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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초산부에서 삼음교(三陰交) 지압이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이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의 안위와 태아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로 삼음교 지압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임상 실험 설계이다.  

연구대상자는 대조군 72 명, 실험군 12 명으로 총 84 명이었으며 대조군은 후 

향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2001 년 1 월부터 2002 년 9 월까지 서울시내 소재 

Y 대학 부속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부이었고 실험군은 2002 년 10 월 7 일부터 

12 월 15일까지 동병원에 입원한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의해 추출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질문지와 의무기록지를 이용하였고 

자궁경관 개대와 소실, 태아하강 정도는 의사의 질검진을 이용 하였으며 자궁 

수축 빈도는 외부 자궁수축 계측기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잠재기 소요시간은 

잠재기 끝 시점에서 잠재기 시작 시점으로부터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처치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디자인한 후 삼음교 연구 모임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된 삼음교 지압을 적용하였으며 방법은 실험군 대상자의 

잠재기 시작 시점에서 10 분간 처치, 10 분간 휴식, 10 분간 처치하여 30 분간 

총 20분의 지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0.0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두 군의 일반 

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잠재기 시작시점의 동질성 검증은 X2-test 와 t-test 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위한 두군의 잠재기 소요시간 차이비교는 t-test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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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질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서 임신횟수와 유산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두 집단의 잠재기 시작 시점에서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은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대조군이 평균 396.74±203.92 분, 실 

험군이 평균 342.50±146.76 분으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54.24± 57.16 분 

짧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삼음교 지압이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의 소요시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값이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실제 측정값의 차이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54.24 분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초산부의 평균 잠재기 소요시간 

이 평균 8시간 정도임을 고려할 때 11.3%에 해당되는 상당한 기간의 단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며  그 효과를 정확히 규명하여 유용성을 지지받을 수 있는 간호중재 

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이용한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 

하겠다. 

 

핵심되는 말 : 삼음교 지압, 분만 잠재기, 잠재기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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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만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주관을 포함하여 다양 한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기쁨과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분만이 여성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생산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작(onset), 과정(during of labor), 

결과(outcome)라는 세가지 요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 분만 

이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시작되었는가, 분만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가, 태어 

난 신생아가 건강한가 등의 분만과 관련된 모든 조건의 만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의 관리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의 접근이 시도 

되고 있으며 그것은 산전관리에서 시작하여 그 제공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분만실에서의 관리는 진통과 관련된 분만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부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분만통증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김현경,1995; 정은순, 여정희, 1998, 

2000,2002; 신혜숙,2000). 그러나 이러한 관리에 있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시각이 분만과정의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질적 접근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그것 

만큼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양적 문제, 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관리에 대하 

여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초산부인 경우 평균 분만소요시간은 12~13시간 정도이며 그 중 잠재기 (latent 

phase)가 차지하고 있는 시간은 전체 소요시간의 2/3를 차지하는 평균 7~8시간 

이다(Friedman,1954;서경진,1983). 그러나 잠재기 자체의 강도나 속도의 느슨함 

으로 인해 대부분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는 활성기(active phase)에 

집중되어 있고 잠재기는 적극적 중재나 처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Peter, 

Valerie,1990) 산부들은 지루한 잠재기 과정동안 에너지가 소모되고 고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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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하고 지치게 된다 (William, Edward,1982;Peter, Valerie,1990; Milligan, 

Pugh,1995; Lauren, Betty,1996). 그리고 이것은 본 연구자의 임상경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잠재기의 산부들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통증 강도 

는 활성기에 비해 약하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한 통증이며 분만실이라는 환경에 대한 적응,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잠재 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긴장 하게 되고 결국 지치게 되어 정작 활성 

기에 들어가서는 대처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기의 양적 연장은 진통 중에 있는 산부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위협이 되어(Lauren,1996) 통증을 다스리는 능력을 방해하고 역으로 자 

궁수축 능력을 저하시켜 잠재기 연장의 악순환을 가져오며 결국 태아의 안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주,1985; Fox, 1979; Lederman,et al,1978, 

