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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기는 신체적 성장과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로 신체발달에 대한 염려와 가족 역동 등이 끊임없

이 작용하여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많(Ryan, 1989),

은 금지와 속박과 질책 속에 놓여지게 되면서도 한편으

로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욕구의 조정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허혜숙( , 1996).

이 시기에 아동들은 불만이나 좌절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듯한 혹은 복통 두통과, ,

같은 아픈 증상으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정(

화역, 1992).

그중 복통은 학령기 아동의 흔한 호소로서 Apley &

의 연구와Naish(1958) Hyams, Burke, Davis,

의 연구에서는 세에서Rzepski, & Andrulonis(1996) 5

세사이의 학령기 아동의 약 정도에서 반복성14 10-20%

복통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

아동 중 남아는 여아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홍8%, 10% (

강의외, 1988).

반복성 복통의 원인으로 해부학적 이상 감염성 질환, ,

비감염성 염증성 장질환과 생화학적 원인 기능적 위장,

관 운동장애 등이 있으나 반복성 복통호소 아동의 약

정도에서 기질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뿐 대부10%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능성 복통이 대부분이다(Apley

& Naish, 1958; Boyle, 1996).

기능적 위장관 운동장애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실에서

는 약리적 방법으로 Pancreatin, biodiastase, lipase,

cellulase AP3, ursodeoxycholic acid, simethicone

등을 함유한 복합소화효소제 혹은 scopolamine

를 함유한 진경진통제 지사제 교의의N-butylbromide , ,

처방에 의한 성분의 위장관 기능조절제metoclopramide

재등을 사용하며 비약리적 방법으로 온찜질 맛사지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숙 등 은 환아를. (1995)

대상으로 심리적 지지가호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의한 통증호소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였으며 석민현 등 의 아동의 통증사정 및 관리에(1999)

대한 연구에서도 아동의 통증에 대한 중재는 단순한 심

리적 지지나 정보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간호중재

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반복성 복통에 대한 연구는 반복성 복통 환아

와 부모의 불안 우울에 관한 연구 와, (Walker Greene,

반복성 복통환아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1989),

아형분류 및 임상상에 대한 연구이(Scharff, 1997), (

호영과 백남선 관리결정에 대한 연구유종식등, 1999), ( ,

신효식 등 감염의1998; , 1997), helicobacter pylori

의의에 대한 연구장철호 정철영 백남선 강이( ,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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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반복성 복통과 위 배출 시간에 대한 연구양, 1997), (

의준등 등이 대부분으로 중재연구는 드문 편이며, 1998)

약물처방에 국한되고 있다.

반복성 복통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자주 사용할 경우

위장의 소화효소분비를 감소시키거나 간과 신장에 부담

을 줄 수 있고 드물게 간뇌의 내분비기능 조절이상 기,

관지 경련 산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최근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요법이 이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침술 치료적(acupuncture),

접촉 심상요법 등이 연(therapeutic touch), (imagery)

구 조복희 등 이혜경( , 1997; Dowson , 1985; , 1999)

되고 있으며 침술의 기본원리를 적용한 고려수지요법은

수지에서 발견된 경혈을 이용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한국

에서 고안된 침술로 침 서암봉 자석 수지전(needle), , ,

자빔기 등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요법의 한 종류인 고려수지

요법이 아동의 반복성 복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아동간호중재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자한다.

연구목적 및 가설2.

본 연구는 고려수지요법이 아동의 복통에 미치는 효과

를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1)

받은 대조군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2)

받은 대조군보다 의 전자탐측수치가 더 많이 감A12

소될 것이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3)

받은 대조군보다 약물요구율이 낮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3.

반복성 복통1)

세에서 세 사이의 소아에서 개월 동안 회 이상4 16 3 3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정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간헐적인 복통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Apley, 1992)

최근 개월 동안 회 이상 양호실을 방문하며 호소하는3 3

복통을 말한다.

