로서 분만  여성 질환 증상 개선에 입증

된 유용한 자리이며(Lee, 2008), 압 요법은 스티

커를 떼어내 상자가 원하는 경  지 에 직  부착

하는 방식으로 인체의 병  경  부 에 속을 

하여 인체의 기  이상 흐름을 소통시켜 문제된 기

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You, 2008). 본 연구에

서 용된 서암 은 온라인, 오 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고 개당 비용이 렴한 압  제품으로 시공간  

제약이 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목 은 아

니지만 An과 Kim (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변비

완화를 해 서암 을 용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확

인하 으며 본 연구와 같은 목 의 유사한 재 방식

을 용한 국내연구 1편에서는 서암 을 용하여 월

경통에 유의한 효과를 입증하 다. 그러나 월경 1주기

의 단기간 용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제한 을 제시하 다(Kim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여 월

경 2주기 동안 삼음교 1개의 자리에 시공간  제약

이 은 스티커 압 요법을 용했을 때 월경통과 월

경불편감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삼음교(Sanynjiao, SP-6) 경 자리(Figure 

2)를 이용한 압 요법이 여성의 월경통, 월경불편감,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3. 연구 가설

연구 목 에 따른 구체 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삼음교 압 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월경통 수가 감소할 것

이다.

∙제2가설: 삼음교 압 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월경불편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3가설: 삼음교 압 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

도의 어려움 수가 감소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삼음교(SP-6) 압 요법이 여성의 월경

통, 월경불편감,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 유사 실험 설계이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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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1st
Intervention

Post-test 

2nd

Experimental group (n=34) O1 Y1 O2 Y2 O3

Control group (n=34) O1 O2 O3

O1: General Characteristics, ADL difficulties,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O2, O3: ADL difficulties,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Y1, 2 : SP-6 Seoam pellet therapy for 3days

Figure 1. Research design

2. 연구 상 

본 연구는 월경통을 가진 여 생을 상으로 하

다. 상자는 편의추출 하 으며 C도 소재 2개 학교

의 4년제 여 생으로 선정하 다. 두 학의 학생들은 

학교생활 조건이 동일하 다. 실험기간은 2012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이며 삼음교 에 압 요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월경통을 감소시킨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Kim et al., 2009) 연구 상자의 기 과 인원을 

선정하 다. 상자 수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에 필요한 검

정력(1-β)=.95, 유의수 (α)=.05, 효과크기(d)=.30, 

반복측정치간의 상 계=.05, 집단 수는 두 집단으

로 계산결과 각 그룹 당 28명, 총 56명의 최소 연구

상자 인원을 악하 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제 연구

에 참여시킨 상자는 각각 실험군 36명, 조군 35명

으로 총 71명이었다. 그러나 연구 진행  실험군 2명

(스티커 압 을 제 로 부착하지 않음 1명, 실험 참여 

거부 1명)과 조군 1명(연락 되지 않음 1명)의 도 

탈락자가 생겨 최종 인원은 실험군 34명 조군 34명

으로 총 68명이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효과

의 확산을 막기 하여 실험군과 조군은 각각 다른 

학교로 선정하 으며 구체 인 연구 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난 3개월간 월경통과 월경불편감의 증상이 있는 자

∙월경기간  월경통 통증정도가 PVAS 5.0 이상으로 

월경곤란에 리를 필요로 하는 등도 이상의 상

자

∙자궁의 기질  질환으로 인한 월경통  월경곤란증

이 없는 자

∙월경주기가 최소 3개월 간 규칙 이고 25-30일 주

기인 자

∙연구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

한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상자의 일반  특성 9문항, 

월경통 1문항, 월경불편감 측정도구 35문항과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측정도구 9문항, 총 54

문항으로 구성하 다. 연구 도구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반  특성

일반  특성 질문지는 총 9문항으로 나이, 경시작 

나이, 월경통을 처음 경험한 나이, 월경 기간, 월경 시 

통증 부 , 월경 시 통증 시작 시기, 진통제 복용 시 

총 투여량, 평소 진통제 용 후 효과, 통증 시 도움 

요청자로 구성하 다.   