1985 ; Lederman, et al,1981).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잠재기에 대한 의학적 관리로는 약물이나 인공 양막파열 

등의 방법으로 분만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잠재기가 지연될 경우 진정제 등을 투 

여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궁경관의 

성숙정도에 따라 제약이 있고 또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이나 감염, 의원성 

지연 잠재기 (iatrogenic prolonged latent phase) 등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한계가 있다(Friedman,1978; William , Edward,1982; Peter, Valerie, 1990; 

Cunningham,et al,2001). 또한 호흡, 이완, 명상법 이나 일대일 간호지지, 접촉, 

마사지 등의 간호 중재 방법(안황란,1984; 안현숙,1988;  박정미 등,1992; 김정애, 

이미라,1993; 조영숙,1994; 김순애,1996;  김은성,1999; 최연순 등,1999; 허명행, 

2001)도 산부의 통증대처와 자가조절을 돕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에 따른 피 

로와 소모감이 증가되어 효과가 감소된다 (Linda et al,1998; Pugh,1999).  

따라서 분만과정 중 가장 지루하고 소모적인 시기이지만 그 접근에 있어서 민 

감하여 현실적으로는 소외되어 있는 잠재기, 특히 그 양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시기 산부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관리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며 

이것이 약물 의존적인 접근에 있어 제한점과 위험가능성이 있고 또 비약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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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도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해 

주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고 본다.  

최근 들어 건강의 유지 증진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완, 대체 요 

법에 대한 일반인과 환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손행미,2001) 이와 함께 

산과학에서도 서양의학 대신 동양의학의 접근이 조심스레 이루어지고 있고 간호 

학 영역에서도 간호중재로서 보완요법의 가치를 인정하고(Synder&Lindquist,  

1998)적용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Konfeld,1995; Norred, Zamudio & Palmer, 

2000).  

이 중 진통 중의 산부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보완 요법으로 동양의학의 치료 

수단인 침술과 지압을 임산부에게 활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김영란, 

1999: 김상우,1999:구태회,2001) 연구 결과 각각의 방법들이 진통감소와 분만 시 

간 단축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여기서 연구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이들 방법이 진통의 감소 뿐 아니라 시간의 단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연구 시점이 활성기에 집중되어 있어 잠재기 산부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같은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 분만통증의 감소뿐 아니라 분만잠재기 소요시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다면 잠재기의 양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부와 태아의 안녕을 도모 

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를 중 

요시하는 현대 의료환경 내에서도 그 유용성을 지지받을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본다.  

이에 연구자는 삼음교 지압을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소 

요시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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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삼음교 지압을 분만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에게 적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분만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삼음교 지압의 유용성을 검정해 보기 위함이다. 

  

 

3. 연구가설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은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분만 잠재기 (latent phase of labor) 

 

잠재기(latent phase)는 분만과정을 크게 3기로 분류하였을 때 분만 제1기 중 

활성기(active phase)에 선행되어 나타나는 시기로서 잠재기의 시작은 산부가 

규칙적인 자궁수축을 인지한 진통 시작 시점부터 자궁경관 개대가 3cm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이시기에는 경관 개대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경관은 부드 

러워지고 성숙되며 변화 곡선은 거의 완만하다. 또한 자궁 수축은 약하고 짧게 

지속되며 조직화되고 자궁경관이 활성기의 빠른 변화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기이다(Friedman,1983; Cunningham, et al,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잠재기는 그 시작 시점이 산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이고 

일정치 않음을 고려하여, 규칙적 자궁수축을 느껴 분만실에 방문한 산부의 질 

검진상 자궁경관 개대 1cm 된 시점부터 3cm까지 기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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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음교 지압 (三陰交 指壓) 

 

