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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월경 전후기에 월경통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Kim, 2005), 월경통은 월경과 직접 관

련된 주기적 통증으로 모든 여성의 50-80%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

로 예측되며(Durain, 2004), 그 중 10-20%는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불편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

(Kim, 2005).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연령층이 증상이 심하

며, 여대생의 80% 이상이 월경 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다(Han & 

Hur, 1999; Kim & Lee, 2002). 일반적으로 불편감은 월경 전에는 울혈

성 월경통으로 하복부의 무딘 통증, 유방 또는 발목 불편감, 민감성

의 증가, 기면과 우울 등으로 나타나며(Neil, 2006), 월경 시작 수 시

간 이내 또는 월경 시작 즉시 나타나서 24-48시간 정도 지속되고, 대

개 하복부 중앙에 통증이 심하여 허리나 다리로도 퍼지게 된다

(Lee, 1997). 이러한 월경통은 주기적인 결석과 결근의 가장 흔한 이

유로 지적되고 있으나 많은 여성들이 월경과 관련된 통증이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험에는 익숙하

여 의학적으로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숙명적으로 겪어야 하

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여대생 중 25.9-42%는 심한 월경통으로 진통제를 복용

하고 있다(Sin & Jeong , 2006). 대부분 월경완화를 위해서 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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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사용하면서 약물복용으로 인한 불편감과 부작용(Hsu, 

Yang, & Yang, 2006), 약물 오용(Kwon & Lee, 2001) 등 약물요법에 대

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몸에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치유요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월경 불편감 감소를 위한 아로마 요법, 발반사 자극요법, 뜸요법, 

테이핑요법과 같은 한방간호중재요법 적용 효과에 대한 국내 ·외 연

구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체요법들은 절차상 복잡하고 시

술 시간과 비용문제 등 활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간편하며 월경

으로 인한 월경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

요하다. 특히 이압요법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

고(Kim & Lee, 2010), 통증 관리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Lee, Hale, Hemingway, & Woolridge, 2012).

이압요법은 이곽의 혈자리만 배우면 스스로 자가 관리가 가능하

고 귀에 스티커침을 붙임으로 전신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간편하고 

지속적이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중재방법으로 적절하다

(Kim & Lee, 2010). 

월경곤란증에 이압요법을 적용한 국내 ·외 연구를 살펴보면 월경

곤란증의 중재방법을 적용한 효과 연구(Cha, 2008; Kim & Lee, 2010; 

Oh, Jang, Jeong, Lee, & Kim, 2008; Wu, Zhang, & Lin, 2007; Xiang, Situ, 

Liang, Cheng, & Zhang, 2002)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압요법을 적용하여 월경과 관련된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간단히 이압요법 혈을 자

극하여 취혈함으로 월경불순 등 부인과질환 증상을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The National Department of Me-

ridian Acupoints, 2000)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요통 및 하복부통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월경 시 요통 및 하복부통증에 미

치는 이압요법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월경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의 간호중재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으로 인한 요통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요통과 하복부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이압요법이 여대생의 월경으로 인한 요통과 하복부통증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압요법이 월경으로 인한 요통과 

하복부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K시 소재 두 개 대학교의 여대생 중 월경 당일 

VAS로 측정한 요통과 복부통증을 동반한 월경통증이 5 cm 이상인

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선발한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은 

두 집단 간의 정보교환을 차단하기 위해 1개 대학교의 여대생을 실

험군으로 하고 대조군은 본 연구 설계로 인한 성숙효과 오차를 줄

이기 위하여 연령, 체표면적 변수에 대해 짝짓기 방법으로 서로 다

른 대학에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는 편의표출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 pro-

gram의 공식을 이용하여 그룹 수 2, 표본수 근거 유의 수준 α = .05, 

검정력(1-β) = .80. 효과의 크기(effect size) = .60으로 정해 필요한 표본

의 크기는 각각 16명으로 총 3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중도 탈락자를 예상하여 실험군 20명, 대조군 

22명으로 총 42명을 선정하였으나 연구 종료 시까지 연구 도중 탈락

자는 없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기간 중 진통제 복용과 통증으로 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자

2) 심한 정서적 문제나 정신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연구 도구

1) 이압요법: 실험적 처치

이압요법은 인체 내부 장기 생명활동의 축소판으로 관찰이 가능

한 기관인 손, 발, 귀중 귀의 해당 혈위에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방법

으로 한의학의 이침요법을 근간으로 위험하지 않은 11가지 증상 및 

증후에 적용하는 한방간호중재술을 의미한다(Lee, 2002). 본 연구에

서는 요통 및 하복부통증의 완화를 목적으로 이곽의 특정 자극점 

즉, 내분비, 교감, 자궁, 신문에 행림서원에서 만든 스티커침(Lee, 

2004)을 월경 시작일부터 1회 붙이고 2일간 지속하고 일정한 시간

에 총 4회 손으로 압박을 병행하는 간호 중재술이다. 

