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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자궁절제술 환자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이 가스 배출과 배변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자궁절제술 후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이 수술 후 장운동 촉진

에 미치는 효과를 가스 배출과 배변 시간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Y대학 부속 병원에 2004년 1월 25일부터 2004년 5월 31

일까지 입원하여 난소 난관 절제술을 포함한 복식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 전날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았고 수술 당일에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

였다.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으로 총 66명이었다.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은 문헌 고찰과 연구자 훈련,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조사, 예비조사를 거쳐 정형화하였다. 실험군에게는 통상적 간호와 함께 자궁절제

술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10분간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제공하였

고, 대조군에게는 통상적 간호만을 제공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병실에 있는 

동안 첫 가스 배출과 첫 배변 시간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실험군과 대

조군간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은 χ²-test와 t-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삼음교 지압의 효과인 가스 배출과 배변 시간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장운동 관련 특성에 관한 변수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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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가설인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가스배

출시간이 빠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가스 배출이 5

시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44, p=.155).

  제2가설인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배변 시

간이 빠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배변이 7.4시간 빠

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134, p=.262).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이 가스 배출과 배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 처

치시간과 지압시기를 달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가스 배출 시간, 배변 시간, 자궁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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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절제술은 자궁의 양성질환 및 자궁암의 치료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

고 있는 수술로써 임상에서 전체 부인과 수술의 2/3를 차지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술 중 제왕절개술 다음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다.(의료보험 관리공단, 1997)  

미국의 경우 자궁절제술은 미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외과적 시술 중 하

나로 1980년대 이후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1990년대에도 

50만명 이상 자궁절제술을 받고 있다(Sills, 1998). 국내의 경우 최근에 자궁절제술

의 시행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최연순 외, 1999; 노기옥, 2000), 특히 보다  젊은 

나이군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전희진, 1993). 국내의 병원 통계에 따르면 1996년 

한 해 동안 S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자궁절제술의 빈도가 전체 수술 중 1위를 차지

하 고, S-종합병원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빈번하게 시행되는 수술이다(의

료보험 연합회, 1996). 또한 수술방법의 발전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절제술 또

는 질식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그 수술 적용 대상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임상에서는 복식 자궁절제술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Bachmann, 

1990).

  이와 같이 대다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개복에 의한 자궁절제술 후 장운동의 저

하는 가스와 분비물의 축적으로 장의 긴장성 증가와 구토, 복부 통증을 유발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증가시킨다(Ralph 외, 1996). 그리고 전신마취 하의 자궁절제술을 

하는 모든 환자는 수술 전날부터 금식을 하여 수술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배출되기 전까지 계속 금

식을 유지하고 있다(노기옥, 2000; 이향련 외, 2001). 이것은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에 도움을 주는 정상식이의 지연으로 양섭취를 방해하여 회복 지연과 입원 일

수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노기옥, 2000; 송호경 외, 2000; 이향련, 2001; 



- 2 -

Schilder 외, 1997). 

  수술 후 위와 소장은 24시간 내에 정상적인 운동성을 회복하지만 대장은 48-72

시간 경과 후 정상적인 운동성이 돌아온다(김종학 외, 2000). 수술 후 장운동 저하

의 원인으로는 외과적 손상, 수술이나 마취로 인한 통증 및 스트레스 반응, 수술 

후 진통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나 마약제제 등의 약제, 교감신경 항진, 아산화질

소, 흡입마취제, vasopressin, 카테콜라민 투여 및 내인성 카테콜라민 등 많은 인

자가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수술 중에 사용하는 마취 관련 약제가 장운동 기능 

저하에 많은 향을 주고, 특히 수술 후 통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카테콜아민

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보행 운동을 저하시켜 장의 혈류의 감소를 가져와 수술 후 

장마비를 일으킨다(Smith 외, 1977; Glise 외, 1980; 김종학 외, 2000). 그런데 수술 

후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Morphine 등의 마약성 제제는 장관의 수축력 

증가와 추진성 운동의 억제로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Schang, 1986). 

  이러한 수술 후 장운동 저하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임상에

서 수행하는 간호 중재방법들은 복부 마사지, 조기 이상, 복부 따뜻하게 하기, 골

반 운동, 처방된 관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수술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제한되기도 하고, 수술 후 심한 통증과 회복기에 따른 신체적 문제로 조기 이상 

등이 어려워 장운동 촉진을 위한 간호 중재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이향련, 2001). 

또한 입원기간 단축과 병상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조기 구강 섭취의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수술 후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와(Ralph 외, 1996; 

Schilder, 1997), 조기 구강섭취로 오심과 구토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결과로

(Koivuranta, 1997; Pearl 외, 1998) 아직까지 조기 구강 섭취의 효과가 검증되지 

못 한 상태이다. 그러나 오늘날 환자의 안위 도모와 함께 입원기간의 단축은 의료

계의 경쟁력 강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술과 환자의 특성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비용절감과 안위 도모를 위

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약물의 사용

을 줄이면서 환자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중재방안으로서 대체보안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Caroline, 2000). 이러한 대체 보완 요법에 대한 연

구와 간호 중재로의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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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보완 요법 중의 하나인 지압은 엄지 혹은 다른 손가락으로 신체 표면에 분

포하는 경혈 부위를 선택하여 그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경락의 격발과 기혈의 운

행을 촉진시켜 자체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안병욱, 1990). 이러한 지압은 의료비용

의 감소와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안전한 대체보완요법으로서(Nancy, 

2001) 치료적 중재로 커다란 잠재성을 지니며 임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Margaret, 1999; 이향련, 2001). 

  지압을 이용하여 수술 후 장운동 촉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향련 등

(2001)은 신경외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경락 부위의 지압을 시행하여 장운동이 

촉진되었다고 하 다. 그리고 Chen 등(2003)은 복식 자궁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내관(PC-6), 족삼리(ST-36), 삼음교(SP-6) 부위를 지압하여 위장관 운동을 촉진

시켰다고 보고하 다.  

  삼음교 지압은 생식기와 위장관계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자궁절제술 

환자의 수술 후 장운동에 효과를 미치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간호학에서 경혈점과 

지압을 사용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지압의 시기를 찾

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지압의 시기 면에서 수술 후 시간의 경

과 후 병실에서 지압을 시행하 고 마취 종료 직후인 회복기의  연구 결과는 아

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  마취 종료 직후 지압의 조기 시행은 수술과 전신마취

의 향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위장관을 보다 빨리 자극하여 장운동 촉진에 

효과를 미칠 수 있으리라 추정되어진다. 그러므로 마취 종료 직후 삼음교 지압의 

처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마취 종료 직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 지압이 장운

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대체 보완 요법의 활용과 마취 종료 직후 회복기 

간호 중재로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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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과 가설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 경과시점에 삼음교 지압이 가스배출과 

배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1) 제1가설: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가스배출시간이 빠를   

             것이다. 

 2) 제2가설: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배변시간이 빠를 것이  

             다.

3. 용어정의

 1) 삼음교 지압

    ① 이론적 정의

  삼음교는 다리의 안쪽 복사뼈 정점에서 3촌 위 경골 후연 오목한 부위를 말하

며(최용태 외, 1991), 지압은 수기 요법의 한가지로 손가락을 주로 이용하여 수혈

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다(고광철, 1993).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삼음교는 대상자의 4손가락 마디의 길이인 3촌을 자로 측정하여 

안쪽 복사뼈에서 그 길이만큼의 위부분이다. 지압은 시술자가 자궁절제술 환자에

게 심호흡을 지도하면서 시술자의 엄지손가락을 양쪽 삼음교 자리에 올려놓고 수

직 강압으로 6초간 눌러주고 4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여 10분간(60주기)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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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서 자궁절제술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통상적 간호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회복실 재실 동안에 시행하는 간호로 환자의 심호흡 격

려와 안위도모를 의미한다. 

 3) 가스 배출  

    ① 이론적 정의

  수술 후 장의 운동마비로 인한 정체된 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대한간호학회, 

1997).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첫 번째 가스배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취종료 시

간으로부터 처음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환자가 주관적으로 자각하여 호소

한 시간까지를 말한다.

 4) 배변  

    ① 이론적 정의

  대장의 내용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이다(대한 간호학회, 1997).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첫 번째 배변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마취종료시간으로

부터 첫 번째 배변시간까지로 의무 기록에서 배변시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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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자궁절제술과 가스 배출과 배변시간

  자궁절제술은 주로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비기능성 자궁출혈, 자궁내막증식증, 

자궁탈출 등의 자궁양성질환, 골반염증성 질환 및 만성 골반통, 난소종양, 산과적 

합병증 등으로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한다(최유

덕, 2001; 최연순 외, 1999; Carlson 외, 1993). 자궁절제술을 받게 되는 주요한 진

단으로는 양성질환의 경우 자궁평활근종이 30-60%, 기능부전성자궁출혈 및 만성

적 감염이 5-50%, 자궁내막증이 2-20%정도이며 선근종을 비롯한 악성질환이 

20%미만으로 보고된다(Clarke 외, 1995).  자궁절제술의 종류는 부분자궁절제술, 

난소난관 절제술을 동반한 전자궁절제술, 전자궁절제술과 난소난관절제술, 근치자

궁절제술이 있다. 근치자궁절제술은 자궁경부암인 경우에 하는 수술로서 전자궁절

제술을 할 때 절제되는 자궁과 경부 외에도 양쪽 난소, 난관, 질의 일부, 림프샘을 

모두 떼어내는 수술이다(최유덕, 2001; 최연순 외, 1999). 

  자궁절제술의 방법에는 크게 복식 자궁절제술과 질식 자궁절제술로 나눌 수 있

는데 약 70%가 복식 자궁절제술을 시행하고 나머지 30%만이 질식 자궁절제술로 

시행되고 있다(Bachmann, 1990). 질식 자궁절제술은 복식 자궁절제술에 비하여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이 낮고 회복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많고, 최근에

는 골반경 수술이 질식 자궁절제술의 보조 또는 대체 방안으로 시도되어 적응 범

위는 넓어지고 있으나(최용욱 외, 2002),  자궁근종의 크기가 크거나 출혈이 증가

된 경우, 심한 골반 내 유착, 자궁경부암 등의 질환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편적으로 복식 자궁절제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Dicker 외, 1982). 