삼음교(三陰交)는 다리의 안쪽 복사뼈에서 3촌(寸) 위 경골 후연(後緣) 오목한 

부위를 말하며(김영진,2001) 지압(指壓)은 한의학의 경락(經絡)을 기초로 한 

수기요법의 한가지로 손가락을 주로 이용하여 기혈(氣穴)의 통로인 경락에 분포 

하는 반응점인 경혈(經穴)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극함으로써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하는 방법이다(고광석,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삼음교 지압은 자궁수축이 있는 잠재기 시작시점 (자궁 

경관 개대 1cm)에서 삼음교 지압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시술자의 엄지 손가락을 

대상자의 양쪽 삼음교 자리에 올려놓고 대상자와 시술자가 함께 편한 호흡을 

유지하며 8초 지압하고 2초 휴식하는 cycle로 10분간 지압, 10분간 휴식, 다시 

10분간 지압하여 총 30분 동안 20분의 지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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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분만 잠재기 

 

1) 잠재기(Latent phase) 

 

분만과정은 임상적 편의를 위해 3기로 구분된다. 분만 제 1기는 자궁수축의 

강도(intensity) 및 지속시간(duration)이 충분히 이루어져 자궁경관의 소실 

(effacement)과 점진적인 자궁경관 개대(dilatation)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즉 

분만 제1기의 끝은 태아머리가 자궁경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10cm)될 때까지로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기”라 부른다. 분만 제2기는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부터 태아분만까지로서 “태아 만출기”라 한다. 분만 제3기 

는 태아분만 직후부터 태반과 태아막의 분만이 끝나는 “태반분리기와 만출기”라 

부른다.  

다시 분만 제1기는 잠재기(latent phase)와 활성기(active phase)로 구분 되어 

지며 그 중 잠재기는 진통의 시작 시점부터 자궁경관 개대가 3cm되는 시점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자궁경관의 변화 곡선은 거의 편평하지만 자궁 수축이 조 

직화되고 자궁경관이 활성기의 빠른 변화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기이다 

(Friedman,1983). 이에 대하여 Cunningham등(2001)은 엄밀한 의미의 진통 

이란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을 가져 올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자궁수축이 

어야 하며 잠재기의 시작은 산부가 규칙적 자궁수축을 인지한 시점이라고 정의 

하였다.  

여기서 분만 제1기의 진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궁의 수축력 

이다. 이 힘에 의해 태아막을 통해 정수압이 자궁경관과 자궁 협부에 가해지며 

힘의 작용 결과로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진다 (대한산부인과학회, 

1997). 그러나 Friedman(1978)은 진통평가에 대해 “자궁 수축의 강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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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빈도만으로는 진통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평가할 수 없으 

며 자궁경관 개대 및 태아하강으로 분만의 임상적 진행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Cunningham, et al(1997)도 분만진행정도를 사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자궁경관의 개대와 태아 하강 정도만이 임상적으로 사정 가능한 유용한 지표라 

고 하였다. 

잠재기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Hendrics등(1970)은 분만 

과정을 “labor”와 “prelabor”의 개념으로 나누고 잠재기는 prelabor의 단계로서 

인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O’Driscall등(1969)은 Labor라는 

개념이 자궁경관의 개대에 있어 진행의 관찰이 가능할 때에만 진단되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잠재기는 분만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tudd J등(1975)은 잠재기는 비정상 진통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Lauren & Betty(1996)는 진통 과정의 효율성 (efficiency)과 산과적 

결과(obstetric outcome)를 위해 중요한 공헌 인자라고 하였다. 

잠재기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Friedman 

(1978)에 의하면 초산부에게는 평균 8시간 정도이며 서경진(1983)에 의하면 

진통 시작 시 자궁경관 개대가 0.9cm이하일 때 초산부에서 7.66시간, 자궁 

경관 개대 2cm이상일 때는 2.41시간의 시간 단축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잠재기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진통 시작 시 자궁 경관의 상태 

이다. 즉 자궁경관의 소실, 개대 정도에 따라 잠재기의 기간이 좌우되며 이것은 

잠재기의 진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Cunningham, et al,2001). 

그리고 잠재기는 과도 용량의 진정제나 마약성 진통제 투여, 마취 유도 등의 

외적 요인에 민감하며 오히려 산부의 나이나 태아의 크기, 산과적 이상 등의 

내적 요인에는 적게 영향을 받는다(Friedman,1978). 