2) 월경통(Menstrual pain)

월경  자궁이나 난소의 기질 인 이상 없이 하복

부  골반 부 에 경험하는 통증을 말하며(Kim, 

2005).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월경 후에 느끼는 

통증 정도를 시각  상사척도, The Pain Visual 

Analogue Scale (PVAS) 이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

미하며 측정한 수의 단 는 cm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통증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3) 월경불편감(Menstrual distress)  

월경곤란증은 월경 시 오는 통증과 더불어 오는 오

심, 구토, 어지럼증, 설사, 두통, 신경과민 등의 증상을 

말하며(Granot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Moos 

(1968)가 개발한 The Short Form Menstr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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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erdian Point (SP4, SP6, KD3, ST36, ST30, CV2, CV4, CV6)

<http://www.google.com/patents/US20080015572>

Distress Questionnaire (MDQ)를 Kim (199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통증, 집 력 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수분축 , 부정  감정의 

총 6개 카테고리,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심

하다’ 최고 6 에서 ‘  없다’ 최  1 으로 총 210

 만 이며 수가 낮을수록 월경 련 증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 α=.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 α=.95로 나타났다.

4)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 정도의 어려움(Difficulty 

of ADL)

일상생활수행 능력이란 독립 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 활동으로 목욕, 옷 입기, 이동, 음

식 비하기, 쇼핑, 집안일하기 등을 포함한다(Millan 

-Calent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Lee (2004)의 월

경통과 련된 일상생활수행 정도의 어려움을 확인하

기 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월경통으로 인

한 활동의 어려움 7문항, 계의 어려움 2문항의 총 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어려웠다’ 최고 5 , ‘  

어렵지 않았다’ 최  1 으로 총 45  만 이며 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2004)에서 Cronbach α=.84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91로 나타났다. 

4. 연구 진행

1) 삼음교(SP-6) 압 요법 용

삼음교(SP-6)는 족내과첨단(足內踝 端) 3 (寸) , 

경골 후연 오목한 부 이며(Chiang et al., 2008) 

(Figure 2). 본 연구에서 용한 스티커 압 은 온라

인에서 상시 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세라믹을 재료

로 한 22mm의 원모양의 착포에 6개의 속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Figure 3). 압 요법은 신체의 경 이

나 압통 에 쑥, 세라믹 등의 재료를 통하여 압자극을 

주는 치료이며(Ko, Lee, Kim, Nam, &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스티커 압 을 삼음교(SP-6) 에 

붙인 후 자극을 가하는 간호 재술을 의미한다(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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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ont〕                               〔The back〕

Figure 3. The front and back of Seoam pellet 

2) 연구진행 차

본 연구는 2012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소 월경통  월경곤란증이 심한 여 생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상자 기 에 맞춰 상자를 선정하

고 실험 재  설문지를 배부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월경통, 월경곤란증,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

도의 어려움을 측정하 다. 연구기간동안 상자들은 

평소와 같이 생활하도록 하 다. 단, 사 교육 시 월경

기간 동안 월경통, 월경불편감,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

정도의 어려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

하기 하여 상자에게 통증  불편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도한 활동  커피나 술 등의 음식을 제한

하고 압 요법의 정확한 효과를 확인하기 해 진통제 

 안정제 복용, 마사지, 찜질, 운동, 음식 등의 보조

요법은 실험기간 동안 용 하지 못하도록 하 다. 만

약 상자가 실험기간 동안 다른 보조요법을 용할 

경우 담당 연구자에게 즉시 알리고 연구 상에서는 

제외 될 것임을 설명하 고 기타질환으로 소염진통제

를 복용하는 경우 한 연구에서 제외될 것임을 설명

하 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

의한 상자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상자가 실

험처치와 련하여 부착부  피부의 가려움, 어지러움, 

오심, 구토, 통증  그 밖의 불편감이 있을 시 바로 

처치를 단하고 연구자 인솔 하에 해당 문의의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하 다. 실험 재는 2주기

의 월경 기간을 포함하기 하여 두 달간 진행하 으

며 연구 시 실험효과의 확산을 막기 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각기 다른 학교로 배정하 다. 한 선행연구

를 근거(Kim et al., 2009)로 스티커 압 요법은 

상자에게 매달 월경 시작일로부터 월경 시작 후 3일까

지 용하 으며 재는 월경기간 동안 총 2회 용 

하 다.

