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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복통은 소아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중의 하나로서 소

아환자들의 14%를 차지하며 4-14세, 특히 10-12세 사이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Oh, 1996).

아동기는 금지와 속박과 질책 속에 놓여져 있으면서 한편

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욕구의 조정 등으로 갈등을 겪을 

수 도 있는 시기로서(Hur, 1996),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불만이

나 좌절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복통, 두통과 같은 아픈 증상으

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된다(Jung, 1992).

복통의 원인이나 병태생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아

의 90% 이상에서 그 원인이 위장관의 기능적 장애 혹은 심신 

장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Oster, 1972).

복통은 통증의 특성에 따라 지속성과 간헐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속성 복통은 염증성 및 출혈성 질환시 복막을 

자극하여 생기고 간헐성 복통은 대개 위장관, 담도, 및 비뇨

기계의 평활근의 비정상적 운동항진 또는 경련으로 발생하게 

된다(Sleisenger, Fortan, 2002). 그러므로 지속성 복통 환아는 

수술이나 입원을 요하는 중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며, 간헐

성 복통이면서 단순 복부 촬영에서 이상소견이 없다면 장폐

색이나 장중첩, 요로결석 등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외래를 통

한 추후관찰로서 관리하여도 무방하다(Shin, Sung, Park, 1997).

복통은 대개 위장관, 담도, 비뇨기계의 평활근의 비정상적

인 운동항진 또는 경련으로 발생되거나(Walker, Greene, 1996) 

부교감신경의 이상적인 흥분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근거하

여 일차진료에서는 atropine이나 scopolamine, tiropramide 

hydrochloride같은 항콜린약물(anticholinergic drugs)을 많이 사

용하고 있다(Boyle, 1994, 1996)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은 위장관의 협착이 있거나 거대결장, 

녹내장, 저혈압 환아에게는 금기이며 부작용으로 구갈, 구역, 

구토, 변비, 알러지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을 관리하기위한 비약물적 방법으로서 여러 종류의 대

체요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중 수지침요법은 1mm내외의 자

침을 포함하는 약한 자극이면서 고통, 부작용, 습관성, 내성이 

없는 장점을 가지는 대체요법의 종류로서, 4기맥과 345개의 

수지경혈(手指經穴)에 약자극을 주어 증상 및 질환을 예방, 

치료, 관리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Yoo, 2001). 수지침요법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한 제증

상, 두통, 복통, 치통, 염좌, 천식, 생리통 등의 영역에서 광범

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수지침(needle)은 1mm내외의 깊이

로 자극을 주므로 일본에서는 가는 바늘로 약자극을 주어 치

료하는 가시요법(thorn therapy)이라고도 불리워졌다.

인위적으로 상승모근에 압통을 주고 사전 압통역치를 조사

한 뒤 수지의 상응부에 레이저자극을 준 뒤 다시 압통역치를 

측정한 Park 등(1998)의 연구에서 허위 레이저자극을 받은 대

조군보다 실험군의 역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전

기저항 측정기는 피부전기저항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뛰어나

므로 피험자가 실제 역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신호

를 내리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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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에 대한 연구로 아동의 두통완화를 위한 고려수지요

법(Hong, 2001), 생리통 완화에 대한 수지침요법(Cho et al, 

2001), 요통환자의 수지요법 적용에 대한 연구(Lim, Li, 2003)

등이 있으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입증해야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지침요법에서 활용되는 위, 소장, 

대장의 상응혈(相應穴), 기모혈(氣募穴), 기유혈(氣兪穴), 기정

혈(氣井穴)을 이용하여 간헐성 복통에 대한 통증완화효과를 

검증하여 간호중재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수지침요법이 아동의 간헐성 복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

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숫자

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A12의 

전자탐측수치가 더 많이 감소될 것이다.

∙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약물

요구도가 낮을 것이다.

용어 정의

∙ 수지침 요법 : Yoo(2001)가 1971∼1975년 연구, 개발하고 

명명한 것으로 손부위의 상응요법과 14기맥의 345개의 주

요 자극점에 약한 자극을 주어 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인

체의 기능을 조절시키는 방법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

지침을 이용하여 위장의 상응혈(相應穴)인 A8, A9, A10, 

A11과 위모혈(胃募穴) A12, 대장(大腸募穴) E22, 위실(胃

實)현상을 조절하여 복통에 좋은 효과를 지니는 E45를 자

극하고 이중 위(胃)의 음기(陰氣)가 모인 위모혈(胃募穴) 

A12에 시술된 수지침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기(氣)를 흘

려보내는 사법(瀉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간헐성복통: 심해지고 완화되기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진 

복부의 통증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숫자통증척도와 

Beyer(1984)가 개발한 안면통증척도, 위모혈(A12)의 전자

탐측수치에 의해 측정된 통증을 말한다.