잠재기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지연성 잠재기(prolonged latent 

phase)이다. 일반적으로 지연성 잠재기의 정의는 인식된 규칙적인 자궁 수축의 

시작 시점부터 활성기 경관 개대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초산부일 

경우 20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경산부일 경우 14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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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Friedman,1978). Friedman(1978)은 초산부의 2.3%, 경산부의 0.44% 

에서 지연성 잠재기를 보고하였으며 Hill(1983)은 지연성 잠재기로 인해 경산부 

의 반 이상과 초산부의 30% 이상이 dysfunctional labor로 간다고 하였다. 지연 

성 잠재기는 진통 중에 있는 산부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위협이 되므로 

(Lauren,1996)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Cunningham, et al,2001). 

또한 잠재기의 산부들은 지연성 잠재기로 가지 않는다 해도 잠재기 과정 동안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과 분만실이라는 환경에 대한 적응,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잠재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긴장 하게 되고(문영숙,1979; 

송미승,1992) 지루한 잠재기 기간동안 에너지가 소모되고 고갈되어 피로하고 

지친다(William, Edward,1982; Peter, Valerie,1990; Pugh, Millgam,1993,1995; 

Milligan,Pugh,1995; Lauren, Betty,1996; Pugh et al,1998). 이것은 통증을 

다스리는 능력을 방해하여 역으로 자궁수축 능력을 저하시키고 (Lederman et al 

,1978) 잠재기의 소요시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태아의 안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주,1985; Fox,1979; Lederman ,et al,1981; 

Lederman, et al 1985).  

 

이렇듯 위의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잠재기는 효율적 분만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생리적인 과정이지만 평균7~8시간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기간동안   

산부는 불안과 통증과 긴장으로 피로하고 지치게 되고 이것은 잠재기의 양적 

연장을 가져와 결국 산부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소진과 함께 태아의 안녕 

상태에까지 위협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잠재기는 분만 과정 중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며 특히 잠재기의 

양적 문제는 산부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지연성 

잠재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잠재기 진행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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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기 관리 

 

현재까지 잠재기 관리의 접근은 정상 잠재기보다는 지연성 잠재기(prolonged 

latent phase)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치료적 휴식(Therapeutic rest)이다. 치료적 휴식에는 약물적 휴식과 

대체요법을 이용한 휴식이 있는데 모두 심리적, 신체적으로 피로하고 지친 산부 

를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약물적 휴식은 15~20mg의 morphine을 이용 

하여 6~10시간의 신체적 이완을 유도함으로 휴식 후의 효과적 자궁수축을 기 

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군에서 85%가 비정상 진통 패턴 없이 

활성기로 들어갔다고 한다(Lauren ,Betty,1996). 그러나 이시기 마취성 진통제 

의 사용은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활성기에 들어 

가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성 양막염이나 임신성 

고혈압, 분만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등의 사용에는 금기이다 (Cunningham,  

et al,2001). 다음으로 대체요법을 이용한 휴식은 수액공급(hydration), 활보 

(walking), 이완(relax), 마사지(massage), 목욕(bath)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 또한 산부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진통 

과정을 기대하려는 의도이다(William, Edward ,1982; Lauren, Betty CH,1996). 

둘째는 진통과정을 자극(stimulation) 또는 유도(induction)하는 것이다. 이 방 

법도 치료적 휴식과 마찬가지로 지연성 잠재기에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에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먼저 약물을 통한 자극이다. 약물로는 주로 

Oxytocin과 Prostaglandin E2를 사용한다. Oxytocin은 약물 시작 3시간 안에 

대부분의 산부들을 활성기로 유도한다. 그러나 산부가 오랜 시간 진행없는 무의 

미한 자궁수축으로 지치고 좌절되어 있을 때에는 효과가 없으며 실제로 가진통 

에 있는 산부의 10%가 때때로 이상적인 환경조건 이하에서 진통이 유도되기도 

한다. Oxytocin주입은 투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주입기(infusion pump) 

를 사용하여 정확한 용량이 투여되어야 하며 초기의 용량은 적게 시작해서 

차츰 용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oxytocin이 허용되지 않는 아두골반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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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이나 선진부의 문제, 다른 조건 등 oxytocin사용이 금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William, Edward,1982). 