  자궁절제술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실내에서 조금씩 거동할 수 있고(최유덕, 

2001) 복식 자궁절제술의 경우는 4-5일정도 입원하며 질식 자궁절제술은 3-4일정

도이다(노기옥, 2000; Carlson, 1997). 자궁절제술 환자의 약 4-7%에서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Clarke 외, 1995; Scott 외, 1997), 우리나라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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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절제술의 합병증이 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동가진, 1994).   

  일반적으로 자궁절제술 직후 여성이 호소하는 신체적인 불편감은 수술 상처부

위의 통증, 인후통, 오심, 구토, 복부 팽창감, 피로감, 질건조, 홍조, 발한, 빈뇨, 배

뇨곤란, 잔뇨감, 변비, 요통 등이다(최연순 외, 1999). 그리고 자궁절제술 직후에 나

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출혈, 혈종, 배뇨 장애, 방광염, 신우신염, 누공, 호흡기계 

합병증, 마비성 장폐쇄증, 장유착으로 인한 기계적 장폐쇄증, 혈전 색전증, 간염, 

전해질 불균형, 장기팽출,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상, 난관하수 

등이 있다(최유덕, 2001). 이러한 신체적 불편감의 완화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하여 

수술 후 간호는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일상 생활의 복귀 시 신체적 증상은 수술 

상처 부위의 불편감과 요통 호소, 피로, 쇠약감, 활동장애 등이 있으며 수술중이나 

직후에 출혈이나 탈수, 양 불량 등의 문제가 있었던 환자가 더 많이 호소한다. 

이러한 허약 상태로 인하여 식욕 부진과 체중의 저하를 가져와 더욱 회복지연을 

악화시킬 수 있다(최연순, 1999). 이때의 심리적인 변화는 다른 장기수술과는 다르

게 우울, 불안, 여성성의 상실감, 불면증 등이 있고(최연순 외, 1999), 성생활 변화

인 성욕 감퇴와 성생활 만족도의 감소 등으로 삶의 질에 다양한 향을 미친다.

(장순복, 1988; 김숙남, 1999; 윤가현 외, 2001).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이 수술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활

동을 하게 되는 시기는 평균 4-8주가 걸리며(carlson, 1997)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회복기간의 범주는 2주에서 6개월, 때로는 그보다 훨씬 지연되어 3년

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최연순, 1999). 그러므로  수술 후 회복 지연의 요인들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며 수술 

초기단계부터 환자의 안위 도모와 빠른 회복,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가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상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복식 자궁절제술은 대다수 여성의 건강 문제로 수

술 후 환자의 안위도모와 빠른 회복,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간호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궁절제술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양 섭취와 관련된 수술 후 장운동 촉진을 위한 간호 중재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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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지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수술 후 장운동의 저하로 인한 가스와 분비물의 축적으로 복부 팽만과 장의 긴

장성 증가, 복부 통증, 구토 등은 장의 연동 운동과 정상 운동이 돌아올 때까지 계

속된다(김조자 외, 2000; Ralph 외, 1996). 이로 인하여 환자들은 복부 전체에 불편

함을 호소하고 과도한 팽만은 횡격막에 압박을 가함으로 호흡곤란과 무기폐를 유

발할 수도 있다.(김조자 외, 2000). 또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모든 환자는 

금식을 하고 관례적으로 수술 후 장운동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청진 시 장음이 

들리고 가스 배출이 될 때까지 금식을 하게 된다(이향련, 2001). 이것은 자궁절제

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양섭취를 방

해하여 환자의 회복과 퇴원의 지연에 원인이 되고 있다(노기옥, 2000; 송호경 외, 

2000). 

  위장관 운동은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자극받아 증가되며 반대로 교감신경 활

성에 의하여 운동성은 억제된다. 수술 후 장운동의 회복은 전체 위장관에서 동시

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절마다 그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다. 수술 후 위와 

소장은 24시간 내에 정상적인 운동성을 회복하지만 대장은 48-72시간 경과 후 정

상적인 운동성이 돌아오고, 수술 후 장관마비의 주된 기전은 대장의 운동성이 회

복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김종학 외, 2000; 유재길, 1980; Yukioka 외, 1987). 

  복강 내 수술 후 위장관 운동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도 확실히 규

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개인의 통변습관(송호경, 외 2000), 전해질 불균형, 빈혈, 

양실조, 수술 중 장의 과도한 조작 등에 의해 유발되고(이재민 외, 2000), 외과적 

손상, 수술시간과 수술 범위, 수술 전 투약(유재길, 1980), 수술이나 마취로 인한 

통증 및 스트레스 반응, 수술 후 진통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나 마약제제 등의 

약제, 교감신경 항진, 아산화질소, 흡입마취제, vasopressin, 카테콜라민 투여 및 

내인성 카테콜라민 등 많은 인자가 향을 미칠 수 있다(김종학 외, 2000). 즉 수

술 중에 사용하는 마취 관련 약제가 장운동 기능 저하에 많은 향을 주고, 특히 

수술 후 통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보행 운동

을 저하시켜 장의 수축력과 혈류를 감소시켜 수술 후 장마비를 일으킨다(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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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0; Glise 외, 1980; Smith 외, 1977).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통증 치료를 위해 정맥과 경막 외로 Morphine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Morphine은 위의 유문괄약근, 소장 및 대장의 수축력을 증가시

키고 장관의 추진성 운동을 억제하며 비추진성 운동을 항진시켜 장 내용물의 지

체시간을 연장시킨다(Schang, 1986).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vasopressin 분비

를 유도하여 vasopressin 의해 소장 수축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경막외로 주입된 

Morphine은 척추상부 수준과 척추 수준 모두에서 내장 운동에 향을 미쳐 척추

상부 수준에서는 주로 mu수용체에, 척추 수준에서는 delta 및 mu 수용체에 작용

하여 장운동을 감소시킨다(이재민 외, 2000; Stoelting, 1999).     

  최근에는 자궁절제술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cs)를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정맥 PCA와 경막외 PCA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마약제제를 사용하나, 경막외 PCA에서는 마약의 용량을 줄이고 

bupivacaine, lidocaine, ropivacaine 등과 같은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데 이 약제

들은 척추 수준에서 교감신경을 차단하고 부교감 신경은 차단시키지 않아서 장관

의 추진운동을 증가시켜 장운동의 회복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Glise 외, 

1980). 또한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국소마취제는 통증 완하와 전신적 흡수 및 전신

적 마약제제 요구량 감소를 통하여 수술 후 장폐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혈류를 

증가시켜서 장운동이 촉진된다고 보고하 다(김종학 외, 2000). 그런데 경막외 

PCA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와 마약제제는 장운동에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져와 

장운동 회복이 촉진되었다는 연구결과(최 균 외, 2000)와 장운동증가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는 연구결과(백희정, 1999; 이종석 외, 1998)등으로 정맥 PCA와 

경막외 PCA의 차이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N2O는 부작용이 적고 진통작용을 가지며 다른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마취의 유도를 빠르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혈액가스분배 계

수가 질소보다 약 34배 더 커 신체내의 폐쇄공간으로 쉽게 확산되어 복강 내 수

술시 N2O의 사용이 장팽창에 향을 주고(박장훈 외, 1995; Scheinin 외, 1990), 교

감신경계의 기능을 약간 상승시켜서(Longnecker 외, 1992) 수술 후 장운동의 회복

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장시간의 수술이나 복강내 수술시 N2O의 사용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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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 대신에 air의 대체를 권장하는(박장훈 외, 1995) 추세이다. 현재 임상에서 또

한 자궁절제술의 경우에도 N2O나 air로 두 가지 마취 약제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

문에 무엇을 사용하 는가에 따라 장운동에 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수술 후에 오심과 구토 완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최토제인 metoclopramide는 위

평활근에 dopamine의 위장관 운동 억제효과를 길항시켜 위내용물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절후신경 말단으로부터 acethycholine 분비를 촉진시켜 하부식

도 괄약근의 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 운동을 항진시킨다(김원태 외, 1997). 그러

므로 수술 후 metoclopramide을 사용한 환자의 경우 장운동이 증가될 수 있다.

  수술 후 장운동 저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은 서양적인 간호 중재 방법인 

비위관을 통한 위 내용물의 흡입, 직장관 삽입, 처방된 관장, 체위변경, 복부 따뜻

하게 하기, 복부 마사지, 조기 이상, 골반 운동, 조기 식이 섭취 등이 있다.(유재길, 

1980; 이향련 외, 2001) 그러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제한되기도 하고 수술 후 심한 

통증과 회복기에 따른 신체적 문제로 조기 이상 등의 신체적 운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이상을 격려하는 간호 중재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이향련 외, 2001).   

  또한 최근에 수술 후 입원기간의 단축과 조기퇴원으로 병상 가동률 증대와 병

원 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술 후 조기 구강 섭취를 시도하고 있다(이향련 외, 

2001). 조기 구강 섭취가 수술 후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도 있으나

(Ralph 외, 1996), 조기 구강섭취로 오심과 구토가 증가하기도 하여(Koivuranta, 

1997; Pearl 외, 1998) 아직까지 조기구강 섭취의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수술 후 일반적으로 위장관 운동의 회복은 비위관으로 흡입되는 배액량의 감소, 

장음의 청진, 배변 및 직장으로의 가스 배출 등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후 

장운동이 회복되어도 장이 비어 있을 때에는 청진 시 장음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유재길, 1980). 또 장운동의 회복은 개개인의 통변 습관 등 여러 인자에 의해 

조절되므로 임상에서 비침습적인 방법인 가스 배출이나 배변으로 장운동의 회복 

여부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

에서 가스 배출을 식이 요법 시작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운동의 회복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송호경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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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수술 후 장운동에 향을 주는 관련 요인으

로 고찰되었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장운동의 회복 정도를 사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장운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 중 연구 대상자에게 동일

하게 처치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PCA의 

종류, N2O의 사용 여부, 수술 후 최토제인 metoclopramide의 사용, 수술 후 마약

성 진통제의 주입, 조기 식이 섭취 등을 고려해야겠다.