∙ 전자탐측수치 : 수지전자빔기(보건복지부허가 제 503호)에 

포함된 전자탐측기로 수지경혈점에 흐르는 생체전류를 측

정한 수치를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지침요법이 아동의 간헐성 복통 완화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D시에 소재

한 일개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는 10-13세 사이 아동으로 원장

의 허락과 간호사의 협조를 얻은 뒤 아동과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아동과 부모 양쪽 모두 연구 참여를 수락한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이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단순복부촬영 후 전문의에 의해 정상 판정을 받은 아동

∙ Mcburney's point에 압통이 없는 아동

∙ 수지경혈 A12에 압통을 가지는 아동

∙ 복통의 강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아동

∙ 손에 외상이 없는 아동

자료수집절차

1998년부터 고려수지요법의 전 과정을 수료하고 고려수지

요법학회 회원인 본 연구자가 실험군 전체를 자료수집하고 

대조군은 본연구자와 수지전자빔기의 사용법을 교육받은 연구

보조원 1인이 자료수집하였다.

아동을 침대에 앙와위로 눕힌 다음 압진기로 양손 중 한손

이상에서 A12의 과민압통을 확인한다. 양손을 알콜스폰지로 

닦고 증발시킨 뒤 더 심한 압통이 있는 손의 A12의 전자탐측

수치(μA)를 기록하고 사전 복통강도와 복통양상을 기록한 뒤 

실험군에게 A8, A9, A10, A11, A12, E22, E45를 수지침으로 

20분간 시침하는 도중 양쪽 A12에 사법(瀉法)을 수행한다. 대

조군은 20분간 침대에 자유로운 체위로 휴식하게 한다. 20분

후 양군의 복통강도를 조사하고 다시 양군 모두에게 10분을 

더 쉬게 하고 전자빔기로 A12 전자탐측수치를 기록하고 복통

의 강도, 약물요구를 조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수지

침요법 혹은 약물사용 후 통증이 완화된 뒤 스트레스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아동 중에서 자

료수집 과정의 중지를 원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의학적 처치를 

원하는 경우는 즉시 중지하고 의학적 처치를 받게 하였다.

연구도구

• 통증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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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Characteristics Division

Experimental

(N=20)

N(%)

Control

(N=20)

N(%)

χ2 P

Sex male
female

 8(40.00)
12(60.00)

10(50.00)
10(50.00)

0.79 0.63

Age 10
11
12
13

 5(25.00)
 6(30.00)
 4(40.00)
 5(25.00)

 3(15.00)
 8(40.00)
 3(15.00)
 6(30.00)

2.96 0.57

Pain region epigastric
upper quadrant
lower quadrant
all abdomen

 1( 5.00)
12(60.00)
․

 7(35.00)

 3(15.00)
 9(45.00)
․

 8(40.00)

1.32 0.96

Frequency ≤1
2-4
≥5

 4
15
 1

 7
13
․

2.82 0.57

Onset time ≤12hr
≥12hr

13
 7

15
 5

0.63 0.70

Main ingested food grain
meat
the others
no

13(65.00)
 3(15.00)
 3(15.00)
 1( 5.00)

16(80.00)
 2(10.00)
 2(10.00)
․

1.05 0.70

Food volume much
appropriate
small
no

 5(25.00)
11(55.00)
 3(20.00)
 1( 5.00)

 4(20.00)
10(50.00)
 6(30.00)
․

1.05 0.70

Accompanied symptom
(A child can own more 
than 2)

headache
anorexia
diarrhea
constipation
no

 6(30.00)
12(60.00)
 3(15.00)
 4(20.00)

 8(40.00)
 9(45.00)
 5(25.00)
 6(30.00)
 6(30.00)

0.61 0.25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숫자통증척도와 Beyer(1984)

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안면통증척도(faces Rating Scale)를 사

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복통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 스트레스 측정도구

Elkind(1983)가 ‘The hurried child'에서 학령기 아동들을 대

상으로 지적한 요인들을 Choi(1992)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

상으로 부모, 학교, 대중매체유형별로 8문항씩 작성한 총 24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

점의 3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가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hoi(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α는 .85이었다.