Prostaglandin E2는 자궁경관조직에 작용하여 교원섬유속 분해와 점막하 

수분함유를 증가시킴으로 자궁경관을 숙화시킨다(대한산부인과학회,1997). 

Brindley & Sokol(1988)은 Prostaglandin E2는 자궁경관의 숙화과정에서 진통 

을 개시할 수 있고 저용량의 사용으로 진통을 유도시킬 수 있으며 지연분만의 

빈도가 감소되고 oxytocin사용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Prosta- 

glandin E2의 사용은 자궁경관의 Bishop점수가 4이하인 불량경관에서 적응 

증이 되며 5~7의 점수에서는 오히려 oxytocin 자극을 불필요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Rayburn,1994) 자궁 과자극과 태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후 30분~2시간 동안 세심하게 자궁의 기능과 태아 심박동수를 관찰해야 한다 

(Bernstein,1991; Miller et al,1991). 또한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며 녹내장이나 심한 간질화, 신부전, 기관지천식이 있는 환자에서 

는 투약을 삼가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1997). 

진통과정을 자극(stimulation) 또는 유도(induction)하는 접근으로의 두 번째 

방법은 약물이 아닌 주로 자연스러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에게 적용하는 방법 

으로서 관장(enema)이나 피마자유(caster oil)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관장이나 

피마자유의 사용은 설사나 복통 등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공양막 파열(Amniotomy)이다. 이 방법은 자궁경관 성숙 

(ripe)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산부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급속분만의 위험성이 있고 불필요한 수술의 가 

능성도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제대탈출(cord prolapse)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양막파열 시술 전후에는 반드시 태아 심박동수를 점검해야 

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1997). 이 방법은 자궁경부가 시간당 1cm이상 열리지 

않을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자궁경관 개대 3cm이전 까지는 사용 

하지 말라는 CNAP (Contemporary North American Practice)의 권고사항도 

있다.(Peter,Valerie, 1990: Lauren, Bett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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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주로 분만과정 동안 통증의 대처와 자기조절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호흡, 이완, 명상, 접촉, 마사지, 보호자지지, 듈라지지 일대일 간호지지 등이 

있다. 이것은 주로 간호학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지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안황란,1984; 안현숙,1988;  박정미 등,1992; 김정애, 

이미라,1993;조영숙,1994; 김순애,1996; 김은성,1999; 최연순 등,1999; 허명행, 

2001).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 

제 진통과정 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Bernat et al,1992; 김영란 

등,2001)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중재조차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산모 

뿐 아니라 간호제공자에게도 피로와 소모감이 증가되어 효과가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Linda et al,1998; Pugh,1999).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잠재기 관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견하였다. 

첫째, 접근에 있어 그 처치나 중재 시기의 적절성에 제한점이 많다는 것이다. 

처치로 인한 부작용 특히,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 이나 의원성 지연잠재기 

(iatrogenic latent phase)의 위험성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산부는 잠재기 처치로 인한 부작용과 

그 부작용의 위험성으로 인한 의료진의 소극적 처치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소외 

되어진다.  