고려수지요법2)

류태우 가 년 연구 개발하고 명명(1998) 1971 1975 ,～

한 것으로 손부위의 상응요법과 기맥의 개의 주요14 345

자극점에 약한 자극을 주어 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인체,

의 기능을 조절시키는 방법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

암봉 볼펜을 이용한 단순자극을 수행한뒤 수지전자빔,

을 이용한 전기침자극( beam) (ALTENS :

acupuncture-like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으로 위장관계의 내장체성지각반사가 이루stimulation)

어지는 수지의 상응점에 음극을 이용한 억제자극을 수행

하는 상응요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Ⅱ 문헌 고찰.

반복성 복통1.

반복성 복통증 은 세(reccurent abdominal pain) 4

에서 세 사이의 소아에서 개월 동안 회 이상 반복16 3 3

적으로 발생되어 정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간헐

적인 복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Apley, 1992).

복통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환아들

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 혹은 입원하여 각

종 진단을 받는 일이 많이 있으나 기질적 원인은 발견되

지 않으므로 이들 환아의 약 이상이 소위 기능적 위90%

장관 장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조용환 등( ,

1997)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일상생

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반복성 복통은 전체 학생의 약

이며 이중 정신신체장애10-15% , (psychophysiologic

에 의한 기능성 복통이 기질적 질환origin) 70-75%,

이 인 것으로 꾀병(organic disease) 5% (malingering)

이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Roy et al., 1995;

Walker et al, 1996)

기능적 복통증은 반복성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발작적 제대주위 동통 비궤양성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 ,

후군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편안하지 못(Boyle, 1994),

한 것을 아는 환아의 주관적 상태이며 치료방침은 사회,

적 기능장애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키는 것

이다박정아 등( , 1995).

그러나 반복성 복통의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주

로 야간에 발생하며 설사나 구토 등이 동반되고 통증이,

배꼽에서 멀수록 기질적 원인이 의심된다(Ost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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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복통의 주요 병리기전은 소화관 운동장애

와 위장관 과민증(disordered GI motility) (visceral

등 이며 심리적 불안hypersensitivity) (Walker, 1996)

학교생활 문제 질병등 신체적 혹은(Scharff, 1997), ,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은 자

율신경계로부터 나오는 운동 및 감각신경의 기능장애에

기인한 경우이다(Zighelboim & Talley, 1993).

은 심리적 요인들이 환아의 장통과시Dimson(1972)

간을 지연시키고 기능성 복통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정

기섭 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로부터 분비된(1996)

가 미주원심corticotrophin releasing factor(CTRE)

신경 에 영향을 주어 위배출과 소장수축(vagal efferent)

을 억제시키고 대장통과를 촉진시킴으로서 기능성 복통

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은 장벽의 통증 수용역치의Walker et al(1996)

장애 감각(altered threshold of gut-wall receptors),

신호 의 전달 조절장애 혹은 중추신경계(sensory input) ,

의 의식역치 의 장애가 위장관 과(conscious threshold)

민증을 유발하여 기능성 복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성 복통에 대한 약물적 치료법으로 정기섭

은 항콜린성 약물 진경제 항경련제(1996) , , , H2-

등이 증상에 따라 사용될수blocker, metoclopramide

있다고 하였으며 그외 비약물적 치료법인 온찜질 복부,

맛사지 기도 수지침 발반사요법등의 대체요법이 민간, , ,

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체요법으로서의 고려수지요법 상응요법2. :

대체요법은 Alternative therapy ,Complementary

therapy, Natural care, Holistic nursing,

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Alternative modalities

신경림 영국등의 유럽에서는 보완 미국에서( , 1998), ‘ ’,

는 대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이들을 합쳐‘ ’

이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라고 부른다 등 은 대체요법을 의과. Eisenberg (1998) ‘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교육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치료방법이라 하였다’ .

신경림 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체요(1998)

법이 간호이론의 틀과 일치되며 인간을 정신기의 구

성으로 보고 음양오행과 기인론을 적용하여 몸의 부족한

기운을 북돋우고 넘치는 기운을 가라앉혀 기의 균형을

조화롭게 만들고자하는 요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들.