• 수지전자빔기

주식회사 구암에서 개발된 보건복지부 제조허가 503호, 품

목허가 9호로서 수지경혈의 전자탐측기능과 음극과 양극을 

이용한 보사법의 치료기능을 포함하는 DC 9V, 60 HZ, 

300mA, 6VA의 Low Frequency(SJ 1000) 자극기구이며 수지경

혈 A12에 흐르는 생체전류(μA)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m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제변수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Fishers Exact χ2 test를 이용하였다.

∙ 가설검증을 위하여 Repeated measured ANOVA, ANCOVA

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는 총 40명으로 성별, 나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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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증부위, 섭취한 주요 식품군, 섭취한 음식의 양, 수반된 

증상과 같은 복통관련특성, 스트레스, 통증강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12에서의 전자탐측수

치(μA)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Table 1> <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on health status in the pre-test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N=20)

M±SD

Control

(N=20)

M±SD

χ2 P

Stress
Pain intensity
A12(μA)

43.85±7.06
 7.20±1.24
 8.50±1.41

40.90±8.74
 6.95±1.47
 7.65±1.58

1.34
0.28
3.15

0.53
0.14
0.03

가설검증

∙ 제 1가설 :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가 더 많이 감소할 것

이다.

 실험군의 경우 처치전, 처치직후, 처치 30분후 통증점수는 

각 7.32, 2.75, 1.43으로 낮아졌으며 대조군은 각 6.98, 6.51, 

6.34로 실험군의 통증강도가 처치후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반복측정 분산분석법으로 검증한 결과 실

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복통강도가 유

의하게 감소(F=63.26, p=0.00)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ain intensity

Group
pre-test

M ± SD

post1-test

M ± SD

post2-test

M ± SD

Experimental
Control

7.20±1.24
6.95±1.47

2.75±0.87
6.51±1.05

1.43±0.98
0.34±1.26

<Table 4> Repeated measured ANOVA of pain intensity

Source of 

variance
typeⅢ SS DF MS F P

Treatment
Time
Treatment × time

25.65
35.43
17.37

1
2
2

25.65
10.94
 5.48

18.32
63.26
32.04

0.00
0.00
0.00

∙ 제 2가설 :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A12의 전자탐측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될 것이다.

 실험군의 경우 처치전과 처치 30분 후의 수치가 각 8.50  

4.05 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7.65, 7.45로 나타나 실험군에

서 수치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Table 5> 처치 전 수치

를 공변수로하여 공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F=60.40 p=.00)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probed current in 

A12(μA)

Group
pre-test

M ± SD

post-test

M ± SD

Experimental
Control

8.50±1.41
7.65±1.58

4.05±1.04
7.45±1.05

<Table 6> Difference of A12(μA)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 pre-test
Treatment
Residual

12.63
48.32

  2

 1
 1
37

12.63
48.32
 0.81

15.59
60.40

0.00
0.00

∙ 제 3가설 :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약물요구율이 낮을 것이다.

 처치 30분 후 약물요구도는 실험군에서 10%이었고 대조군

에서 95%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χ2= 32.63 p=0.00)

하였다<Table 7>.

<Table 7> Medication requirement in 30 minutes

Group

Yes

(N=20)

n(%)

No

(N=20)

n(%)

χ2 P

Experimental
Control

 2(10.00)
19(95.00)

18(90.00)
 1( 5.00)

32.63 0.00

논    의

수지침요법은 실제로 두통, 치통, 복통, 생리통 등의 여러 

증상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임상실무에서의 과학적 

검증은 소수의 연구들(Lim, Yi, 2003; Cho, Kang, 2004)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에서 간헐성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

에게 일반적으로 pancreatin, biodiastase, lipase, cellulase AP3, 

ursodeoxycholic acid, simethicone등을 함유한 복합소화효소제 

혹은 scopolamine N-butylbromide와 같은 부교감신경차단제, 

tiropramide와 같은 진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단순소화효소제

는 효과가 없고 다른 약물들은 동공산대, 구갈, 혈관확장, 오

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약물

적 중재의 대안으로 복통에 대한 수지침요법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수지침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처치 후

에 복통강도(f=63.26, p=0.00)와 A12에서의 전자탐측수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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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감소(F=60.40 p=.00)하였고 약물요구율도 실험군에서 대

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χ2=32.63, p=.00).