정확한 실험을 해 실험군에게는 연구책임자가 삼

음교(SP-6) 치에 직  스티커압 을 부착시켜주었

고 부착 방법을 반복 교육하여 일상생활  압 이 떨

어질 경우 바로 본인이 부착할 수 있도록 하 다. 재부

착 후에는 연구자를 방문하거나 혹은 부착 부 를 연

구책임자의 휴 폰으로 사진을 송하여 치 확인  

수정을 받도록 하 고 압  부착 후에는 부착부 에 

압 으로만 일정한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다른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교육하 다. 조군에게는 실험군과 동

일한 조건하에 같은 색깔과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외

생변수의 통제를 고려하 다. 본 연구가 종결되는 시

에는 조군에게도 실험군과 동일한 삼음교 압 요법

을 재하 다. 사후조사는 약 1개월 간격(2주기)으로 

총 2회의 조사를 하 으며 상자의 월경 시작일로부

터 3일까지 압 요법을 시행하고 4일째 되는 날 월경

통, 월경불편감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을 확인

하 다.

5.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2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실험군과 조군은 모두 실험 , 실험 

1주기, 2주기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실험 

에는 일반  특성, 월경통, 월경불편감, 월경 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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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8

Variable

Exp.

(n=34)

Cont.

(n=34)
t or χ2

Fisher's 

exact test

p

Mean±SD or n(%)

Age (yr) 21.1±1.9 21.0±1.9 1.278 .206

Age at onset of menstruation (yr) 12.5±1.3 12.2±1.3 0.591 .537

Age at onset of menstrual pain (yr) 14.5±2.3 14.4±3.1 1.089 .280

Duration of menstruation

     ≤30days 18(52,9) 23(67.7) 0.222 .139

     >31days 16(47.1) 11(32.3)

Area of menstrual pain

     Low abdomen 20(58.8) 30(88.2) .670

     Back/Pelvis 14(41.2) 4(11.8)

Duration of pain and dysmenorrhea 

     On the 1st day 25(75.8) 20(58.8) .086

     During 2rd-3rd days  9(24.2) 14(41.2)

Total amount of medication (n=59)

     1 pill 14(56.0) 14(41.2) .328

     2-3 pills 10(40.0) 11(32.4)

     4-more pills 1(4.0)  9(26.4)

Effect of medication (n=56)

     Good  7(26.9) 14(43.8) .239

     Moderate 17(65.4) 15(46.9)

     Poor 2(7.7) 1(3.1)

Helper for pain and dysmenorrhea

     People around 12(35.3) 11(32.4) .618

     School health center 1(2.9) 2(5.8)

     Pharmacy or Hospital 10(29.4) 10(29.4)

     None 11(32.4) 11(32.4)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을 조사하 으며 실험 1회와 

2회 용 후에 월경통, 월경불편감, 일상생활수행정도

의 어려움을 측정하 다. 

6. 윤리  고려

사 에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과정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상자에게

는 본 연구의 참여시 어떠한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 으로

만 이용될 것임을 알렸다. 조군  원하는 상자에 

한해 실험이 종료된 후 동일한 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음을 설명하 으며, 각 시기마다 상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 다. 

7. 이해 계(Conflict of Interest)

본 연구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자문  

연구비 수혜 등의 이해 계가 없다.

8.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해 t-test, 

Fisher's Exact test, χ2 test로 분석하 고, 삼음교 

압 요법 용 후 시간경과에 따른 실험군과 조군의 

주요변수에 한 변화양상은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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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68

Variables
Exp.

(n=34)

Cont.