어 보완대체요법이 점차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임난영 등 은 보완대체요법이 대부분 비침(2001)

습적이고 침 명상 심상요법 요가와 같은 특수요법의, , ,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에 용기를 얻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거나 없다는 점과 징후나 증상에만 관심을 갖는 정통

의학의 한계를 넘어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것을 중시하

는 점을 들었다.

이용빈도에 대하여 등 의 연구에서Eisenberg (1993)

는 운동과 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대중적인 대체요법은

이완술과 카이로프랙틱 맛사지의 순이었고 대체요법 제,

공자를 찾아서 시술을 받는 경우 침 카이로프랙틱 최면, ,

술과 마사지의 순으로 나탸났다.

대체요법으로서 침술요법의 하나인 고려수지요법은

년 류태우가 창안하여 년 발표한 한국의 침술1971 1975

으로 완관절이하에서 치료점인 기맥의 개의 수지14 345

경혈 에 약자극을 주어 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 ,經

인체의 기능을 조절시키는 방법을 말한다류태우( ,

2000).

인체에 각 부분에 해당되는 구역이 손에 있으며 이것

을 상응점라고 하는데 신체에 병이 있을 경우 수지의 상

응점에서 압통 긴장 응결 색택 전기적 반응이 나타난, , , ,

다 이것이 상응점이며 이러한 상응점이 나타나는 부위.

에 침 구 자기 압봉 전자 압박 등으로 자극을 주어, , , , ,

치료하는 방법을 상응요법이라 하며 고려수지요법의 자

극방법중의 하나이다류태우( , 2001).

고려수지요법의 자극방법으로는 가는 침 으로(needle)

깊이의 자극을 주는 방법 둥근 반창고에 뾰족한1mm ,

돌기를 부착한 서암봉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으며 기타

끝이 둥글면서 뾰족한 것이면 모두 자극기구로 이용할

수 있다.

장부에 병변이 있으면 자율신경계를 통하여 같은 척수

높이에 대응하는 피부와 근군 에 통증이나 긴장상( )筋群

태와 같은 과민반사증후 가 나타나는 내장( )過

체벽반사 가 인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內

알려져 왔는데 이러한 반사가 수지부위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적용방법이 상응요법

이며류태우 상응점의 존재는 피부와 내장이 연( , 1998),

결되는 경로가 실제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들 기전은

침자에 의한 해당 척수분절에서의 교감신경 반사작용으

로 추정된다박석련( , 1997).

복통과 관련된 기관은 위 소장 대장이며 류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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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장과 내장상응도에 의하면 위장의 상응점은(2001)

소장의 상응점은 대장의 상응점은 배꼽A12, A4, E22,

은 에 해당하며 신체에 질환이 있을 경우 수지 상응A8

점에서 반드시 반응점이 나타난다.

복통이 간단한 경우 을 단순자극하고A8, A12, A16

복통이 심한 경우는 과 의 전후좌우 을 모A8, A12 1cm

두 자극하는 오복자극을 한다류태우( , 1998).

따라서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인 자극방법으로 상응점에 고려수지요법을 적용

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고려수지요법이 아동의 복통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하였다.

Pre-test Post-test 1

Experimental(true)

Control(mock)

O1

O1

X O2

O2

연구 대상2.

연구대상자는 시의 일개 초등학교 보건실을 방문하T

는 학년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으로 학교장의 허4, 5, 6

락과 양호교사의 협조를 얻은 뒤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여 연구의 참여를 수락한 실험군 명 대조군23

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조건은23 .