이러한 결과는 수지침요법이 통증을 비롯한 증상완화에 효

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였다.

Lim과 Yi(2003)는 성인 63명(실험군 35명, 대조군 28명)을 

대상으로 주 1회 4번의 수지침과 4-6시간의 압봉을 이용하여 

수지요법을 실시한 결과 요통환자의 통증점수와 일상생활 수

행의 어려움이 감소되었고 요부의 유연성 증가와 우울감소에

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여 수지침요법이 

요통완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Schlager 등(2000)은 한국의 고려수지요법을 사용하여 소아

환자의 수술 30분전에 K9에 압봉을 부착하여 수술후 환아의 

구토유발율을 실험군 68%, 대조군 20%로 유의하게 낮추어 

수지요법이 수술후 구토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

여 수지요법이 증상에 대한 즉효성을 증명하였고 Cho 등

(2001)은 월경전후기 불편감 완화를 위해 수지침을 사용하여 

주관적 통증과 음성변화정도는 낮아지고 안위정도는 높아졌다

고 보고하였다.

Cho와 Kang(2004)의 연구에서도 두통을 호소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지침을 20-30분간 A33, B27, M1, I2에 시술한 결

과 주관적 통증점수와 음성변화정도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이고 안면표정변화와 발한정도, 안위정도, 

고통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수지요법이 두통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타내었다.

Yoo(2001)는 고려수지요법으로 복통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Park(1994)은 직장인을 2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

장질환과 관련된 복통에 대한 고려수지요법의 효과를 검증하

였으나 여러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복통호소에 대해 각 개인

별로 처방과 처치과정을 다르게 하여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손이 사람의 축소판이고 5장(臟)과 관

련성을 가지고 내장기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양손에는 14기

맥과 345개의 치료점이 있고 또한 수지침자극이 endorphine을 

생성시켜서 진통을 유발한다는 Yoo(2001)의 이론을 입증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들의 주관적 통증 보고와 함께 경

혈점의 피부 전기 저항값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동통의 생

리학적 측정이 피부의 전기저항 변화로 가능하다는 Lousberg, 

Groenman 과 Schmidt(1996)의 연구결과와 만성요통환자를 대

상으로 반복되는 급성 동통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에 따른 압

통점의 전기저항 변화가 일치한다는 Peters와 Schmidt(1991)의 

연구결과,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상응혈(相應穴)에서 전자반응

은 매우 정확하게 나타난다는(Yoo, 1999)의 이론에 기인한 것

이다.

약물적 중재의 대안으로 바이오피드백, 점진적 근육이완, 

마사지요법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고가의 장비의 필요

성과 즉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수지침 요법은 약물사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이 없고 효과가 빠르고 시술이 간편한 비약물적 방법이므

로 뚜렷한 병인 없이 발생하는 복통완화를 위한 좋은 간호중

재가 된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간헐성 복통으

로 일개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아동 40명(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수지침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유사실험

설계로 시도하였다.

수지침요법 실시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A12의 전

자탐측수치(μA), 사전 복통강도와 복통양상을 조사하고 실험

군에게 20분간 유침(留鍼)과 동시에 사법(瀉法)을 수행한 뒤 

처치직후와 처치30분 후 효과를 측정하였고 대조군은 휴식하

게 한 뒤 효과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sher's Exact χ2와 

Repeated measured ANOVA,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험군에서 수지침 처치 후 대조군보다 숫자통증척도에 

의한 통증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63.26, p=0.00).

∙ 실험군에서 수지침 처치 후 대조군보다 A12의 전자탐측수

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60.40, p=.00).

∙ 실험군에서 수지침 처치 후 대조군보다 약물요구율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χ2=32.63, p=0.00).

이상의 결과에서 수지침이 간헐성 복통완화에 뚜렷한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점유병소

가 없는 두통, 생리통, 염좌, 급성으로 발생한 요통 등의 통증

완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수지침의 효과

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폭넓게 검증하고, 연구 결과들을 바탕

으로 수지침요법이 통증에 대한 기본적 간호중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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