2)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초경연령, 건강상태, 학년, 월경규칙성, 월경

통, 월경통 시작일, 심한 월경통일, 월경량, 운동의 1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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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통

Cline, Herman, Shaw와 Morton (1992)의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월경 2일 전부터 월경 후 2일까지 

요통 측정은 10 cm인 선에서 왼쪽 끝 0 cm는 통증이 전혀 없음, 오

른쪽 끝 10 cm는 통증이 매우 심함으로 표기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점으로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커질수록 

요통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4) 하복부통증

Cline 등(1992)의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월경 2일 전부터 월경 후 2일까지 하복부통증 측정은 

10 cm인 선에서 왼쪽 끝 0 cm는 통증이 전혀 없음, 오른쪽 끝 10 cm

는 통증이 매우 심함으로 표기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점으로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커질수록 하복부통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3월 15일부터 6월 31일까지였으

며, 연구자는 이압요법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여

대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

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

명을 한 후 연구에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예비조사는 이압요법의 적용가능성과 적절성, 연구도구의 검증

을 위해 사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요통

과 복부통증을 동반한 월경통이 있는 여대생 4명을 2011년 3월 5일

부터 14일까지 이압요법 1회 실시, 일반적 특성, 요통, 하복부통증 관

련 설문지로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실험자 4명에게 이압요법을 적

용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압요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압요법은 연구자와 보조원 

2인에 의해 실시하였다. 연구 보조원은 간호 학생 2명으로 자료수집

의 일관성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구체적인 자료수집 시기와 

방법에 대해 훈련하여 이압요법 적용부위 및 실험 절차에 대한 정

확성을 확인 후 연구과정에 참여시켰다.

사전조사는 연구자가 K시 두 개 대학의 여대생들에게 본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압요법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를 실험군

에 배정하였으며, 대조군은 다른 대학 여대생 중에서 실험군과 짝

짓기로 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이압요법을 시행하기 한 

달 전의 월경기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다. 

실험처치는 이압요법 적용 한 달 전 월경기간에 사전 설문지를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 작성하게 한 후 다음 달 월경일 첫날에 실험군

에게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이압요법을 적용하였다. 

실험군은 월경 1일째에 귀의 특정 자극점 즉, 내분비, 교감, 자궁, 

신문(Lee, 2004)을 찾아서 각 포인트 부위를 핀셋의 끝으로 일괄적

으로 압력을 가하여 누른 후에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지점에 

표시를 한 뒤에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소독하여 자극점에 스티커 

침을 부착하였다(Figure 1). 스티커 침이 부착된 부위를 엄지와 검지

를 이용하여 한번에 5초간 통증을 느낄 정도의 자극으로 각각 5번

씩 눌러주는 것을 1회로 하여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총 4회를 이침 

적용 부위를 자극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침 적용 부위가 가렵거나 

어지럼증,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스티

커 침을 제거하도록 대상자에게 교육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알코올 솜으로 귀를 소독한 후 침이 부착되지 않

은 종이테이프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같은 자극점 부위에 같은 방

법으로 부착한 후 전혀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VAS를 이용하여 월경 2일 전부터 월

경 2일까지 측정하였다.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은 이압요법 적용 2

일 후, 대조군은 종이 테이프 적용 2일 후 연구보조원이 대학교 내

에서 사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1.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은 

χ²-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의 정도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였다.

Figure 1. Meridian points of auricular acupunct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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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

령, 초경연령, 건강상태, 학년, 월경규칙성, 월경통, 월경통 시작일, 심

한 월경통일, 월경량, 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험 전 두 집단의 동

질성을 확인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실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요통과 하복부 통증의 변화

이압요법을 실험군에게 적용한 결과, 실험군의 요통 점수는 월경 

1일째와 2일째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하복부 통증은 월경 2일째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에 비해, 대조군은 

요통과 복부통증 점수가 사전과 사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통 점수는 월경시작 1일 째 실험군이 사전 4.17점에서 2.73점으

로 1.44점 감소한 반면에(Z = -2.811, p = .005), 대조군은 사전 3.89점에

서 3.82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월경 2일째 실험군은 사전 3.50점에서 

1.57점으로 유의하게 1.93점이나 감소하였다(Z = -2.678, p = .007). 이에 

비해 대조군은 사전 2.64점에서 2.18점으로 차이가 없었다(Figure 2).