2. 삼음교

  경락이란 인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질서정연하게 얽혀진 그물망과 같은 연결선

으로 기혈 순환의 통로로서 생명 현상을 위시키는 수송체계이고 침자극이나 지

압 자극이 전도되는 길이며 오장 육부의 이상현상이 발현되는 길이다. 경락은 전

신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기혈을 나르면서 장부지절을 연결하고 상하

내외를 소통시키는 통로로 상, 하, 내, 외로 균형과 유기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동서간호연구소, 2000; 한세 , 1997). 또한 경락은 병리적으로는 밖으로부터 안으

로 또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병사를 전달하는 통로인 동시에 치료에서는 기계적 

자극을 감소하는 통로이고, 약물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치료 

시에는 그 질환이 어떤 경락에 해당되며 장부에 속하는 가를 진단한 다음 약물 

요법이나 침구요법을 사용하여야 한다(한세 , 1997; 한약학연구회, 1996). 유럽에

서는 경락을 meridian이라고 하고 국에서는 channel이라고 하는데 서양의학의 

관점으로는 혈관과 신경의 의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체적인 개념이다(동서 간

호학 연구소, 2000). 

  경락의 주요한 구성 성분은 경맥과 낙맥으로 경은 원줄기로서 곧게 가는 맥이

며, 낙은 갈라진 곁가지 맥이다. 먼저 경맥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면 경맥은 기혈

이 심부, 상하로 운행하는 주체이고 일정한 순행경로를 유지하며 정경, 기경, 경별 

세 종류로 나뉜다. 정경은 수족삼음경과 수족삼양경의 12경맥으로 구성되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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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솔, 연락 및 조절작용을 하고, 기경은 8맥의 줄임말로서 특이한 경락이라는 뜻을 

가진 체내나 체외가 서로 짝을 이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경별은 12 경별을 의미하

는 것으로 12경맥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이고 그 역할은 정경의 기능을 보완한다.  

  다음으로 낙맥은 별락, 부락, 손락으로 구성되어 경맥사이를 연결하며 경맥의 부

족 부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동서 간호학 연구소, 2000; 한세 , 1997).  

 경혈은 경락에 있는 경락의 주요 순행점으로 기혈이 정체하기 쉬운 부위의 부조

화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극점이다(동서 간호학 연구소, 2000). 경락선상

에 이상이 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내장 장기에 병이 들었다면 그 해당

하는 경혈을 눌러 보면 손끝에 만져지는 감각도 다르며 대상자가 느끼는 아픔 또

한 다른 것을 알 수 가 있다. 이곳에 자극을 주어 기혈의 순환을 원활히 시켜 치

유되도록 한다(한세 , 1997).

  경혈의 해부학적 구조와 위치는 직경2-8mm의 날카로운 원주 모양으로 가는 신

경섬유의 종말이 근막을 관통하는 곳에 존재한다(Hingwan 외, 1997). 이 지점들은 

신경 줄기와 운동신경말단의 근육부위와 혈관 가까이 분포하고 피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부 밑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계와 연관되어 있다(Hing 외, 

1997; 나까다니, 1994). 

  경혈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연령

과 체격 등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한세 , 1997). 

경혈을 표기하는데 1치를 이용하며 1치란 중지의 중간마디의 길이로 1.5cm으로 

계산된다(조연철, 1993). 경혈을 잡는 방법으로는 인체의 각 부분에 일정한 표준 

치수를 정한 다음 그 치수로 등분하는 법, 환자의 가운뎃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끝

을 맞대게 하고 가운뎃손가락으로 둘째마디의 안쪽에 가로 생긴 금의 두 끝 사이

를 1촌으로 보는 중지동신촌법, 인체의 자연 표식에 의하여 혈을 잡는 법 등이 있

다(김 진, 2001; 한세 , 1997).  특히 지압치료를 할 때에 있어서는 압을 가하면 

유난히 아프면서도 손을 떼고 나면 시원한 감을 갖고, 신경이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되는 곳이 경혈 자리일 수 있다(한세 , 1997). 또 경혈은 피부 표면의 오목한 곳

으로 눌러 보고 시원한 압통이 있으며 근육이 튀어난 곳을 눌 을 때 압통의 특

성을 나타낸다(나까다니, 1994). 경혈의 생리학 연구를 통하여 경혈의 위치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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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창치가 고안되었는데, 경혈이 위치한 피부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전기

적 저항이 낮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다른 인접한 부위보다 

더 낮은 피부 저항을 보이는 정확한 경혈점을 찾아낼 수 있다(Hing 외, 1997). 

  경맥과 경혈 중에 자궁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기경팔맥 중의 충맥, 임맥, 독

맥, 대맥의 사맥이 요부에서 만나 밖으로 12경맥과 이어져 자궁과 연결되어진다. 

특히 12경맥 중 수소음심경. 족태음비경, 졸궐음간경, 족소음신경은 여성의 생

리, 병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경락들 중에 삼음교(三陰交, SP-6)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에 속하는 경혈

로서 족궐음간경과 족소음신경의 교회혈(交會穴)로서 족삼음경(足三陰經)이 여기에

서 만나 교회(交會)하고 있다. 족태음비경의 경맥은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발가락 안쪽을 따라 태백혈을 지나 안쪽 복사뼈 앞쪽으로 해서 장딴지에 가고 정

강이뼈 안쪽 뒤를 따라 족궐음간경의 앞에서 교차되어 나와서 무릎과 허벅다리 

앞쪽을 올라가 곧게 배로 들어가서 비(Spleen)에 속하고 위(胃)를 거친다. 즉 비장, 

간장, 신장의 기능에 관련되는 3가지의 경락이 교차하는 중요한 경혈로 다리 안쪽 

복사뼈에서 3촌(寸) 위 경골 뒤쪽 오목한 부위로 음릉천 아래 10촌의 경골과 장지

신근 사이에 위치한다(동서 간호학 연구소, 2000). 

  삼음교(三陰交, SP-6)는 해부학적으로 척추의 L4 신경이 지배하는 말단 부위의 

피부에 위치하고 있고 삼음교가 속한 족태음비경은 척추의 L5, L4, L3, L2, L1을 

지나 T12로부터 T5까지 올라간다. 교감신경계가 T5로부터 L4에 이르는 신경절전 

섬유로부터 나온 골반신경총을 통하여 자궁을 조절하기 때문에 족태음비경에 속

하는 삼음교를 자극하 을 때 자궁의 생리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Tsuei, 1977). 

  삼음교에 대한 신경계통의 연구를 통하여 경락 자침이나 지압의 효과와 내장과

의 반사성 관계를 주로 자율신경계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박춘하 외, 2002). 

박춘하 외(2002)는 삼음교 자침이 방광과 배뇨 신경계에 미치는 향을 실험적으

로 규명하고자 쥐의 삼음교 부위의 자침 후 부교감신경 방광분지의 활성화와 동

맥압의 변화, 경골신경의 활성도를 측정하 다. 이 연구의 결과 자침 후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동맥압이 하강되어 삼음교가 부교감신경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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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시키고 그 결과 배뇨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한의학에서 삼음교(三陰交, SP-6)는 크게 부인과 질환, 비뇨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에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삼음교는 월경통, 난산, 임신부종, 자궁질내막염, 자

궁복구 부전, 월경과다, 자궁출혈 등에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뇨 기계 질

환인 요도염, 신염, 방광염, 야뇨증 등과 복부창만, 식욕부진, 위염, 설사, 변비 

등의 위장관계질환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강미나 외, 2003;  김근하 외, 

2001; 김영진, 2001; 김창환 외, 2001; 박춘하 외, 2002; 한상모 외, 1993; 한약학 연

구회, 1996), 엄지손가락으로 지속적으로 눌러 주는 것이 좋다.(김창환 외, 1997).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삼음교(三陰交, SP-6)는 자궁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에 효

과적인 경혈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자궁절제술 환자의 수술 후 장운동을 촉

진시킬 수 있는 경혈점으로 고찰되었다.

3. 지압 요법

  경혈을 활용한 치료법에는 지압, 마사지, 침, 뜸 등이 있는데 침은 바늘로 자극

하는 경락기능의 반사적 교정법이고 뜸은 열 자극이며 마사지는 따뜻한 손길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 주는 맨손 요법과 같은 기술들이다. 이들 기술은 체표에 자극

을 가하여 경혈에서 경락을 통해 장부에 자극이 전달되어 내장의 이상을 바로 잡

아주는 경혈 요법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정숙, 2001; 동서간호학연구소, 2000).

  이러한 경혈 요법의 효과에 대한 산과학의 연구로는 월경통 완화(백환금.1999; 

전은미, 2002), 임신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 완하(Arne, 2001; Nancy, 2001), 산과 

수술 후 오심 구토 완화(Alkaissi, 1999; Al-sadi, 1997; Harmon, 2000), 분만시 진

통 완하 및 분만 소요시간 단축(구회태. 2001; 김상우, 1999; 김 란, 1999; 김 란 

외, 2001; 박정미 외, 1992; 이미경, 2002), 산과 수술 후 가스배출시간 단축(이광

옥, 2003; Chen 외, 2003)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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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혈을 활용한 치료법들 중에 지압은 손가락으로 압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폐된 주머니의 어느 한 지점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폐된 주머니에 골고

루 전달되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다(한세 , 1997). 한의학에서의 지압은 물리 

요법의 한가지로 약물을 쓰지 않고 경락학설을 이용하여 맨손가락으로 쇠약해진 

세포에 활력을 넣어 인간이 원래 지니는 자연 치유력과 체력을 부활시키는 방법

을 의미한다(안병욱, 1990; 아베도시오,1996). 

