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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요법이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의 통증과

복부팽만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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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tients Receiving Laparoscopic Hysterectomy

Yun, Kyoung Hee1 · Kim, Sook Young2

1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2College of Nursing, CHA University, Po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orean hand acupressure on pain and abdominal bloating 
of patients receiving laparoscopic surgery. Methods: This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a non-
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39 patients each who 
were hospitalized at gynecology ward of a hospital located in Gyeonggi-do.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Korean 
hand acupressure therapy on the meridian point: A5, A6, H3, H7, I38 for 48 hours immediately after the surgery. 
Pain and abdominal bloating were measured at 5 tim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0.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er pain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p<.001).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 in abdominal bloating (p=.528), the time effec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 hand acupressure reduces pain and abdominal bloating of laparoscopic surger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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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절제술은 부인과 영역에서 흔히 행해지는 주요 수술로 

방법은 복식자궁절제술, 복강경하 질식자궁절제술,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로봇수술로 시행되고 있다(Kang & Park, 2007; 

Wu, Wechter, Geller, Nguyen, & Visco, 2007).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은 1980년  말 처음으로 보고 된 이후 복강경 장

비와 수술 방법의 급격한 발달로 흔히 시행되고 있다(Brum-

mer, Seppala, & Harkki, 2008).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은 수

술 후 통증이 적고 재원 기간이 짧으며 정상 활동으로의 복귀

가 짧은 장점이 있으며 복부 흉터가 최소화되어 환자의 만족

감이 크다(Chen, 2013). 

그러나 상당수의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들이 수술 후 중

증에서 심각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술 후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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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일째까지 수술 통증 및 복부 팽만감을 호소한다(Good, 

Stanton, Anderson, Makii, & Geras, 2000). 수술 후 통증은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켜,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합

병증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수술 후 급성 통증관리는 수술 환

자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통증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상적 생리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서 간호중재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Argoff 2014). 

복강경하 자궁절제술과 복식자궁절제술의 통증 정도 및 수

술 후 진통제 요구량은 차이가 없는 것(Persson & Kjølhede, 

2008)으로 보고되었고, Rorarius 등(2001)은 수술에 따른 생

화학적 외상 표지자로 코티솔 농도증가가 복식 자궁절제술이

나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

한 소변으로 배설되는 카테콜라민 양도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후 환자의 통증 지수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하여,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에게도 복식 자궁절제술 환

자에 준하는 통증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통증의 정도는 조직의 손상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자궁절제술 과정 그 자체로 인한 통증과 더불어 복막까지의 피

부절개 범위가 통증의 주요한 요인이다(Kang & Park, 2007).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때 CO2 가스를 복강내로 주

입함으로써 기복을 유발하여 수술시야를 확보한다. 이때 복강 

내 가스는 수술 후 복강 외로 배출시키지만 수술 후에도 복강 

내에 잔존가스가 남아 복부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Kim, 

2006). 수술 후 기복은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후 부분의 경

우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수가 되어 수

술 부위 천공이나 누출로 인한 기복이 아닌 일반적 기복에 

해서 임상에서 특별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Gayer, 

Hertz, & Zissin, 2004). 그러나 수술 후 기복이 충분히 제거

되지 않은 경우에 복벽이 예민해져 복부팽만감으로 인한 불편

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Yun, 2007) 간호사는 기복으

로 인한 복부팽만감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

해야 한다(Steuer, 1998).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자가통증조절기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의 부분이 자가통증조절기

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비약물적 요법의 병행이 필요하다(Good et al., 2000). 

Kang과 Park (2007)은 자가통증조절기의 주입량이 많을수

록 오심의 발생빈도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Good과 Moor (1996)의 통증완화이론에 따르면 통증조절

을 위해 간호사는 진통제 투여와 더불어 비약물적 중재를 수행

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임상에서는 수술 환자의 통증 조절

을 위해 주로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물 중재법 외에 비약

물 중재법의 사용은 미미하다(Kim, 2012). An과 Kim (2004)

은 기존의 약물요법과 더불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비약물 

요법의 혼합사용에 해서 96%의 상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자들이 보완요법에 한 신뢰와 더

불어 편안함과 이완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급성통증

을 경험하는 수술 환자의 통증과 복부 팽만감 완화를 위해 적절

한 비약물 요법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상자의 통증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심상요법과 음악요법(Laurion & Fetzer, 2003), 두경부 마사