다음과 같다

보건실 기록상 최근 개월 동안 회 이상의 복통을- 3 3

호소하는 아동

체온이 도 부 이하이고 맥박 회 이상이며 오- 37 5 60

심과 구토가 없는 아동

에 압통이 없는 아동-Mcburney's point

우측 수지경혈 에 과민압통이 존재하는 아동- A12

이미 배변하였거나 변의 가 없는 아동- ( )

하복부에 덩어리가 촉진되지 않는 아동-

자료수집절차3.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 예비연구는 연구의 효과를 일

부 평가하기 위하여 년 월에 명의 복통호소 아동2001 4 4

에게 고려수지요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대조군 명과 비4

교하여 연구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실험과정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에서 월까지2001 5 9

이며 고려수지요법 중재시간은 총 분 정도 소요되35-40

었으며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을 양호실 침대에 앙와위로 눕힌 다음 압진기를

이용하여 오른손에서 위의 상응점인 에 과민압통을A12

호소하는 아동을 실험군으로 선별하고 양손바닥을 알콜

스폰지로 닦고 증발시켰다 이는 다른 아동과 동일한 피.

부수분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알콜이 증발된 후.

의 탐측수치 를 기록하고 사전 복통강도 복통A12 ( ) ,μΑ

양상를 조사한 뒤 설문지에 기록한 다음 먼저 상응요법

을 실시하였다 상응요법은 위 소장 대장 제대 상응점. , , ,

위 중 는 서암봉으로(A12, A4, E22, A8) A4 A8 E22

자극하고 는 볼펜으로 높이에서 초에 회A12 3-5cm 1 4

속도로 초간 자극후 주먹쥐고 펴기를 회한 다음 연구5 2

자의 엄지를 아동의 손바닥에 밀착하여 에서 까A1 A33

지의 임기맥전체를 기맥유주방향으로 회 자극 후 주먹2

쥐고 펴기를 회 수행하였다 에 대한 집중적 자극과2 (A12

주먹쥐고 펴기는 예비연구를 통한 설정임).

이상을 회씩 양손에 수행하고 에 수지전자빔기10 A12

의 음극을 이용하여 양손 각 분간 자극한 뒤 아동의 복3

통강도와 약물요구를 조사하였다.

볼펜과 수지전자빔기의 자극으로 인한 마찰전기가 사

라지게 하기 위해 분 동안 침대위에 계속 눕힌 뒤 대15

상자의 수장을 알콜스폰지로 닦고 증발시킨 뒤 의A12

전자탐측수치를 기록하였다.

대조군은 오른손에서 위의 상응점인 에 과민압통A12

을 호소하는 아동을 실험군으로 선별하고 양손바닥을 알

콜스폰지로 닦고 증발시켰다 알콜이 증발된후 의. A12

탐측수치 를 기록하고 사전 복통강도 복통양상를( ) ,μΑ

조사한 뒤 설문지에 기록한 다음 허위 고려수지요법을

수행하기위해 에서 소지쪽으로 수평E24, E25, E26

지점에 각각 서암봉으로 자극하고 에서 소지쪽1cm E27

으로 수평 지점을 볼펜으로 높이에서 초에1cm 3-5cm 1

회 속도로 초간 자극후 주먹쥐고 펴기를 회한 다음4 5 2

소지의 수장과 수배사이의 측면 경계부분을 회 자극 후2

주먹쥐고 펴기를 회 수행하였다2 .

이상을 회씩 양손에 수행하고 에서 소지쪽으로10 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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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지점에 수지전자빔기의 음극을 이용하여 양손1cm

각 분간 자극한 뒤 아동의 복통강도와 약물요구를 조사3

하였다.

볼펜과 수지전자빔기의 자극으로 인한 마찰전기가 사

라지게 하기 위해 분동안 침대위에 계속 눕힌 뒤 대상15

자의 수장을 알콜스폰지로 닦고 증발시킨 뒤 의 전A12

자탐측수치를 기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허위고려수지요법을 수행한( )

후 스트레스 불안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

연구도구4.

스트레스 측정도구1)

가 에서David Elkind(1983) ‘The hurried child'

지적한 요인들을 최성윤 이 부모 학교 대중매체(1992) , ,

유형별로 문항씩 작성한 총 문항을 그렇지 않다 점8 24 1 ,

조금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의 단계 척도를 사용2 , 3 3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

척도의 신뢰도는 최성윤 의 연구에서(1992) Cronbach's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값은 이었다= .79 .85 .α α

불안 측정도구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안 측정도구는 최진숙과 조수철

의 아동용 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모두(199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로 예 를 점으로 아37 . “ ” 1 “

니오 를 점으로 환산하되 의 배수문항은 역산하였다” 0 4 .