  지압의 원리는 엄지 혹은 다른 손가락으로 신체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경혈부

위 몇 개를 선택하여 그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경락을 격발시키고, 기혈의 운행의 

기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자체 조정 능력을 개선시켜 질병 예방 및 퇴치의 기능

을 하는 것이다. 혈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여 Neural pathway, 척추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역할로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자율신경계와 체성 신경

계의 상호작용(나까다니, 1994; 한세 , 1997; 김희중, 1994; 박춘하 외, 2002)과 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엔돌핀 등의 마약성 물질의 분비 작용을 활성화하며 관문 통

제에 의한 통증을 진정하는 작용을 한다.(Hing 외, 1997; Martin, 1993).

  지압의 기능은 혈압 하강, 혈액 촉진, 긴장 완화, 피부와 근육, 관절과 그 주위 

결합조직의 활동 원활, 근골강장, 통증 완화, 말초감각계와 신경계통, 혈액계와 임

파계, 물질대사와 내분비 기능, 내장장기와 운동기, 수면 장애, 무기력 완하, 조혈

계 및 면역계에 대한 생리적 활성을 높이고 병리적 과정을 조절함으로서 기의 균

형을 이루며 질병을 예방, 치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신경림, 1998; 동서간호

학 연구소, 2000).

  동양의학에서의 물리치료는 다극의 대상을 기혈 위의 순행로인 경락과 내부 

장기의 반응점인 경혈에 두고 있으나 서양의학의 물리치료는 근육, 신경, 혈관, 관

절의 운동을 자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치료의 목적에 있어서도 

동양의학에서는 전신적이고 생리적인 균형조절을 중심으로 체표면적을 자극하여 

내부 장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반면 서양의학에서는 국소적인 진통, 소염과 운동장

애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임준규 외, 1993).

  지압요법의 종류는 손 사용법에 따라 그리고 시술시 누르는 힘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지압 시 수직압, 지속압, 조화압의 3가지 원칙을  적용



- 16 -

하여야 한다. 

  경혈지압에 있어서 손의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인체의 기의 순환과 신경이 발

달하 고 말초신경과 모세혈관이 집중된 곳으로 감각기능이 뛰어나 환자의 아픈 

부위와 근육이 굳은 부위 등을 손의 감각으로 알 수 있으며 압력을 조절하기 용

이하기 때문이다. 손 사용법에 따라 지압법의 종류가 8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

째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모지압으로 신체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압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포개서 겹쳐 누르는 것으

로 쌍수압 또는 쌍모지압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만성의 신경이 둔화되어 강한 자

극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세 번째는 다른 손에 손바닥을 포개어 수근이나 또는 

손바닥 전체를 활용해서 지그시 눌러주는 쌍장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한 경혈에 

자극을 주지 못하나 신경들을 넓게 자극을 줌으로서 장기의 기능을 좋게 한다.   

네 번째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세손가락으로 누르는 중지압으로 

주로 복부 부위를 누르는데 많이 사용한다. 다섯 번째는 등이나 둔부같이 근육이 

단단하고 두터운 부위에 주먹을 쥐고 마디부위를 세워 지긋이 눌러주는 권압이다. 

여섯 번째는 손가락 끝에 힘을 가하여 주무르듯이 꽉 잡았다가 놓는 동작을 반복

하는 방법으로 근육이 많은 팔과 허벅다리를 누를 때 사용하는 파악압 등이 있다. 

일곱 번째로 주관절압은 경혈에 팔꿈치를 대고 지긋이 누르는 방법이고, 여덟 번

째는 근육이 굳어 있는 부위를 문질러 풀러주는 방법으로 진동요법이 있다(동서 

간호학 연구소, 2000; 한세 , 1997).

  시술자가 시술시 누르는 힘의 강도를 압도라 하고 이 강도에 따라 경압, 쾌압, 

강압으로 나뉘는데 지압을 받는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서 같은 압력이라 

해도 제각기 그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첫째 경

압은 가볍고 부드럽게 누르는 방법으로서 환자가 편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느낌

을 말하는데 주로 지압을 처음 받거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전에 또는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병에 시달려 허약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쾌압이란 치

료 받는 사람을 손으로 눌 을 때 약간 통증을 느끼면서도 상쾌한 감을 갖는 정

도를 말한다. 지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치료 면에서 경혈 부위를 누르는 데는 

효과적인 압법이다. 마지막으로 강압은 강하게 눌러주는 것인데 이는 치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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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체중과 전신의 힘을 치료하는 손가락에 집중시켜 치료받는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의 범위까지 눌러주는 압법이다(한세 , 1997). 

  지압에서 중요한 것은 손으로 압도를 가해서 누를 때에 치료받는 사람은 호흡

을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손가락의 힘을 뺄 때에는 코로 살며시 호흡을 들여 마

셔서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몸의 힘을 쭉 빼고 치료하는 사람의 손 감각을 느끼

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신경이 제대로 자극이 되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다(한세 , 1997).

  지압요법 적용 시 3가지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직압은 해당혈을 찾아 체중

을 실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눌러 몸 안의 체액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원리

이다. 두 번째는 압력을 깊숙이 전달하기 위해 지그시 오래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

는 지속압의 원칙이다. 지속압은 사람의 체질이나 아픈 부위에 따라 누르는 시간

을 조절할 수 있다. 예로 노약자나 어린이,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지속압을 짧게 

하고, 건강한 사람이나 목적에 따라 오래할 수 있다. 지속압은 보통 3-5초 동안  

누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정도의 지속압을 해주어야만 신경이 뇌에서 말초신경까

지 골고루 전달되고 혈액이나 내분비액 또한 활발해지므로 지압만의 특이한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압의 특정 효과를 위하여 7초 정도 지속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조화압으로 시술자가 환자에게 정신을 집중하여 반드시 

병의 치료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지압에 임하며, 환자는 시술자를 신뢰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 양자간의 정신적인 일치가 되어야 한다

는 원칙이다(윤대규, 1998; 한세 ,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압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경락 부위를 일정한 

강도로 적용할 수 있는 모지압의 방법을 사용하고 쾌적압을 적용하여 지압의 3원

칙에 따라 실시하고자 한다. 

 

  침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WHO에서 1976년도에 자침을 여러 질병에 효과

적인 치료 수단으로 추천하 고 1991년도에 재분석을 시도하여 WHO와 FDA에서

는 1996년에 자침을 경험적 의학 기구로 목록에 넣었다. 그리고 FDA에서는 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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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과 수술 후 통증, 화학요법과 마취 후 오심과 구토, 편두통, 관절염, 월경 곤

란증, 만성통증, tennis elbow 등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안하 다. 이는 서

양의학의 약물 비용을 줄이고 전통 의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

었다고 볼 수 있다(Hing 외, 1997). 이와 같이 침작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연구와 

효과에 대한 임상적 실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지압요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전은미, 2002). 점차 간호학에서 치료적 중재로 커다란 잠재성을 

지닌 지압요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Margaret, 1999). 지압요법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며, 비침습적인 방법

으로서 침습적 방법인 침요법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매우 유용하다(한약회 연구회, 1996).

  지압과 장운동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향련 등(2001)은 신경외과의 안면경

련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거나, 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반제거술을 받은 환자 

44명을 임의 표출하여 대조군22명과 실험군 22명으로 나누어 실험군 22명에게 합

곡, 태충, 족삼리, 하거허, 상거허를 수술 후 4시간마다 2회 반복 실시하여 총12분

간 지압한 결과 가스배출시간, 장음회복시간의 단축과 오심 감소의 결과를 보고하

다. Chen 등(2003)은 복식 자궁절제술 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 21명과 대조군 

20명을 나누어 실험군에게 내관(PC-6), 족삼리(ST-36), 삼음교(SP-6) 부위를 3분

간 지압하 고, 대조군에게는 지압부위가 아닌 곳에 지압을 시행하여 두 군의 위

장관 활성 정도를 청진으로 측정한 결과 실험군의 위장 활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보고 하 다. 그리고 이광옥(2003)은 개복술 환자 75명을 임의 표출하

여 실험군 27명, 대조군 48명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는 전신마취종료 7시간 후에 

15분간 1회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시행하고 가스 배출 시간을 측정하 고, 

대조군은 의무기록을 통해 가스배출시간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

하여 가스배출시간이 유의하게 단축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삼음교 지압은 경락 원리를 근거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수술 후에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

리고 침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특별한 기구의 필요 없이 간단한 교육과 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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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간호사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간호중재법으로 여겨진다. 그러

나 간호학에서 경혈점과 지압을 적용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다발성 지압의 효과를 보여 주었고  경혈점  각각의 효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검증하지 못하 다. 또한 지압의 시기 면에서 수술 후 4시간과 7시간이 경과하

여 지압을 시행한 연구 결과들 뿐 마취 종료 직후인 회복기의 중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었다.  삼음교의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킨다

는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마취 종료 직후 지압의 조기 시행이 수술과 전신마취의 

향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위장관을 보다 빨리 자극하여 장운동 촉진에 효

과를 미칠 수 있으리라 추정되어진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중재방안을 찾기 위

해서 삼음교 단일 지압점의 효과와 마취 종료 직후 회복기 시기의 삼음교 지압이 

장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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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기틀은 다음과 같다

 

  자궁절제술 후 장운동의 저하 시 삼음교(三陰交, SP-6) 부위의 지압을 통하여 

기혈의 운행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며 위장관을 지배하는 자율신경

계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 장운동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전신

마취

(자궁

절제술)

장운동

저하

기혈

운행

저하

삼음교(三陰

交, SP-6)

지압

삼음교(三陰

交, SP-6)

지압

기혈의

운행

촉진

부교감

신경 항진

장운동

촉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변수의 관계

<그림 1> 연구의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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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 경과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이 자궁절제술 후 장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이다. 