(n=34)
t p

Menstrual pain 7.41±1.56 6.88±1.78 1.305 .196

Menstrual distress 129.76±29.74 128.23±26.67 1.685 .097

Difficultyof ADL 31.06±6.88 30.66±7.25 1.679 .098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3. Change of the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and Difficulty of ADL in post-2 month

                                        N=68

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1st

Post test 

2nd Source F p

Mean±SD Mean±SD Mean±SD

Menstrual Exp. 7.41±1.56 4.06±2.35 2.94±1.12 Group 35.93 <.001

pain Con. 6.88±1.08 7.20±1.74 7.17±.1.07 Time 206.90 <.001

Group ×Time 41.09 <.001

Menstrual Exp. 129.76±29.74 111.44±20.31 92.64±35.79 Group 34.59 <.001

distress Con. 128.23±26.67 128.23±26.67 137.37±10.20 Time 55.42 <.001

Group ×Time 56.31 <.001

Difficulty of Exp. 31.06±6.88 22.74±7.17 23.64±6.45 Group 26.51 <.001

ADL Con. 30.66±7.25 37.25±7.93 39.69±3.53 Time 19.24 <.001

Group ×Time 46.64 <.001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특성과 동질성 검정

1) 상자의 일반  특성

실험군의 평균 나이는 21.1(±1.9)세 으며 평균 

경 나이는 12.5(±1.3)세 다. 조군의 평균 나이는 

21.0(±1.9)세 으며 평균 경 나이는 12.2(±1.3)세

다. 실험군 조군 모두 월경기간은 30일 이내가 많

았으며 월경통증을 느끼는 부 는 부분 하복부 다. 

월경통과 월경불편감을 느끼는 시기는 주로 월경 첫 

날이었으며 상자는 월경 기간 동안 평균 1개 이상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통제 효과

는 실험군 65.4%, 조군 46.9%가 ‘보통이다’로 응답

하 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험

군 35.3%, 조군 32.4%이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실험군 32.4%, 조군 32.4% 다. 사  

조사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항목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그룹이 동질한 

그룹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1). 

2) 압 요법  상자의 월경통, 월경불편감,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 정도의 어려움

상자의 월경통, 월경불편감, 월경 련 일상생활수

행 정도의 어려움에 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월경통 7.41(±1.56) , 월경불편감 129.73(±29.74)

,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은 31.06(±6.88)

 이었다. 조군은 월경통 6.88(±1.78) , 월경불

편감 128.23(±26.67) ,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도

의 어려움 30.66(±7.25) 이었다. 사  조사결과 실

험군과 조군의 월경통, 월경불편감, 월경 련 일상생

활수행정도의 어려움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두 그룹이 동질한 그룹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Table 2). 

2. 삼음교(SP-6) 압 요법의 효과 검정

1) 제1가설: 삼음교 압 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월경통의 통증

수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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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음교 압 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시 별 월경통 

수의 변화를 보면 사 조사에서 7.41(±1.56) 이었

고, 1개월 뒤 1차 사후조사에서는 4.06(±2.35) , 2

개월 뒤 2차 사후조사에서는 2.94(±1.12) 으로 통증

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체기간 동안에 월경통의 

수는 그룹간과 시간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그

룹과 시간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41.09, p<.001). 반면 삼음교 압 요법을 받지 

않은 조군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2) 제2가설: 삼음교 압 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월경불편감 수

가 감소할 것이다.

삼음교 압 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시 별 월경불편감 

수의 변화를 보면 사 조사에서 129.76(±29.74)

, 1개월 뒤 1차 사후조사에서 111.44(±20.31) , 

2개월 뒤 2차 사후조사에서 92.64(±35.74) 으로 월

경불편감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체기간 동안

에 월경불편감의 수는 그룹간과 시간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그룹과 시간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56.31, p<.001). 반면 삼음교 

압 요법을 받지 않은 조군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3) 제3가설: 삼음교 압 요법을 실시한 실험군은 

실시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월경 련 일상생

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수가 감소할 것이다.