최진숙과 조수철 의 연구에서 반분법에 의한 신뢰(1990)

도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85 Chronbach's =γ α

였다.82 .

복통 측정도구3)

본 연구에서는 복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에서 까지0 10

의 자연수로 구성된 숫자통증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숫자

가 높을수록 복통강도가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수지전자빔기4)

보건복지부 제조허가 호 품목허가 호 제품으로503 , 9

서 수지경혈의 전자탐측기능과 음극과 양극을 이용한 보

사법의 치료기능을 포함하는 DC 9V, 60 HZ, 300mA,

의 자극기구이다6VA Low Frequency(SJ 1000) .

자료 분석5.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SAS Programme

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복통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로 산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

하여 를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불안 복chi-square test . , ,

통강도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가설검증을 위해 빈t-test,

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를 이용하였다, , , ANCOVA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제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1.

표 에서 성별 학년 처치전 복통부위 섭취한< 1-1> , , ,

음식물 식사량 복통횟수의 제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 ,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에서 처치전 복통강도는 실험군에서 평균< 2-2>

대조군에서 이었고 처치전 의 전자탐측수6.60 5.86 A12

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서 로 나타나 실험9.52 8.34

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복통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수인 스트레스는 실험군에서 대조40.25

군에서 이었고 불안은 실험군에서 대조군41.34 19.45

에서 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19.03

었다.

가설검증2.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1) “

받은 대조군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 을 검증한 결과 실“ 1

험군은 사전조사에서 평균 사후조사에서6.60 1.78

로 감소되었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사후조5.86

사에서 으로 감소되었다 표5.73 < 2-1>.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치직후 복통강도의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표< 2-2>.

표 복통강도의 평균 표준편차< 2-1> ,

사전조사

M SD

사후조사

M SD

실험군 6.60 0.72 1.78 1.04

대조군 5.86 0.69 5.7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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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2) “

받은 대조군보다 의 전자탐측수치가 더 많이 감A12

소될 것이다 라는 가설 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2

사전조사에서 평균 사후조사에서 로 감소9.52 6.21

되었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사후조사에서8.34

으로 감소되었다 표8.30 < 3-1>.

표 일반적 특성과 복통양상의 동질성 검사< 1-1>

실험군

N(%)

대조군

N(%)
2χ p

성별
남

여

7(15.22)

16(34.78)

10(21.74)

13(28.26)
0.84 0.35

학년

학년4

학년5

학년6

8(17.39)

9(19.57)

6(13.04)

9(19.57)

7(15.22)

7(15.22)

0.38 0.85

부위

심와부

상복부

하복부

복부전체

3(6.52)

11(23.91)

.

9(19.57)

2(4.35)

16(34.78)

.

5(10.87)

2.26 0.32

섭취한

주된 음식물

곡류

육류

기타

없음

13(28.26)

2(4.35)

5(10.87)

3(6.52)

16(34.78)

.

5(10.87)

2(4.35)

3.31 0.50

식사량

과량

적량

소량

없음

3(6.52)

9(19.57)

8(17.39)

3(6.52)

3(6.52)

7(15.22)

10(21.74)

3(6.52)

0.47 0.92

최근 개월의 복통횟수3
회3-5

회이상6

16(34.78)

7(15.22)

20(43.48)

3(6.52)
2.04 0.15

수반증상

인 증상이상인 경우(1 2

)

복통

식욕부진

설사

변비

없음

4(8.69)

11(23.91)

5(10.86)

1(2.17)

4(8.69)

5(10.86)

14(30.43)

3(6.52)

3(6.52)

2(4.34)

0.40 0.15

계 23(100) 23(100)