실험 처치(마취 종료 후 30분 경과시점) 사후 측정

실험군

(n= 32 ) 

 통상적 간호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10분간 소요) 가스배출시간, 

배변시간
대조군

(n= 34 )
 통상적 간호

<그림 2> 연구 설계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대학 부속 병원 산부인

과 병실에 2004년 1월 25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입원한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미비한 6명을 제외하고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 다. 연구 대상자는 총 66명이었다. 그리고 실험군과 대

조군의 배정은 자궁절제술을 종료하고 회복실에 들어온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

후3시 사이의 환자는 실험군으로 배정하 고, 오후 3시 이후에 회복실에 입실한 

환자는 대조군으로 배정하 다. 이러한 배정은 무작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이 일부 편향될 수 있었다. 그래서 대상자의 특성의 편향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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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 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복식 전자궁절제술이나 난소난관절제술을 동반한 전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   

    로서

 2) 소화기계 수술이나 소화기 질환이 없고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신적 질환이 없고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5) 부인과적 악성 질환이 아니며

 6) 주치의가 동의한 자

3.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처치 절차

  삼음교 지압 처치 절차는 연구자의 훈련, 예비 연구, 삼음교 지압 처치 방법 순

으로 서술하 다. 

 1) 연구자 훈련

  

  연구자는 지압에 대한 충분한 문헌고찰과 2002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24차

례의 간호학 교수, 수간호사, 한의학 교수, 박사 2인의 자문 하에 지압 연구 모임

에 참여하여 지압의 배경과 원리 및 기전, 치료, 지압 방법, 연구 동향 등의 이론

적 지식을 습득하 다. 그리고 삼음교 지압 모임의 한의학 교수와 간호학 교수, 수

간호사로부터 삼음교 경혈점 확인법과 지압 방법의 기술적 수기 훈련을 받았고 

삼음교지압 방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의 수기 방법의 타당성을 침구

학 전공 한의학 교수로부터 검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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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 연구

  

  수기훈련 후 연구의 실행가능성과 연구 설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하

다. 모집단에 가장 유사한 대상자 3명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삼음교 지압 방법

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 다.  

  예비 조사는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 지압을 시행하여 처치 전과 

후에 장음의 청진과 복부 불편감 정도를 묻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삼음교 지압 처

치 전에 각각 5분씩 오른쪽과 왼쪽 상하 복부 4부위의 장음을 청진하 고 처치 

후 20분경과 시점에 같은 방법으로 청진하 다. 그리고 삼음교 지압 전과 후에 환

자의 복부 불편감 정도를 질문하 다.

  예비 조사 결과 2명의 대상자는 처치 전과 처치 후 모두 4부위 복부에서 장음

이 들리지 않았으나 나머지 1명의 대상자에서 처치 후 청진 시 왼쪽 하복부에서 

2회의 장음이 들렸다. 3명 모두 지압 후에 복부 불편감이 처치 전보다는 편안해졌

다고 표현하 고 그 중에 한 명은 처치 전에 배뇨감을 많이 호소하 는데 배뇨감

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하 다. 삼음교 지압 처치 시 3명의 대상자 모두 처치자의 

지시대로 이행하 으며 다른 불편감의 호소 없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수정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 다.    

3)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처치 방법

 

  연구 대상자를 회복실 침상에 앙와위로 누인 상태에서 처치자는 대상자의 침상 

발치에 서서 대상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시행하 다. 삼음교 지압은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 환자가 각성되어 지남력이 있고 구두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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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① 대상자의 신뢰감과 안정감 형성을 위하여 처치 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정  

       신적, 신체적 이완을 유도하 다.

    ② 처치자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 처치는 1명의 처치자가 일관성 있게  

       시행하 다.

    ③ 연구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앙와위 자세를 유지하고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  

       하 다. 

    ④ 지압 처치자는 대상자의 발치에서 지압을 시행하 다. 

    ⑤ 처치 시작 전에 대상자의 4손가락 마디의 넓이를 측정한 길이 만큼인 대  

       상자의 안쪽 복사뼈에서 3촌 위의 지점 삼음교 부위를 펜으로 표시하 다. 

    ⑥ 정확한 경혈 부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인 작업을 거쳤다. 

       편작 전자침은 경혈점이 주위 조직보다 전기적 저항이 낮은 원리를 이용  

       하여 고안된 장치로(Hing 외, 1997) 그 신호 체계가 파란불과 빨간불로 이  

       루어져 있다. 이것은 전자침의 맨 앞쪽에 나온 침으로 외부 전기 저항을   

       계산하여 신호체계에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측정기이다. 신호체계가 파란불  

       로 완전히 바뀐 부위가 바로 경혈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편작 전자 침을   

       이용하여 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전자침을 대어 신호체계가 파란불로 바뀌  

       는 부위를 삼음교 지점으로 확인하 다. 

    ⑦ 몸 표면을 향하여 주먹을 가볍게 쥔 다음, 팔굽을 쭉 펴고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하여 손가락 끝으로 수직압을 눌 다. 힘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6초간 눌 다. 이때 수직압의 압력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2121mmHg, 왼  

       쪽 엄지손가락이 2121mmHg로 측정되었다.

    ⑧ 수직압을 가하고 난 후 손을 자극면에서 떼지 않았고 붙인 채 그대로 힘  

       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힘을 늦추어 압을 빼주었고 4초를 쉬는 안정․지속  

       압을 시행하 다.   

    ⑨ ⑦과 ⑧을 순서대로 반복하여 10분간 처치하 다.

    ⑩ 압을 반복하는 동안에 환자와 관심을 공통으로 집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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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1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총 128일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자궁절제술 대상자에게 수술 전날 방

문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실험처치, 사후 조

사 순으로 진행하 다.<표 1>  

 

 1) 사전 방문

  연구 진행을 위하여 Y대학 부속 병원 간호부와 회복실 수간호사, 마취과 과장, 

산부인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주치의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수술 전날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 고 연구   

 에 참여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작성하 다.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은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신장, 체중, 학력, 임신횟수, 출산횟

수, 과거의 분만 형태인 질분만 횟수와 제왕절개 횟수, 자궁절제술을 하게 된 질병

을 진단받은 후 경과기간을 의무 기록지에서 조사하 다.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

의 장운동 관련 특성으로 평소 운동 횟수와 배변 횟수, 치질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 다. 그리고 표본의 임의 선정으로 인한 내적 타당성 위협

을 막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게는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리지 않았다.   

 2) 실험 처치

 

  실험군과 대조군은 수술을 종료하고 회복실에 입실한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

후 3시 사이의 환자는 실험군으로 배정하 고, 오후 3시 이후에 회복실에 들어온 

환자는 대조군으로 배정하 다. 이는 삼음교 지압 가능 시간의 제약 때문이었는데  

지압 처치자가 근무시간을 피하여 처치를 하 기 때문이었다.     



- 26 -

  실험군에게는 통상적 간호와 함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이름과 나이

를 질문하여 각성을 확인한 후 삼음교 지압을 10분간 처치하 다. 대조군에게는 

통상적 간호를 시행하여 실험 처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

다. 

 3) 사후 조사

 

  사후 조사에서 실험군은 장운동 관련 특성, 가스배출과 배변시간을 조사하 고 

이 조사 내용은 회복실 퇴실 후 병실에 있는 동안에 의무 기록지로 확인하 다. 

대조군도 실험군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 다. 

  처치자의 Halo effect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치는 처치자가 직접 수행하 고 사

후 조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충분히 교육받은 제3의 간호사가 대상자가 어

느 군에 배정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의 자료를 수집하

다.

 

  사전 방문과 사후 방문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사전 방문 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 신장, 체중, 학력, 임신횟수, 출산횟수, 과

거의 분만 형태로 질분만 횟수와 제왕절개 횟수, 자궁절제술을 하게 된 질병을 진

단받은 후 경과기간을 의무 기록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 

 (2) 장운동 관련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 중에 평소 운동 횟수와 배변횟수, 치질여

부는 연구의 설명을 위한 사전 방문 시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작성하 다. 그 

나머지 복부 수술경력 유무, 수술명, 자궁절제술의 수술기록상 장 유착 정도, 수술 

중에 투여된 마취약제와 진통제의 종류, 수술 후 병실에서의 근육성 진통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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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syn의 투여횟수, 수술 후 병실에서의 마약성 진통제인 demerol의 투여 여부, 

수술 후 병실에서의 최토제인 Metoclopramide의 투여 여부, PCA의 유형, 조기 수

분 섭취 여부, 수술 소요 시간, 마취 소요 시간, PCA의 총 투여 시간을 의무 기록

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

 (3) 가스배출과  배변시간   

  가스배출시간은 마취종료에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첫 번째 가스 배출을 호소

한 시간을 기록하고 마취종료부터 가스배출시간까지를 시간으로 계산하 다.

  배변시간은 마취 종료에서 첫 번째 배변까지로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마취 종

료부터 배변시간까지를 시간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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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표 1>  

<표 1> 자료수집절차

집 단
사전 방문

(수술 전날)

실험 처치

(마취종료 후 30분  

경과 시점)

사후 방문

(병실 입원기간)

실험군

 A. 일반적 사항

 *연령

 *신장

 *체중

 *학력

 *임신횟수

 *출산횟수

 *과거의 분만 형태

 *질분만 횟수

 *제왕절개 횟수

 *자궁절제술을 하게 된  

  질병을 진단받은 후    

  경과기간

 B. 외생변수

 *평소 운동 횟수

 *평소 배변 횟수 

 *치질 여부

10분간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과 통상적 간호

 A. 종속 변수

 *가스배출시간

 *배변시간 

 B. 외생변수

 *복부 수술 경력 유무 

 *수술명 

 *자궁절제술 기록상          

  장유착정도 

 *수술 중 투여된 마취약제와  

  진통제 종류 

 *수술 후 tarasyn의 투여     

  횟수    

 *수술 후 demerol 투여 여부 

 *수술 후 Metoclopramide    

  투여 여부

 *PCA의 유형 

 *조기 수분 섭취 여부

 *수술 소요 시간 

 *마취 소요 시간  

 *PCA의 총 투여 시간

 

대조군 통상적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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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 자료분석은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 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χ²-test와 t-test로 분석하  

    다. 