지(Kim & Choi, 2010), 아로마 향기요법(Oh, Kim, & Park, 

2008) 등 보완 체요법을 통해 통증을 관리해 주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보완 체요법 중 경혈 지압은 "관문통제이론"에 의해 침 자

극이 척수의 통증감지 능력을 변화시켜서 통증전달기능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Wang et al., 1997) 만성통증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급성통증에도 경혈 지압은 진통효과를 가져와

서 진통제의 요구량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다(Kotani et al., 

2001; Lee & Ernst, 2014). 수지요법은 1975년에 유태우가 개

발한 경혈 지압요법으로 손을 우리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1260개의 혈처에 자극을 주어 신체 순환 촉진, 뇌와 신체기

관 기능 회복, 혈관과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다(Yoo, 2012). 

Yoo (2012)는 인체에 병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수지의 상응 부

위에서도 병적 반응점이 나타나고 이 부위의 자극으로 인체의 

병적반응이 완화된다고 하였다. 수지요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간헐적 복통 및 슬관절통을 호

소하는 상자에게 적용하여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Hong, 2005; Koh, Jung, & Kwon, 2011), 자궁절

제술 환자에게 복부팽만 예방을 위해 경혈 지압을 적용하여 가

스배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et al., 2004; 

Chen et al., 2003). 그러나 임상에서 흔히 행해지는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를 상으로 수지요법을 적용하여 통증 및 복

부 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지요법이 복강경수술 환자의 통증과 복부 

팽만감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지요법이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의 통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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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수지요법이 상자의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수지요법이 상자의 복부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지요법이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의 통증 및 

복부 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가설

 가설 1.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통증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복부 

팽만감 점수가 낮을 것이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기도 

소재 C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여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상자의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

한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실험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전신마취 하에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

 손에 상처나 부종이 없는 환자

 서금봉 부착으로 피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자 

 수술 후 IV PCA (정맥하 자가 통증조절기)를 적용하는 자

계획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명단을 매일 수집한 후 입원 순서에 따라 일

련번호를 작성하여 홀수번은 실험군, 짝수번은 조군으로 연

구 상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두 군 모두 동의 후 실험 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실험군에게 수지요법 적용 후 결과에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상자수는 선행연구(Koh et al., 2011)를 근거로 효

과크기 0.4, 유의수준 .05, 검정력 .8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 각 그룹에 32명

이었다. 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

자 총 81명(실험군 40명, 조군 41명)을 선정하였으나, 실험

군 중 1인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으로 인하여 탈락되고, 조

군 중 2인이 자발적 동의철회를 하여 탈락하였다. 탈락자 3인

을 제외한 총 78명(실험군 39명, 조군 39명)을 연구 상자

로 선정하였다. 

4. 연구도구

1) 통증 측정도구

통증은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와 추가 진

통제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시각적 상사척도는 10cm 수평선

에 상자가 느끼는 통증에 정도를 표시하는 도구로 왼쪽 끝

은 0 (통증없음), 오른쪽 끝은 10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추

가 진통제 사용량은 사전에 협의된 Regimen에 의해 VAS 

Score 4 이상일 때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Ketorac 30 mg을 

정주 한 후 이를 점수화하였다.

2) 복부 팽만감 측정도구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들이 느끼는 복부 팽만감 정도를 

Kim과 Choi (2010)가 개발한 불편감 측정도구 문항 중 복부 

팽만감으로 인한 불편감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을 선택하여 간

호학 교수 2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 별

로 ‘전혀 없다’ 1점에서 ‘아주 심하다’ 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복부 팽만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실험처치

수술 전날에 상자에게 수지요법의 적용도구인 서금봉의 

적용 목적, 적용 방법, 적용시기 등에 해 설명하고 서면동의

서를 받았다. 그리고 서금봉 부착 예정인 통증 완화 혈 자리 

A5, A6, I38과 복부 팽만감 완화 혈 자리인 H3, H7에 표시를 

하였다(Figure 1). 수술 종료 후 실험전 통증과 복부팽만감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술 전날 표시해두었던 A5, A6, H3, 

H7, I38에 서금봉을 적용하고 수술 후 48시간까지 적용하였

다. 조군에게는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후 일반적 간호가 제

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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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responding points on hands for pain and abdominal bloating.