하복부 통증은 월경시작 2일째 실험군이 5.14점에서 3.21점으로 

1.93점 감소한 반면(Z = -2.822, p = .005), 대조군은 사전 5.00점에서 사

후 5.13점으로 차이가 없었다(Figure 3).

논  의 

본 연구는 월경으로 인한 요통과 하복부통증을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요통과 하복부통증에 미

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압요법 적용 후 

확인한 요통 및 하복부통증의 감소는 실험군의 경우 유의하게 완

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월경곤란증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다른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and Menstru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 = 42)

Characteristic Subcategory
Experimental group (n = 20)

  
Control group (n = 22)

χ2 / U p
n (%) or M ± SD n (%) or M ± SD

Age (yr)   19.9 ± 0.45   20.1 ± 1.32 217.00 .543
Menarche (yr)   13.5 ± 0.27   13.8 ± 1.23 202.00 .422
Health status   81.54 ± 8.96   80.46 ± 5.78 235.00 .891
Grade 1 9 (45.5)   11 (50.0) 1.24 .340
  2 11 (54.5) 11 (50.0)     
Menstrual regularity Regular 8 (40.0)   13 (59.1) 1.34 .312
  Irregular 12 (60.0) 9 (40.9)     
Menstrual pain Mild Severity 8 (40.0)   14 (63.6) 2.28 .132*
  Severity 12 (60.0) 8 (36.4)     
Start of menstrual pain 3-4 day before menstruation 3 (15.0)   3 (13.6) 1.33 .382*
  1-2 day before menstruation 5 (25.0) 6 (27.3)     

Menstruation 1 day 12 (60.0) 13 (59.1)     
The severest day of menstrual pain 1-2 day before menstruation 1 (5.0)   3 (13.6) 1.28 .726*
  Menstruation 1 day 12 (60.0) 10 (45.5)     

Menstruation 2 day 7 (35.0) 9 (40.9)     
Menstrual amount Heavy 4 (19.5)   2 (9.1) 1.48 .673*
  Moderate 9 (45.5) 7 (31.8)     
  Average 7 (35.0) 13 (59.1)     
Exercise Regular 2 (10.0)   3 (13.6) 3.32 .372
  Irregular 7 (35.0) 11 (50.0)     
  No 11 (55.0) 8 (36.4)     

*Fisher’s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 = 42)

Characteristic

Experimental 
group (n = 20)   

Control group 
(n = 22) Z p

M ± SD M ± SD

Back pain 4.17 ± 3.35   3.89 ± 2.91 12.923 .298
Lower abdominal pain 5.25 ± 2.74   5.83 ± 2.40 12.981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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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fference in back pain score by group and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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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fference in lower abdominal pain score by group and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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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Lower Abdominal Pain and Back Pain between Two Groups   (N = 42)

Variable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Z p
M ± SD M ± SD M ± SD

Back pain Premenstruation 1st day Experimental (n = 20) 2.09 ± 2.81 1.79 ± 3.03 0.30 ± 0.22 -1.382 .167
Control (n = 22) 2.00 ± 1.88 1.96 ± 1.62 0.04 ± 0.26

Premenstruation  2nd day Experimental (n = 20) 1.38 ± 2.20 1.22 ± 2.11 0.16 ± 0.09 -1.072 .284
Control (n = 22) 1.14 ± 1.56 1.79 ± 1.63 -0.65 ± 0.07

Menstruation 1st day Experimental (n = 20) 4.17 ± 3.35 2.73 ± 2.90 1.44 ± 0.45 -2.811 .005
Control (n = 22) 3.89 ± 2.91 3.82 ± 2.60 0.07 ± 0.31

Menstruation  2nd day Experimental (n = 20) 3.50 ± 2.43 1.57 ± 1.70 1.93 ± 0.73 -2.678 .007
Control (n = 22) 2.64 ± 2.43 2.18 ± 2.16 0.46 ± 0.24