 2)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가스 배출과  배변시간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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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동질성 검증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알기위한 검증은 <표 2>와 같았다. 

  실험군의 연령은 평균 46.94±7.4세 고, 대조군은 평균 43.82±5.2세로 실험군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98, p=.052). 실험군

의 신장은 평균 158.13±5.7cm이었고 체중은 평균 58.72±6.5kg이었으며, 대조군의 

신장은 평균 156.52±4.7cm이었고, 체중은 평균 59.24±8.8kg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장(t=1.25, p=.052)과 체중(t=.27, p=.78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은 

연수로 계산하여 실험군은 평균 11.92±3.5년이었고, 대조군은 평균 11.27±3.1년으로 

분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7, p=.786). 산과력으로 실험군의 임신 

횟수는 평균은 4.00±3.3회 고, 대조군은 평균 3.32±2.2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98, p=.333). 분만횟수는 실험군이 평균 1.91±.89회, 대조군이 평균 

1.8±1.1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t=.10, p=.922), 질분만 횟수는 실험군이 

평균 1.62±1.10회 고, 대조군이 평균 1.30±1.3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07, p=.288). 제왕절개 횟수는 실험군이 평균 .28±.6회 고 대조군이  평균 

.55±.94회로분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37, p=.177). 자궁절제술을 하

게 된 질병을 진단받은 후 경과기간은 실험군은 평균 20.94±35.43달, 대조군은 

18.10±20.07달로 분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39, p=.698).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볼 때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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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특성
실험군(n=32) 대조군(n=34)

 t p
평균±SD 평균±SD

연령(세) 46.94±7.4 43.82±5.2 1.98 .052

신장(cm) 158.13±5.7 156.52±4.7 1.25 .215

체중(kg) 58.72±6.5 59.24±8.8 .27 .786

학력(년) 11.92±3.5 11.27±3.1 .71 .479

임신 횟수(회) 4.00±3.3 3.32±2.2 .98 .333

분만 횟수(회) 1.91±.89 1.8±1.1 .10 .922

질분만횟수(회) 1.62±1.10 1.30±1.3 1.07 .288

제왕절개횟수(회) .28±.6 .55±.94 1.37 .177

질병을 진단받은      

경과 기간(달)
20.94±35.43 18.10±20.07 .39 .698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알기위한 검증은 <표 3-1>과 

같았다. 

  이전의 복부 수술 경력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은 14명(43.8%), 대조군은 16명

(47.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07, p=.810). 평소에 운동을 하

는 경우가 실험군 8명(27.6%), 대조군 8명(26.7%)이었고, 평소에 운동을 안하는 경

우는 실험군이 21명(72.4%), 대조군이 22명(7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x2=.006, p=1.00). 평소의 배변 횟수는 실험군이 1-2일에 1회인 경우가 25명

(86.2%), 대조군은 28명(90.3%)이었고 3-4일에 1회인 경우가 실험군이 4명(13.8%), 

대조군이 3명(9.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
2
=.246, p=.702). 치질 여부

에서 치질이 있는 경우가 실험군이 8명(29.6%), 대조군이 6명(20.0%)이었고, 치질

이 없는 경우가 실험군이 19명(70.4%), 대조군이 24명(80.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x
2
=.711, p=.540). 수술명은 복식 자궁절제술과 함께 양쪽 난소와 난

관을 모두 절제한 경우가 실험군은 23명(71.9%)이고, 대조군은 17명(50.0%)이었고 

복식 자궁절제술만 하거나, 오른쪽이나 왼쪽 난소와 난관 중에 한 쪽을 함께 복식 

자궁절제술을 한 경우가 실험군이 9명(28.1%), 대조군이 17명(50.0%)으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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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
2
=3.30, p=.083). 자궁절제술 기록상 장 유착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실험군이 3명(9.4%), 대조군이 6명(17.6%)이었고, 장유착 정도가 중간인 경

우가 실험군이 8명(25%), 대조군이 9(26.5%)었으며 장유착이 없는 경우는 실험군

이 21명(65.6%), 대조군이 19명(55.9%)으로 대조군에서 장 유착정도가 심한 경우

가 조금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
2
=1.09, p=.577). 

  수술 중에 투여된 장운동 저하에 향을 주는 마취제를 살펴보면 향정신성 제

제인  Pentotal sodium과 Pofol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모두 사용되었고 근이완제

(Veroni, Esmeron), 흡입 마취제(En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 Pygmine, 

Robinul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모두 투여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Stigmine

은 모두 사용하지 않았고, Atropine은 대조군만 수술 중에 1명 투여되었다. 수술  

중에 N2O를 흡입한 경우는 실험군 26명(81.3%), 대조군 26명(81.3%)이었고 수술  

중에 N2O를 흡입하지 않은 경우는 실험군이 6명(18.8%), 대조군이 6명(1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
2
=.000, p=1.00). 마약성 진통제인 Fentanly을 투여한 

경우는 실험군이 21명(65.6%), 대조군도 21명(63.6%)이었고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실험군이 11명(42.4%), 대조군이 12명(36.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x
2
=.028, p=1.00). 수술 중에 근육성 진통제인 tarasyn을 투여한 경우는 실험군이 

6명(18.8%), 대조군이 5명(15.6%)이었고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실험군이 26명

(81.3%), 대조군이 27명(84.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110, p=1.00). 

  수술 후에 병실에서 투여된 투약 내용을 살펴보면 근육성 진통제인 tarasyn을 3

회 이상 투여한 경우가 실험군은 8명(25%), 대조군은 5명(15.6)이었고 1-2회 투여

한 경우는 실험군이 15명(46.9%), 대조군이 15명(46.9%)이었으며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실험군이 9명(28.1%), 대조군이 12명(37.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x
2
=1.12, p=.571). 그리고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인 demerol를 투여한 경우는 

실험군이 1명(3.1%), 대조군이 2명(6.2%)이었고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실험군이 

31명(96.9%), 대조군이 30명(93.8%)으로 거의 Demerol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
2
=1.01, p=.602). 수술 후 최토제인 Metoclopramide를 투

여한 경우는 실험군이 7명(22.6%), 대조군이 7명(22.6%)이었고, 투여하지 않은 경

우는 실험군이 24명(77.4%), 대조군이 24명(7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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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x
2
=.000, p=1.00). 

  PCA의 적용을 살펴보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두 PCA를 하 고 PCA 유형에서 

정맥 PCA인 경우가 실험군이 17명(53.1%), 대조군 18명(52.9%)이었으며 나머지는 

경막외 PCA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x
2
=.000, p=1.00). PCA에 들어간 약제로 정맥 PCA에는 Fentanly과 tarasyn이 실

험군과 대조군에게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경막외 PCA의 경우 morphine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실험군이 2명, 대조군이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morphine과 경막외 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술 후 조기 수분 

섭취를 한 경우는 실험군이 9명(28.1%), 대조군이 4명(12.5%)이었고 조기 수분 섭

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험군이 23명(71.9%), 대조군이 28명(87.5%)로 조기 수분 

섭취를 한 경우가 실험군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
2
=2.41, 

p=.213).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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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특성 구분
실험군(n=32) 대조군(n=34)

x2 p
n(%) n(%)

복부수술경력 유 14(43.8) 16(47.1) .07 .810

무 18(56.2) 18(52.9)

평소운동여부 운동함 8(27.6) 8(26.7) .006 1.00

안함 21(72.4) 22(73.3)

평소배변횟수 1회/1-2일 25(86.2) 28(90.3) .246 .702

1회/3-4일 4(13.8) 3(9.7)

치질여부 유 8(29.6) 6(20.0) .711 .540

무 19(70.4) 24(80.0)

수술명
TAH, TAH 

LSOorRSO 
9(28.1) 17(50.0) 3.30 .083

TAH BSO 23(71.9) 17(50.0)

수술 기록상

장유착정도

심함 3(9.4) 6(17.6) 1.09 .577

중간임 8(25.0) 9(26.5)

없음 21(65.6) 19(55.9)

N2O흡입여부 흡입함 26(81.3) 26(81.3) .000 1.00

흡입안함 6(18.8) 6(18.8)

수술중fentanly

투여 여부

투여함 21(65.6) 21(63.6) .028 1.00

투여안함 11(42.4) 12(36.4)

수술중tarasyn

투여여부

투여함 6(18.8) 5(15.6) .110 1.00

투여안함 26(81.3) 27(84.4)

수술후demerol

투여여부

투여함 1(3.10) 2(6.2) 1.01 .602

투여안함 31(96.9) 30(93.8)

수술후tarasyn

투여 횟수

3회이상 8(25.0) 5(15.6) 1.12 .571

1회-2회 15(46.9) 15(46.9) 

투여안함 9(28.1) 12(37.5)

수술후Mecperan

투여여부

투여함 7(22.6) 7(22.6) .000 1.00

투여안함 24(77.4) 24(77.4)

PCA유형 정맥 PCA 17(53.1) 18(52.9) .000 1.00

경막외 PCA 15(46.9) 16(47.1)

조기수분섭취

여부

섭취함 9(28.1) 4(12.5) 2.41 .213

섭취안함 23(71.9) 28(87.5)

* TAH(Total abdominal hysterectomy), LSO RSO(Left or Right salpingo oophorectomy), 

  BSO(Bilateral salpingo oopho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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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알기 위한 검정은 <표3-2>와 

같았다.  