서금봉은 손의 피부를 청결하게 한 뒤 부착하였고, 서금봉

을 48시간 동안 부착하기 때문에 실험기간 동안 피부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필요시 서금봉을 교체하였다.

수술 후 급성 통증은 수술 후 4~6시간이내에 5~7 정도이나 

수술 후 6~12시간에 2.5~3.5, 그리고 수술 후 24시간에 1~2

로 낮아지는데 4 이상의 통증은 진통제 투약과 같은 통증관리

가 요구되며(Shahraki, Jabalamei, & Ghaedi, 2012) 수술 

후 48시간까지 통증관리가 필요하다(Kang & Park, 2007)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4시간, 8시간, 24시간, 48시간

에 지각한 통증 정도와 복부팽만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수술 후 48시간 이내 추가 진통제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6. 연구진행과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준에 적

합한 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은 12명을 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수지요법을 적용 

받은 상자는 통증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수지요법 적용 방법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었기에 수지요법 적

용 부위와 방법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과 조군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부터 2014년 8월까지이며 연구자 1인이 자료수집을 실시하였

다. 수지요법 적용을 위해 본 연구자는 고려수지요법 학회 지

회에서 수지요법 강좌를 수료하였다. 실험처치인 수지요법의 

적용 부위와 방법에 해서는 수지요법 전문가 1인과 간호

학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구체

적인 자료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C 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수술 전날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

를 상으로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술 관련 특성은 수술 후 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는 자가통증조절기(PCA)를 통해 수술 종료 시

부터 마약성 진통제 Sufental 50μg, 항구토제 Ondant 

24mg, NSAIDs 진통제 Ketorac 30mg, 생리식염수 등 4

가지 약제를 혼합한 약물을 정맥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하

여 기본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 미세 

작동 장치에 의해 조절되는 펌프가 작동되어 지정된 용량

의 진통제가 환자에게 투여되고, 펌프에 시간 조절기가 

있어 일정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추가량을 투여될 수 없게 

하였다.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상자에게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에게는 피부를 청결하게 한 뒤 A5, A6, H3, H7, 

I38에 서금봉을 적용하여 수술 후 48시간까지 적용하고 

조군에게는 일반적인 간호만을 제공한 후 두군 모두 수

술 후 4시간, 8시간, 24시간, 48시간에 통증과 복부팽만

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추가 진통제의 투여는 사전에 협의된 Regimen에 의해 

VAS Score 4 이상일 때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Ketorac 

30 mg을 정맥으로 정주하였다. 

 수술 후 48시간까지의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진통제 투여

량을 확인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수술 관련 특성에 한 

사전 동질성 검증은 t-test 와 x2-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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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른 실험군과 조군 간의 통증, 복

부팽만감의 차이 검증은 Repeated measures ANOVA, 

사후 검증은 사전값을 통제하고 ANCOVA로 분석하였다.

8.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상자에 한 윤리적 준수를 위해 C 학교 연구윤리심

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수행의 승인을 받았다(1044308-201308-

BM-004-02).

상자는 연구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

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에 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한 서술과 본 연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상자가 원

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연구결과는 본 연

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상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상자는 연구목적과 방법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읽고 서

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술 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수술 관련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 상자는 총 78명으로 조군 39명, 실험군 39명이었

다. 연령은 조군 46.9세, 실험군 46.5세였으며, BMI는 조

군 23.3 kg/m2 실험군 22.1 kg/m2였다. 결혼유무에 하여 

기혼자가 조군 82.1%, 실험군 87.2%로 부분을 차지했으

며, 주부인 경우가 조군 61.5%, 실험군 64.1%였다. 종교와 

교육수준도 조군과 실험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특성과 관련하여 전신마취 수술 기왕력은 

두 집단이 25.6%로 동일하였고, 진단명은 조군의 경우 자

궁근종 51.3%, 자궁선근증 48.7%였으며, 실험군의 경우 자궁

근종 59.0%, 자궁선근증 41.0%로 나타났다. 수술 전 Hgb는 

조군 12.37, 실험군 12.33이었으며 ASA score는 조군 

1.64, 실험군 1.69로 나타났고, 수술시간은 조군 80.13분, 

실험군 74.87분으로 나타나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술 관

련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

함이 확인되었다(Table 1).