표 스트레스 불안 사전 복통강도 사전 의 동질성 검사< 1-2> , , , A12

실험군

M SD

대조군

M SD
t p

스트레스 40.25 8.12 41.34 8.16 -0.39 0.69

불안 19.45 5.02 19.03 5.96 0.24 0.78

복통강도 6.60 0.72 5.86 0.69 3.53 0.00

단위A12( : A)μ 9.52 1.87 8.34 1.77 2.17 0.03

표 중재후 복통강도의 공분산 분석< 2-2>

SS DF MS F P

공변인

사전복통강도
24.49 1 24.49 31.12 0.00

중재 200.72 3 200.72 254.98 0.00

잔차 33.85 43 0.78

표 위장 상응점 의 전자 탐측수치의 평< 3-1> A12

균 표준편차,

사전조사

M SD

사후조사

M SD

실험군 6.60 0.72 1.78 1.04

대조군 5.86 0.69 5.7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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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치후 위장 상응점 의A12

전자탐측수치의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2>.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3) “

받은 대조군보다 약물요구율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

설 을 검증한 결과 사후조사시 약물 요구는 실험군3

에서 대조군에서 로 나타나 실험군에서0% 86.9%

유의하게 적었다 표< 4>.

Ⅴ 논 의.

보건실을 방문하는 복통호소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진

경진통지사작용의 약물 중재법이 흔히 이용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약물중재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수지요법이 아동의 반복성 복통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였다.

가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1 “

요법을 받은 대조군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

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고려수지요법을 받“, 2 “

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대조군보다 A12

의 전자탐측수치가 더 많이 감소될 것이다 가설 고”, 3 “

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대조군보다 약물요구율이 낮을 것이다 는 모두 유의한”

차이로 지지되어 고려수지요법이 위약효과 가(placebo)

아니라 실제 효과임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서암봉과 전자빔기구는 통증이 없는

도구이므로 아동에게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고 사

용할 수 있었으며 초에 회 속도로 수행한 볼펜자극은1 4

아동이 평소에 익숙하게 접하던 볼펜이어서 자극시의 통

증은 있었으나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아동의 복통에 대한 중재연구는 거의 없어서 본 연구

와 비교 대조하기는 힘드나 침술관련 연구로 등Berlin

은 침술점의 자극이 부적절한 다른 지점에서의(1975)

자극보다 통증 내인성 이 유의하게 높(Pain tolerance)

아졌음을 확인하여 단지 전자빔기만의 효과가 아니라 침

술지점을 자극한 효과였음을 증명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하고 있다.

통증의 측정방법으로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자가보고와

전자탐측수지 약물요구율을 이용하였는데 이은옥과 최명,

애 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호소를 중요시 해야하고(1996)

임상통증측정방법으로 숫자통증척도 어휘통증척도 표정, ,

관찰 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흔히 알려진 통증원인 물.

질로 프로스타글란딘 과 브라디키닌(PG) (bradykinin)이

있으나 이들 물질은 염증시의 통증 유발물질이다 류태.

우 는 전자빔기구가 장부의 기맥에너지 불균형을(1999)

신속히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불균형의 교정이

증상완화에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고려수지요법의 효

과에 대한 연구로서 복통 환자 명을 대상으로 주 달3 2 -1

가량 고려수지요법을 적용하여 좋아졌다 라고 보고한“ ”

박해자 의 사례연구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고 류(1994)

태우 가 고려수지요법으로 복통을 완화시(1998, 2001)

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증명한 결과라 하겠다.

이상훈 등의 연구에서 수지에 전기침 자극법을(1994)

사용하여 자극한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체열변화가 확

인되었고 이것은 수지의 전기침 자극이 화학적 혹은 물

리적 변화를 일으켜 신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

타내는 연구라 하겠다.