삼음교 압 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시 별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수의 변화를 보면 사

조사에서 31.06(±6.88) 이었고, 1개월 뒤 1차 사후

조사에서 22.74(±7.17) , 2개월 뒤 2차 사후조사에

서는 23.64(±6.45) 으로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 정

도의 어려움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체기간 동

안에 월경 련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수는 그

룹간과 시간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그룹과 시

간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6.64, p<.001). 반면 삼음교 압 요법을 받지 

않은 조군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러므로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Ⅳ. 논    의

연구 상자의 월경통은 실험군 7.41 , 조군 

6.88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통증완화를 해 1-3

개의 진통제를 복용하 으나, 14명(37.5%)만이 ‘효과

가 좋다’고 응답하 다. 여 생의 월경통에 한 선행

연구에서도 진통제 복용율은 높지만 월경통에 ‘매우 효

과 ’이라는 응답은 25.0-30.4%로 낮았다(Lee & 

Jang, 2011; Ro et al., 2013). 모든 통증은 주

인 것으로 월경통  월경불편감 역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자신만이 경험하고 조 해야하는 통증이다

(Kim, 2011). 본 연구에서도 월경통이나 월경불편감

이 있을 때 32.4%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 다. 따라서 진통제 외에도 월경통이나 

월경불편감 완화효과가 높고, 여 생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재방안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자가 스스로 쉽게 즉각 으로 

처치할 수 있는 압 요법을 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

하 다. 본 연구에서 압 을 용한 치인 삼음교

(SP-6) 는 추신경계를 포함한 시상하부-뇌하수

체-난소축의 한 상호작용에 유용한 로서 월경

곤란증을 경험하는 여성의 자궁 긴장도 증가  바소

신 농도 증가, 자궁 류 감소를 효과 으로 조 해

주는 경 이다(Chiang et al., 2008). 경 자극은 

인체의 동맥과 정맥 류량 증가  피부 온도를 상승 

시키며, 압 을 활용한 삼음교 자극은 생식기  련 

기 의 류량을 증가시켜 여성의 하복부 피부온도 상

승과 근육 이완의 효과를 주므로 월경통 완화의 효과

가 있다(Jeon, 2003). 

삼음교(SP-6) 에 2회의 월경주기 동안 압 을 

용하여 효과를 검정한 결과 2회 모두 월경통, 월경

불편감,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실험군의 월경통은 재  7.41 에서 1개월 

시  4.06 , 2개월 시  2.94 으로 60%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월경불편감은 재  129.76 , 1개

월 시  111.44 , 2개월 시  92.64 으로 29% 유

의하게 감소하 다.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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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6 , 1개월 시  22.74  2개월 시  23.64

으로 24%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 같은 결과는 

Kim 등(2009)이 간호사를 상으로 동일한 압 요법

을 용하여 1회 재한 결과 월경통 6.81 이 3.82

으로 44% 감소, 월경불편감 112.09 이 63.09

으로 44% 감소,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24.63

이 17.27 으로 30%의 유의한 감소를 보인 것과 일

치한다. Chen과 Chen (2004), Wong, Lai & Tse 

(2010)과 Mirbagher-Ajorpaz, Adib-Hajbaghery

과 Mosaebi (2011)의 연구에서도 PVAS로 여 생의 

월경통을 측정한 결과, 삼음교  지압법을 용한 

직후에는 39-40% 감소, 2개월 시 에는 36-43% 감

소하여 유의하게 나타났다. 월경불편감은 각 연구자들

이 수정한 MDQ 도구로 측정하 는데, 1개월, 2개월 

시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3개월 시 에 유의하

게 감소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손을 사용하여 경 을 지압했으

며, 1회 차에만 연구책임자가 지압하 고, 2회, 3회 

차에는 상자가 직  삼음교 치와 지압법을 교육받

은 후 시행하 다(Chen & Chen. 2004;, Wong et 

al., 2010; Mirbagher-Ajorpaz, Adib-Hajbaghery 

& Mosaebi, 2011).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시 스

티커 압 을 에 부착하여 압력의 차이 없이 3일 

동안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켰다. 그 기 때문에 1개월 

시 부터 월경통뿐만 아니라 월경불편감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 정도 감소에 좀 더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단된다. 