2. 실험 전 통증과 복부팽만감의 동질성 검증 

실험 전 종속변수인 통증과 복부팽만감의 실험군과 조군

간의 동질성 검증 결과, 수술 직 후 실험처치 전 통증은 실험군 

4.62±0.94, 조군 5.03±1.09로 측정되었고(p=.078), 복부

팽만감은 실험군 2.99±0.96, 조군 2.81±0.70으로 나타나

(p=.34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함이 

확인되었다(Table 2).

3. 가설검증

1) 가설 1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통증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두 군 간의 통증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통증 점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1.02, p<.001), 시점간의 차이

도 유의하였으며(F=196.93, p<.001), 집단과 시점간의 교

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57, p<.001).

실험 전 통증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로 분석한 결과 수

술 후 8시간과 수술 후 48시간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실험군과 조군의 추가 진통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

군 19.23±23.3, 조군은 18.46±26.31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0.14, p=.892).

따라서, 가설 1인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통증 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2) 가설 2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복부 팽만감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두 군의 복부 팽만감점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복부 팽만감 점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F=1.66, 

p=.201), 시점 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119.54, p<.001). 

실험 전 복부팽만감 점수를 공변수로 하여 ANCOVA 분석

한 결과 수술 후 48시간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인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복부 팽만감 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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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related Factor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9) Cont. (n=39)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46.5±3.8 46.9±3.8 0.30 (.768)

BMI (kg/m2)　 22.1±3.0 23.3±2.5 1.76 (.08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Divorced

34 (87.2)
3 (7.7)
2 (5.1)

32 (82.1)
2 (5.1)

 5 (12.8)

1.55 (.462)

Occupation No
Yes

25 (64.1)
14 (35.9)

24 (61.5)
15 (38.5)

0.06 (.815)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None

12 (30.8)
 5 (12.8)
 6 (15.4)
16 (41.0)

10 (25.6)
 6 (15.4)
3 (7.7)

20 (51.3)

1.71 (.63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9 (23.1)
22 (56.4)
 8 (20.5)

 8 (20.5)
21 (53.8)
10 (25.6)

0.30 (.859)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5 (12.8)
27 (69.2)
 7 (17.9)

 7 (17.9)
24 (61.5)
 8 (20.5)

0.58 (.750)

General anesthesia history No
Yes

29 (74.4)
10 (25.6)

29 (74.4)
10 (25.6)

0.00 (1.000)

Diagnosis Leiomyoma
Adenomyosis

23 (59.0)
16 (41.0)

20 (51.3)
19 (48.7)

0.47 (.495)

Preoperation Hgb 　 12.33±1.25 12.37±1.37 0.14 (.890)

Intraoperation transfusion No
Yes

36 (92.3)
3 (7.7)

33 (84.6)
 6 (15.4)

1.13 (.288)

ASA class 　 1.69±0.69 1.64±0.74 0.32 (.754)

Operation time (min.) 　 74.87±11.15 80.13±12.22 1.98 (.05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Table 2. Homogeneity Test of Pain and Abdominal Bloating before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Exp. (n=39) Cont. (n=39)

 t (p)
M±SD M±SD 

Pain 4.62±0.94 5.03±1.09 1.79 (.078)

Abdominal bloating 2.99±0.96 2.81±0.70 0.94 (.34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논 의

본 연구는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수

지요법이 통증과 복부 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 수지요법은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의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조군의 통증 점수는 집단 간, 시점 간 그리고 집단과 시점의 교

호작용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술 후 통증점수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시점은 수술 후 8시간부터였으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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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ain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 Groups

After surgery

F (p)0h 4h 8h 24h 48h

M±SD M±SD M±SD M±SD M±SD

Pain Exp. (n=39)
Cont. (n=39)
F (p)

4.62±0.94
5.03±1.09

3.90±0.91
4.23±0.84
0.32 (.576)

2.69±0.69
3.54±0.79

27.12 (＜.001)

2.08±0.70
2.44±0.72
2.24 (.138)

1.64±0.58
2.08±0.53
8.85 (.004)

Group
Time
G*T

11.02 (＜.001)
196.93 (＜.001)

5.57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Abdominal Bloating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 Groups