침술의 기전에 관한 연구로 와 는 전기Du He(1992)

표 중재후 위장 상응점 의 전자탐측수치에 대한 공분산 분석< 3-2> A12

SS DF MS F P

공변인

중재전 A12

전자탐측수치

85.29 1 85.29 39.86 0.00

중재 92.26 1 92.26 39.88 0.00

잔차 99.49 43 2.31

표< 4>

요구

N %

비요구

N %
χ2 P

실험군 0 0.00 23 100.00
35.85 0.00

대조군 20 86.96 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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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반응이 통증반응을 감소시키고 척수후각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인 의 축적을 증가시킨다고 하substance P

였는데 이는 통증자극자체가 내분비성 분비기전을opioid

활성화시키고 의 분비를 방해하는 것을 의substance P

미하며 이것이 침술마취의 기전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등 은Sjolund (1977) ALTENS(acupuncture like

적용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시 몰핀과 유사한 내재성 마약류인 혹은-endorphinβ

의 뇌척수액 혹은 혈장내 농도가 증가하는enkephalin

것을 관찰하였다.

등 에 의한 연구에서는 침술이 통증을 유Bing (1990)

발한 가 유발한 반응을 비슷한 정도로 강하게 억C-fiber

제하고 에 의해 상술한 억제효과가 감소하는naloxone

결과를 나타내었다.

등 은 침술점이 유수신경섬유가 무수신경섬LÖ (1979)

유보다 배 많이 있는 곳이고 와2.7 , Iriki Toda

는 섬유가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1981) Aβ

설명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근거로 침술의 기전은 가 연계opioid

된 하행성 동통 억제기전과 대경섬유 의 활성화를(A )β

설명하는 관문통제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통증뿐 아

니라 기관 의 기능조절에 대한 경험적 결과는 임(organ)

상에서 검증되고 있으나 생리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 기

전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침.

술의 진통 혹은 작용기전에 근거하여 복통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려수지요법의 자극방법 중 상응요법이 아

동의 복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고

려수지요법은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자가통증보고와 위장

상응점에서의 전자탐측수치 약물요구조사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고려수지요법을1.

받은 대조군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가

유의한 차이로 더 많이 감소되었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고려수지요법을2.

받은 대조군보다 의 전자탐측수치가 유의한 차A12

이로 더 많이 감소되었다.

고려수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허위고려수지요법을3.

받은 대조군보다 약물요구율이 유의한 차이로 더 많

이 감소되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고려수지요법의 자극도구 각각을 단독으로 이용하여1)

그 효과의 크기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복통뿐 아니라 다른 광범위한 증상 혹은 질환2)

에 대해 고려수지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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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Koryo-Hand-Acupuncture, Recurrent

abdominal pain

The Effect of

Koryo-Hand-Acupuncture on

Recurrent Abdominal Pain

of Children

Hong, Yeon-Ran*

Recurrent abdominal pain(RAP) occurs in

8-10%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t is suspected that functional causes are

about 90% and organic causes about 10% for

the recurrent abdominal pain. RAP is treated by

antispasmodics or analgesics or antidiarrheal

drugs in school health roo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Koryo-Hand-Acupuncture on recurrent

abdominal pain of children. The duration of this

study was from April to July, 2001. The

subjects were the grade 4th-6th elementary

students complaining recurrent abdominal pain.

Total subjects were 46 cases; 23 cases of which

were placed in experimental and the others in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Numeric-pain-intensity of experimental group

received Koryo-Hand-Acupuncture was decreased

more than that of control group received

mock Koryo-Hand-Acupuncture significantly.

2. Probed current in stomach corresponding

point (A12) of experimental received

Koryo-Hand-Acupuncture was decreased more

than that of control group received mock

Koryo-Hand-Acupuncture significantly.

3. Medication requirement rate of experimental

* Dep.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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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eceived Koryo-Hand-Acupuncture was

decreased more than that of control group

received mock Koryo-Hand-Acupuncture

significantly.

The following suggestions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made like these;

1. Stimulation implement of Koryo-Hand-

Acupuncture should be used independently

and each effect should be investigated.

2. With repeated studies for various signs and

diseases, the effect of Koryo-Hand-

Acupuncture must be verif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