한 1개월 시 보다 2개월 시 에서 좀 더 유의한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재 후 인터뷰에서 몇몇 상

자들이 ‘1회 용 시 효과가 있어 2번째 월경이 다가올 

때 불안하거나 스트 스를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반

응을 보인 것에 근거하여 심리  약 효과가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통증은 지극히 주 인 느

낌이므로 상자들이 1회 용 시보다 2회 용 시 처

치에 한 신뢰감이 작용하여 좀 더 정 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 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한 정확한 확인을 하여 1회는 순수 스티

커, 2회는 스티커압 을 용한 하나의 그룹을 더 배

치해 정확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헌고찰 결과 월경통  월경불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경 은 SP-6 이외에도 SP4, KD3, ST36, 

ST30, CV2, CV4와 CV6 등이 있어(Smith & 

Carmady, 2010)(Figure 2). 추후에 이 같은 

에 스티커 압 요법을 용해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에서 아로마테라피, 뜸, 좌훈, 온열요법, 

침, 경  자극법 등이 월경통과 월경불편감 완화에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나(Chiang et al., 2008; Kim 

et al., 2008; Kim et al., 2009; 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Kim & Lee, 2010; Lee, 2004; 

Lee et al., 2009; Youn et al., 2008), 이 같은 

방법들은 재료 비  장비에 한 공간 제약, 문가

의 시술 필요, 물리 인 노력과 장기간의 시간 소요로 

인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에게는 

편리성, 근 용이성, 활용성 면에서 제한 이 있다. 

일례로 Kim 등(2012)은 재학 인 여 생을 상으

로 동 학부속 한방병원에 월경통 클리닉을 개설하여 

월경통 치료를 한 환약 처방  주 2～3회 침구치료

를 실시하 으나, 시험이나 과제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방문자  42명(62%)이 월경 1주기의 치료기

간을 다 채우지 못하 다. 한 경  자극법  이압요

법의 경우 91개 이   정확한 자리를 찾아야하며 

왕불류 씨앗 등을 사용할 경우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비해 삼음교 는 찾기 쉽고, 압 은 온라인에

서 쉽게 구입이 용이하므로 상자 스스로가 빠른 시

간 안에 비침습 으로 정확하게 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삼음교(SP-6) 압 요법은 여

성의 월경통  월경불편감을 완화시키기 한 쉽고 

효과 인 간호 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 생들

은 진통제 복용  휴식 외에 다른 처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므로(Jeon, 2003; Lee, 1998; Lee, 

2004; Lee et al., 2009; Lee & Jang, 2011), 보

건교육 등을 통해 삼음교 압 요법을 극 으로 알리

고 여 생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학교 보건실

에 월경통 클리닉을 설치하여 삼음교 압 요법을 시행

하여 압  배부  용법을 교육하는 등 체계 인 시

스템을 확보하여 리해 나가는 것도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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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삼음교(SP-6) 압 요법이 여성의 월경

통, 월경불편감, 일상생활수행정도의 어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실험군에게 총 2회의 월경주기 동안 월경 시작일로

부터 3일까지 삼음교에 압 을 부착하여 1개월마다 효

과를 확인한 결과 조군에 비하여 월경통, 월경불편

감, 일상생활 수행정도의 어려움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근거마련을 해 호르몬 

수 , 자궁 류량, 자궁 수축정도의 변화와 같은 과학

인 지표를 용하여 삼음교(SP-6) 압 요법의 효과

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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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P-6 Seoam Pellet Therapy on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and Difficulty of ADL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im, In Ky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Kim, Ji Hy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6 Seoam pellet 

therapy given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and ADL difficulties. Methods: This study used a pre-test, post-test design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he participants were 68 female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The experimental group(n=34) received Seoam pellet therapy at Sanyinjiao while the control 

group(n=34) received sham therap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16 to Nov. 30, 2012. 

Severity of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and difficulty of ADL were assessed prior to 

and following treatment. Independent t-test, x2
 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used for examination of group differences using the SPSS/WIN program. Results: Severity 

of menstrual pain (F=41.09, p<.001), menstrual distress (F=56.31, p<.001), and ADL 

difficulties (F=46.64, p<.001)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this Seoam pellet therapy 

is effective in reducing menstrual pain, menstrual distress, and difficulty of ADL. Therefore, 

use of this method is recommended for relief of menstrual pain and menstrual distress 

through self-care.

Key words : Dysmenorrhea, Pain, ADL, Acupressure, Fem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