After surgery

F (p)0h 4h 8h 24h 48h

M±SD M±SD M±SD M±SD M±SD

Abdominal 
bloating

Exp. (n=39)
Cont. (n=39)
F (p)

2.81±0.70
2.99±0.96

2.38±0.72
2.59±1.04
0.23 (.635)

1.96±0.59
2.06±0.72
0.02 (.892)

1.49±0.50
1.64±0.69
0.46 (.499)

1.09±0.35
1.34±0.58
4.35 (.040)

Group
Time
G*T

1.66 (.201)
119.54 (＜.001)

0.80 (.52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시점에서 실험군의 통증 점수는 2.69±0.69, 조군은 3.54± 

0.79로 차이가 있었고 수술 후 48시간 후의 측정시점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를 상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지요법을 적용하여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Sun, Gan, Dubose와 

Habib (2008)의 연구와 Lee와 Ernst (2014)의 연구결과 경

혈요법은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otani 

등(2001)은 107명의 복부수술 환자를 상으로 피내침을 시

행하여 내장성 통증과 외상성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수술 후 통증 점수와 진통제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고하

여 경혈요법이 통증완화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혈 지압은 척수의 통증감지 능력을 변화

시켜서 통증전달기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고(Wang et 

al., 1997), 또한 생체 내 엔도르핀을 증가시켜서 진통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su, 1996) 수지요법도 이러

한 작용기전을 통해 통증을 경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압점 A5, A6, H3, H7, I38을 이용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수지요법

을 적용한 연구로 간헐성 복통을 호소하는 10~13세 아동을 

상으로 위장과 장의 상응하는 지압점 A8, A9, A10, A11, 

A12, E22, E45에 수지요법을 중재하여 통증 점수와 약물 요구

도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는(Hong, 2005) 수지요법이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Hong (2005)

의 연구에서는 위장과 장의 상응혈에 수지요법을 적용하여 

위장과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자 하

였고 본 연구에서는 하복부 절개로 인한 통증과 기복 후 발생한 

복부팽만감을 경감시키는 지압점에 수지요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수지요법이 통증에 효과적인 비약물적 중재로 

검증됨에 따라 임상에서 수지요법을 적용함으로써 약물요법과 

더불어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

며 비교적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증 점수의 변화는 Lee, Son과 Yun (2014)이 수술 후 4시

간, 24시간, 48시간에 수술 환자의 58.8%, 33.5%, 그리고 

11.1%가 통증점수 4 이상의 중증 통증을 경험한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Shahraki 등(2012)은 수술 후 급성 통증

은 수술 후 4~6시간이내에 5~7 정도이나 수술 후 6~12시간에 

2.5~3.5, 그리고 수술 후 24시간에 1~2로 낮아진 결과와 본 

연구 상자의 통증점수변화가 일치하였다. 

수지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조군의 복부 

팽만감 점수는 시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간, 

집단과 시점 간의 교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Chang 등(2004)은 자궁절제술 환자를 상으로 복

부팽만을 예방하는 간호중재로 경혈 지압을 적용하여 가스배

출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부팽만 완화 혈 자리에 수지요법을 적용하여 복

부 팽만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술 후 

48시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복

부팽만감은 1.09, 조군은 1.34로 차이가 있었기에 추후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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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팽만감 측정을 상자가 느끼는 복부팽만감 정도를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구를 활용한 측정뿐

만 아니라 상자들의 복부둘레를 측정하여 수지요법 적용의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

는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를 상으로 수지요법을 적용하

여 통증 및 복부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다른 상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수지요법은 내장기능을 조절하는 14기맥을 자극함으로서 

수지침을 혈에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므로 널리 이용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쉽게 자기 스스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알루미늄의 음이온이 생체이온을 조정, 보온해 주

는 장점이 있다(Yoo, 2012).

본 연구는 비용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적용이 어렵

지 않은 수지요법을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에게 적용하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수지요법은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환자의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며 복부 팽만감 감소에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중재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복강경 자궁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하여 

수지요법 적용이 통증과 복부팽만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비동등성 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

다. 연구결과 수지요법은 환자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었으며 

복부팽만감 완화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지지되었다. 

향후 다양한 수술 환자를 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수

지요법에 한 효과가 지지되었으므로 임상현장에서 통증감

소를 위한 간호중재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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