  수술 소요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121.88±55.01분, 대조군은 평균 110.00±38.85으로 

실험군이 더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2, p=.313). 마취소요 시간

은 실험군이 평균 149.38±54.06분, 대조군이 평균 140.00±54.06분으로 실험군이 더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77, p=.446). 그리고 PCA 총 투여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43.38±8.81시간, 대조군은 평균 43.52±12.04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046, p=.963).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장운동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특성
실험군(n=32) 대조군(n=34)

 t p
평균±SD 평균±SD

수술소요시간(분) 121.88±55.01 110.00±38.85 1.02 .313

마취소요시간(분) 149.38±54.06 140.00±54.06 .77 .446

PCA총투여시간(시) 43.38±8.81 43.52±12.04 .046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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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1) 제1가설: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가스배출시간이 빠를 것이다. 

 

  제1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수술 후 가스 배출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40.34±14.01시간, 대조군이 평균  

45.38±14.44시간으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가스 배출이 5시간 빨리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44, p=.155).

  따라서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가스배

출시간이 빠를 것이다.’라는 제1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4> 자궁절제술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스배출시간의 차이 검증

특성
실험군(n=32) 대조군(n=3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술 후  

가스배출시간(시)
40.34±14.01 45.38±14.44 1.44 .155

 2) 제2가설: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  

             보다 배변시간이 빠를 것이다.

  제2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수술 후 배변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88.10±21.94시간, 대조군 평균 95.59±28.47시

간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배변시간이 7.4시간 빨랐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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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t=1.134, p=.262).

  따라서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배변시

간이 빠를 것이다.’라는 제2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5> 자궁절제술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변시간의 차이 검증

특성
실험군(n=32) 대조군(n=3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술 후  

배변시간(시)
88.10±21.94 95.59±28.47 1.134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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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자궁절제술 후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과 가스배출과 배변

 

  본 연구는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서 처치한 10분간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이 자궁절제술 후 장운동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

하 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스 배출 시간은 평균 40.34±14.01시간, 평균 

45.38±14.44시간으로 평균적으로 실험군이 4시간 더 빨랐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t=1.44, p=.155)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변 시간은 평균 88.10±21.94시간, 

평균 95.59±28.47시간으로 평균적으로 실험군이 7.4시간 더 빨랐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34, p=.262). 이에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삼

음교 지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장운동 촉진을 위한 경혈점들로는 합곡, 태충, 족삼리, 하거허, 상거허, 곡지, 삼

음교(三陰交, SP-6) 자리 등이 있으나(이향련 외, 2001; 자퀄린, 2001), 본 연구에

서는 경혈 부위의 단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개의 경혈점을 선택하고자 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궁절제술 환자이기 때문에 경혈 지점 중에 변비, 

복부 창만 등 위장관계질환과 관련 있고 더불어 자궁 출혈 및 생식기 질환 등에

도 효과가 있는 삼음교(강미나 외, 2003; 박춘하 외, 2002; 김근하 외, 2001; 김영

진, 2001; 한상모 외, 1993; 김창환 외, 2001; 한약학 연구회, 1996)를 택하 다.  그

리고 장운동의 회복은 항문 괄약근 자체가 수의적인 운동조절에 의해 될 수 있고 

개개인의 통변 습관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조절되므로 방사성 표지를 사용하

지 않은 가스 배출과 배변과 같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장운동의 회복여부를 정확

히 알아낸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상에서는 이를 식

이 요법을 시작하는 기준(김종학 외, 2000; 송호경 외, 2000)으로 삼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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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에서 장운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 다. 삼음교(三陰交, SP-6) 지

압의 수술 후 배변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본 선행 연구는 없어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다. 

  지압과 장운동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향련 등(2001)은 신경외과의 안면경

련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거나, 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반제거술을 받은 환자 

에게 합곡, 태충, 족삼리, 하거허, 상거허를 수술 후 4시간마다 2회 반복하여 총12

분간 지압한 결과 가스배출시간이 평균 6.51시간 단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고하 다. Chen 등(2003)은 복식 자궁절제술 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 21명

과 대조군 20명을 나누어 실험군에게 내관(PC-6), 족삼리(ST-36), 삼음교 (SP-6) 

부위를 3분간 하루에 2회 지압을 하 고, 대조군에게는 지압부위가 아닌 곳에 지

압을 시행하여 두 군의 위장관 수축을 지압의 전, 후에 청진으로 측정한 결과 실

험군의 위장 활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 그리고 이광옥(2003)은  

개복술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종료 시점에서 7시간 후에 15분간 1회 삼음교(三

陰交, SP-6) 지압을 시행하여 가스배출시간이 평균 7.1시간 단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압 처치 시 지압의 부위와 시기, 처치량에 대

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혈 지압 간호의 효과를 밝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다발성 경혈점의 효과와 수술 후 4시간 이상 경

과 후에 지압 처치를 시행하 으며 처치량 또한 연구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삼음교 단일 경혈점의 마취 종료 직후 

회복기라는 시점을 달리하여 다른 선행 연구들과 차별을 두어 장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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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방법

  본 논의에서는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의 시기와 처치량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의 시기 

  간호학에서 경혈점과 지압을 사용한 연구들이 아직 초기 단계로 선행연구마다 

지압 시기가 다르다. 

  이향련 등(2001)의 신경외과 환자 대상의 6개 이상의 지압점을 수술 후 4시간 

마다 2회 반복하여 총12분간지압을 하여 장운동 촉진에 유의하 고, 이광옥(2003)

은 전신마취종료 7시간 후에 15분간 1회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시행하여 

가스배출 시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압의 시기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없이 수술 후 시간이 4시간 후와 7시간 

후에 병실에서의 경혈 지압 처치 효과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압 시기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혈 지압의 원리와 비슷한 침의 생리학

적 원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생리학 연구결과 경혈의 많은 수가 작은 신경다

발들이 근막으로 침투하는 지점과 일치하고 피부든, 혈관이든 또는 근육이든 간에 

작은 신경다발과 연관되어 있다(자퀄린, 2001). 그래서 경혈 자극은 혈 주위의 신

경다발을 자극하여 Neural pathway, 척추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역할로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자율신경계와 체성 신경계의 상호작용과 신체 내에

서 생성되는 엔돌핀 등의 마약성 물질의 분비 작용을 활성화하며 관문 통제에 의

한 통증을 진정하는 작용을 한다(Hing 외, 1997; Martin, 1993). 그 예로 각성상태

의 사람에서 미세 신경 자극에 의한 Aδ섬유의 자극이 자침 때와 동일한 자통성 

감각을 유발한다는 현상에서 자침 자극의 감각을  Aδ섬유가 전도하는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섬유의 역할에 대한 증거로 포진후성 신경통에 

향을 받아 Aδ섬유가 파손된 피부 부위에 침이 시술될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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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로 보여주었다(자퀄린, 2001). 또 Neural pathway를 중간에 차단하거나 신

경 전달 물질들의 길항제와 함께 자침을 시행하 을 때 자침의 효과가 감소한 연

구 결과들을 통하여 경혈 자극이 중추 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ing 외, 1997).  또 수술 후 오심 구토 억제를 위하여 수술 전에 내관

혈을 자극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으나(Dundee 외, 1989) 마취 중에는 내관혈을 자

극하더라도 수술 후 오심 구토를 줄이는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Weightman 외, 1987). 이것은 전신 마취의 향으로 내관 경혈 자극의 효과가 

억제되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자퀄린, 2001). 이러한 자침에 대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약제들이 중추 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작용하

여 경혈 자극의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내관혈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자극시기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 삼음교 지

압이 장운동에 미치는 효과 또한 자극의 시기에 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추정

과 함께 수술 전의 삼음교 지압이 수술 후 장운동 촉진에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

는 의문이 생긴다.  

  수많은 생리학적 연구에서 침이 위장관 운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자퀄린, 2001). 경혈점의 침과 뜸 모두 vasostigmine에 의한 운동 증가와 

atropine에 의한 운동 감소를 역전시키는 경향을 보 다(Iwa 외, 1994). 임상에서 

Dai 등(1993)은 토끼에서 족삼리와 삼음교에 전침을 놓아 초내 몰핀 주입 후 생긴 

연동운동 억제를 완화시키면서 opioid에 의한 호흡활동 저하를 나쁘게 하거나 역

전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생리학적 연구들을 통하여 수술 후 통증

감소 및 장폐쇄 시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혈의 침 시술의 폭넓은 이용을 지

지하고 있으나, 수술 시 경막 외 국소 마취인 Epidral PCA를 하는 환자의 경우 

국소 마취 작용이 족삼리와 삼음교로부터의 구심성 자극을 없앰으로써 효과를 상

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자퀄린, 2001).

  이와 같이 경혈 자극은 마약성 진통제의 장운동 억제 효과를 완화시키기도 하

고 반대로 중추 신경계와 자율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의 향으로 경혈 자극의 

작용이 억제되는 등의 다양한 결과들로 아직까지 경혈 자극과 약제간의 상호 작

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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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경혈 자극이 수술 직후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제의 위장관 억제 

작용을 완화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수술 직후 회복기에 보다 빨리 지압을 시행하여 마취제의 향으로 기능

이 저하되어 있는 위장관을 조기에 자극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가

정하 다. 그래서 마취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시

행하여 첫 가스 배출과  배변시간은 평균적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빨랐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장운동 촉진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마취 종료 직후인 회복기의 마취제 잔류 효과가(송정훈 외, 2001) 경혈 자극의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지압의 시기를 달리하여 전

신 마취의 향을 받지 않은 수술 전이나, 마취제의 잔류 효과가 사라진 후에 시

행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2) 지압의 처치량

  한의학 문헌에서 지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0분 정도의 지압시간이 필요하

고 한번 누르는 시간은 총15초로 준비가 3초, 압력이 5초, 힘의 유지가 4초, 힘빼

기가 3초라고 하 다(황인태, 1993). 또 다른 문헌에서는 지압 시간은 10-20분 정

도가 좋고(한세 , 1997), 한번에 3-5초 동안 실시하고, 특정한 효과를 위해서는 7

초 동안 지속압을 가하고, 2-3초 정지할 수 있다고 하 다.(동서간호학 연구소, 

2000). 이와 같이 문헌마다 지압의 처치량은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환자의 상태, 