Lower abdominal pain Premenstruation 1st day Experimental (n = 20) 1.93 ± 1.65 2.00 ± 1.96 -0.07 ± 0.31 -1.706 .088
Control (n = 22) 2.53 ± 1.96 1.17 ± 1.26 1.36 ± 0.41

Premenstruation 2nd day Experimental (n = 20) 1.12 ± 1.16 1.23 ± 1.12 -0.11 ± 0.04 1.259 .208
Control (n = 22) 1.80 ± 2.04 1.97 ± 1.34 -0.17 ± 0.26

Menstruation 1st day Experimental (n = 20) 5.25 ± 2.74 4.01 ± 3.23 1.24 ± 0.49 -1.022 .264
Control (n = 22) 5.83 ± 2.40 4.70 ± 2.48 1.13 ± 0.08

Menstruation 2nd day Experimental (n = 20) 5.14 ± 1.82 3.21 ± 2.53 1.93 ± 0.71 -2.822 .005
Control (n = 22) 5.00 ± 2.08 5.13 ± 2.99 -0.13 ±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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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간호중재요법(Cha, 2008; Han, Ro, & Hur, 2001; Kim, 2007; Kim, 

Kim, & Jung, 2004; Lee, 2004)의 결과를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

른 이압요법 적용 효과 연구(Cha, 2008; Han et al., 2001; Kim & Lee, 

2010; Lee & Choi, 2005; Witt et al., 200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증상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용 전과 적용 

후 월경 1일째, 2일째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압요법 적용 후 

요통 점수는 월경시작 1일째 실험군이 사전 4.17점에서 2.73점으로 

1.44점 감소하였으나(Z = -2.811, p = .005), 대조군은 사전 3.89점에서 

3.82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월경 2일째 실험군은 사전 3.50점에서 

1.57점으로 유의하게 1.93점이나 감소하였으나(Z = -2.678, p = .007) 

대조군은 사전 2.64점에서 2.18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이압요법 적용 후 요통은 월경시작 1일, 2일째 모두 증상이 완화되

었다. 그러나 이압요법 적용 후 하복부 통증은 월경시작 2일째 실험

군이 5.14점에서 3.21점으로 1.93점 감소한 반면(Z = -2.822, p = .005), 

대조군은 사전 5.00점에서 사후 5.13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하복부통증은 월경 2일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월경증상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

을 검증하는 기존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향후 이

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월경으로 인한 요

통과 하복부통증에 대하여 2일 기간 동안 1회에만 적용한 것으로 

이압요법을 여대생의 월경통의 완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반복적인 연구와 월경증상에 따른 통증 완화를 위한 시점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증상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을 확인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월경관련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사춘기 

여학생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한 Kim과 Lee (2010)의 연구에서도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처치 후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a (2008) 그리고 Ro, Lee, Lee와 Kim (2013)의 연구결과들과 일치

하는 것으로 여대생의 복부통증과 월경곤란증에서도 유의한 효과

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이압요법은 월경으로 인한 요통과 하복

부통증이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곽 

부분이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귀의 반응점

과 인체 장기가 서로 상응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생리기능을 

향상시켜(Ro et al., 2013; Sok, 2001)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Sin (2013)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내분비, 

교감, 자궁, 신문점의 자극이 월경통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Dawood, 1986)의 배설과 대사에 작용하여 하복부 통증 감소에 영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압요법을 월경 2일 전부터 

월경 2일까지 적용 후 요통 및 하복부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연구효

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월경 1-2일까지는 이압요법을 적

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할 때, 월경주기와 관련하여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을 가진 여대생을 위한 이압요법 적용은 월경 1-2일째에 유의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압요법이 간편하

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방법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

제적으로 접근이 쉬운 특징을 고려한 간편한 중재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K시 소재 두 개 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그 결과를 전체 여대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월경과 관련된 특성의 차이를 통제

하지 않고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월경통 

대상으로 이압요법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효과를 다른 대상

자에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압요법이 월경으로 인한 요통과 

하복부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이압요법이 여대생의 월경으로 인한 요통 및 하복부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월경통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로 학교생활, 일상적 활동

에 제약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월경 관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한다. 첫째, 향후 연구결

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이압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계속 시행하여 지속적인 효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연령층과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복연

구를 시행함으로써 월경으로 인한 여성의 요통 및 하복부통증뿐

만 아니라 다른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기간에 따른 이압요법 효과를 평가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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