체질, 질병, 치료시기 등에 따라서 많은 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윤호, 1980). 그런

데 실제로 경혈의 자극으로 그 기운이 전신을 회환하는 한의학적 1측 주기는 25

분 정도로 이 1측 주기의 시간으로 자극의 효과를 볼 수 있다(한세 , 1997). 그러

나 임상에서 25분이상의 긴 시간을 소요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상태도 매우 다양하므로 그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처치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지압 연구의 초기 단계로 선행 연구들마다 지압 적용 대상과 방법이 다양하여 

서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연구들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 43 -

한다. 김 란(1999)은 분만 시 8초 동안 압력을 가하고 나머지 2초를 쉬는 방법으

로 35분간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시행하여 분만소요시간을 단축하 고 이

미경(2002)은 분만시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30분간 시행하여 분만 통증과 

분만 소요시간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고하 다. 그리고 전은미(2002)는 월경통시 8

초 지압과 2초 휴식의 방법으로 20분간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하여 통증 

감소에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 다. 또 이광옥(2003)은 개복술 환자 대상으로 15분

간 지압하여 장운동 촉진의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결

과와 같이 간호시 처치량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혈 

지압 간호의 효과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압의 적절한 처치량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가 진행된 기간의 

회복실 재실기간을 최소 30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복실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평균 재실 시간인 30분 동안 24-30분의 지압을 할 수 없으므로 한의학 

문헌에서 언급한 최소 시간인 10분간(한세 , 1997) 1회 삼음교(三陰交, SP-6) 지

압을 시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 가스배출과 배변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적

으로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압의 처지량이 적어

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기혈의 1측주기를 고려한 25분 이상의 처치

량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 임상 현장을 고려하여 T침이나 압봉 등의 

대체 기구를 적용한 방법과 손가락을 이용한 지압법의 효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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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자궁절제술 후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실시하여 장운동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과 배변시간을 측정하 다. 이것으로 삼

음교(三陰交, SP-6) 지압의 대체 보완 요법으로서 활용과 수술 직후 회복기 간호 

중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이다. 

  연구 기간은 2004년 1월 25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고 연구 대상자는 서

울 Y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난소 난관 절제술을 포함한 복식 자궁절제술을 시

행한 환자 다. 수술 전날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았고 수술 당일 회복실에 입실하

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 다. 이중 맹검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하 는지 모르게 하 고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으

로 총 66명이었다.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은 문헌 고찰과 지압 연구 모임을 통한 연구자 훈련,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조사, 예비조사를 거쳐 정형화하 다. 실험군에게는 통상적 

간호와 함께 자궁절제술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10분간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처치하 고, 지압은 처치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 명의 처치자가 처치

하 다. 대조군에게는 통상적 간호만을 제공하 다. 자료 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제 3의 간호사가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 다. 일반적 특성과 장운동 관련 평소 생활 

습관은 수술 전날 방문 시 의무기록과 질문지로 조사하 고 장운동 관련 특성은 

수술 후에 의무기록지로 확인하 다. 효과 측정으로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자각하

는 수술 후 첫 가스배출시간을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하 고 수술 후 첫 배변시간

은 의무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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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은 X²-test와 t-test로 분석하 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의 효과인 가스배출과 배변시간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신장, 체중, 학력, 임신횟수, 출산횟수, 

질분만 횟수와 제왕절개 횟수, 자궁절제술을 하게 된 질병을 진단받은 후 경과기

간과 장운동 관련 특성인 평소 운동 횟수와 배변 횟수, 치질 여부, 복부 수술 경력 

유무,  수술명,  자궁절제술의 수술기록상 장 유착 정도, 수술 중에 투여한 마취약

제와 진통제 종류, 수술 후 병실에서의 근육성 진통제인 tarasyn의 투여 횟수와 

마약성 진통제인 demerol의 투여 여부, 수술 후 최토제 Metoclopramide의 투여 

여부, PCA의 유형, 조기 수분 섭취 여부, 수술 소요 시간, 마취 소요 시간, PCA의 

총 투여 시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제1가설인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가스배

출시간이 빠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가스 배출이 5

시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44, p=.155).

  제2가설인 자궁절제술 환자의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은 군은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받지 않은 군보다 배변시

간이 빠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배변이 7.4시간 빠

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134, p=.262).

  

  마취 종료 후 30분경과 시점의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이 가스배출과 배변시

간에 미치는 향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마취 종료 직후 마취제의 잔여 효과의 향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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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실험 처치량의 적음으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추측되어진다. 그러므로 처치시

간과 지압시기를 달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의 처치량을 25분으로 하여 장운동 촉진에 효과적  

    인지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T침이나 압봉 등의 대체 기구를 이용한 방법과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의 효과  

    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마취제의 향을 받지 않는 수술 전에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을 시행하여  

    장운동에 효과를 미치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삼음교(三陰交, SP-6) 경혈 점 외에 합곡이 장운동에 효과를 미치는지 비교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5)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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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삼음교 지압 효과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회복실 간호사입니다. 본인은 회복실

에서 자궁절제술 후 환자분의 회복과 안위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자궁절제술 후 장운동 촉진과 금식가간의 단축으로 보다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연구에서 경락학설을 이용한 삼음교 경혈점의 지압이 수술 후 가스 

배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삼음교 지압 방법을 

적용하여 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자궁절제술 후 환

자들의 회복 간호에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시기를 동의하신다면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

이 보장됨을 약속해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과정중에 탈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도드

리겠습니다. 

2004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김혜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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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항 및 장운동관련 특성과 장운동 측정 】

No.     이름 : 진찰번호:    수술일자:

* 다음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십시오.

1. 연령 만 (      )세,          키:.................cm        입원시 체중:..................kg 

2. 학력 : 초........ 중........  고........  대........  대학원........

3. G...............  P...............     

4. 과거 분만형태 : 질분만........회  제왕절개........회

* 다음의 장운동 관련 특성에 대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십시오.

5. 복부수술경력 있음........ 없음........  

6. 질병 발견 후 몇 달이 경과되었습니까? ........................

7. 평소 운동 횟수

․횟수 - 매일........  4-5회/주........    2-3회/주........    1회/주........   전혀안함........

8. 평소 배변 횟수

 ․횟  수 - 1회/1-2일........    1회/3-4일........    1회/주........     1회/10일........

9. 치질이 있습니까? 

 전혀 없음........  과거치료 받음........  현재 약간 불편함........  현재 고통스러움........

10. 진단명: ....................................             수술명..........................................................

11. 수술 총 소요시간 ........시간 ........분........

12. 수술 기록상 장유착 : 없음........ 중간임........ 심함........

13. 마취총소요시간 ........시간 ........분       

14. 마취 기록상 수술 중 사용한 마취 약제에 V표 하시오.              

pento pofol fentanly esmeron veroni N2O enfluran

isofluran sevofluran pygmine stigmine atropine tarasyn robi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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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술 후 최토제 mecperan 투여 횟수를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안했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 

16. 수술 후 근육성 진통제tarasyn 투여 횟수를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안했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17.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demerol 투여 횟수를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안했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18. PCA 유형: IV........ Epidural........ 안했음........  

19. PCA 총투여시간 ........시간 

20. PCA에 사용된 약제를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fentanly tarasyn morphine bupivacaine lidocaine ropivacaine

21. 조기 수분 섭취 여부:  안했음 ........  했음 ........

22. 마취 종료 시간: ........ 월 ........ 일 ........ 시

23. 자궁절제술 후 첫 가스 배출 시간: ........ 월 ........ 일 ........ 시

24. 자궁절제술 후 첫 배변 배출 시간: ........ 월 ........ 일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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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처치 방법

1. 환자의 손가락 4개의 폭 측정              2. 안쪽 복숭아뼈 정점 확인

3. 삼음교 위치 확인                          4. 삼음교 위치 표시

5. 전자 침으로 삼음교 위치 확인               6. 삼음교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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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삼음교(三陰交, SP-6) 지점

                   삼음교(三陰交, SP-6) 부위  

 

             삼음교(三陰交, SP-6) 지압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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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P6 acupressure on gas passing 

and defecation after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Kim, hye 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P6 acupressure 

after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he study is constructed by a posttest 

design with a nonequivalent group.  The result is quantified by the time 

elapsed until the first gas passing and defecation.  

  The object of the study is a total of 66 patients who had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including salpingo oophorectomy in the hospital attached to Y 

University in Seoul, Korea during January 25th 2004 ~ May 31st 2004. We 

obtained the patients' prior consents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on one 

day before the operation.  They were classifi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32 persons) and a control group (34 persons) on the date of operation.  

The SP6 acupressure is standardized vi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training, validity test and feasibility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SP6 acupressure for 10minutes and contemporary nursing at the 

point of 30 minutes after the end of anesthesia. The control group 

received only contemporary nursing. We measured  the elapsed time until 

the first gas passing and defecation for both group in the ward. 

  We used SPSS 11.0 for statistical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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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for the homogeneity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was done by x2 test and t-test.  We adopted t-test to compare elapsed 

time for the first gas passing and the first defecation to quantify the 

potential effect of SP6 acupressure.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found homogenous as both 

group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regarding intestinal movement.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patients who received SP6 acupressure at 

the point of 30 minutes after the end of anesthesia would be quicker in 

the first gas passing relative to those who did not was rejected.  Although 

the control group's first gas passing was 5 hours earlier that the control 

group,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44, p=.155)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patients who received SP6 acupressure 

at the point of 30 minutes after the end of anesthesia would be quicker in 

their first defecation relative to those who did not was also rejected.  

Although the control group's first defecation was 7.4 hours earlier that the 

control group,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134, p=.262) 

  In conclusion, SP6 acupressure at the point of 30 minutes after 

awakening from anesthesia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gas passing and defecation. We think additional experiments that alter the 

duration of treatment and the timing of acupressure are required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SP6 acupressure, time elapsed until the first gas passing, time 

elapsed until the first defecation,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