둘째, 현재 잠재기 관리의 접근은 의학적 측면에서는 시간 단축에, 간호학적 

측면에서는 통증, 불안, 대처능력의 조절 등에 그 관심이 분리되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기는 그 특성상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호흡, 이완, 명상, 지지 중재들의 적용에 대한 

선행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기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Linda et al,1998; Pugh,1999). 하지만 이것은 중재방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잠재기의 긴 과정 속에서 지치고 피로함으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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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증이나 대처능력 조절의 접근 뿐 아니라 그 소요시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간호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중재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더불어 

기존의 약물 의존적인 방법이 그 접근에 있어 제한점이 있고 또 비약물적인 

중재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해주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도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약물적 보완요법으로 현재 산과학에서도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고 

간호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동양적, 한의학적 접근법 중, 한의학 

에서 임부의 자궁수축을 촉진시켜 난산, 최산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삼음교 혈 

(한약학연구회,1996)의 자극에 대하여 잠재기 산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 

중재로서 어떠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적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삼음교 지압 

 

1) 경락(經絡)과 경혈(經穴) 

 

먼저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가 난해함으로 문헌의 내용을 고찰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삼음교 연구 모임에 참여했을 때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경락(經絡)은 몸을 지지하는  

기(氣)의 통로이며 경혈(經穴)은 몸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창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설명되는 문헌 고찰의 어떤 내용보다도 경락과 경혈을 잘 표현 

하는 말임과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한의학적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경락(經絡)이란 인체에 흐르는 기혈의 흐름에 따르는 경수(經髓)의 선(線)이 

라고 보는데 이는 서양의학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선이다(한세영,1997).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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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서는 벌써 2천년 전부터 내장장기와 경맥(經脈)에 일정한 연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5장(臟) 6부(腑)에 해당하는 그 반응 계통이 종횡으로 그물처럼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계통을 경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경락선 

에서 반응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지점을 수혈이라 하는데 이들은 경수의 

흐름을 조절한다(조연철,1993). 경락의 경(經)은 원줄기로서 곧게 가는 맥(脈) 

이며 낙(絡)은 갈라진 곁가지 맥으로서 그물과 같이 맥 사이를 서로 연락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한세영,1997). 그리고 대체로 경맥은 심층에 있고 낙맥은 얕 

은 표면에 있다(신천호,1990).  

경락은 인체의 기혈 순환의 통로로서 전신으로 기혈을 나르며 장부지절(臟賦 

肢節)을 연결하고 상하내외(上下內外)를 소통시키며(신천호,1990) 생명 현상을 

영위시키는 수송체계이자 침(鍼)자극이 전도되는 길이며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이 

발현되는 길이다(동서간호연구소,2000). 다시 말해 경락은 기혈을 운행하며 

음양(陰陽)을 조절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생리, 병리 진단 뿐 아니라 모든 병적 

관계까지 처리하며 경락선에 붙어있는 경혈은 그 점의 자극으로 인해 경수를 

조절하여 부조화된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조연철,1993).  

경락의 생리작용을 살펴보면 12경맥, 15낙맥, 13경별, 기경8맥, 경근 등은 

모두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 안으로는 오장육부, 밖으로는 사지 백해, 근, 골, 

피부, 근육, 귀, 눈, 입, 코, 형 등의 생체 각부분 그리고 장과 장, 장과 부, 장과 

5관, 사지와 구간 사이에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하나의 통일적인 생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락의 병리적 작용은 외사(外邪)가 인체에 침습할 때에 만일 경락의 

기가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여 외감에 속하는 모든 질병을 제때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경락의 통로를 통하여 표로부터 이에 미치고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러나 병의 원인이 내에 속하든 외에 속하든 병정이 허에 속하든 

실에 속하든 경락에는 각각 그 계통의 병후가 반영되어 나오며 이것을 경락의 

병리작용이라 한다(한약학연구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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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맥은 모두 경락계통의 주체로서 6장6부에 각각 한 쌍씩 연계되고 전신에 

순행된다. 여기서 부에 속하는 것은 양경(陽經)이고 장에 속하는 것은 음경 

(陰經)이고 손으로 가는 것은 수경(手經)이고 발로 가는 것은 족경(足經)이 된다. 

양경과 음경은 음양배합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부사이에서 음경은 장에 속 

해서 부에 연락되고 양경은 부에 속해서 장에 연락되었다. 음기가 처음 발생된 

것은 소음이라 하고 한창 왕성한 것은 태음이라하며 소멸되어 가는 것은 절음, 

양기가 처음 발생된 것은 소양, 한창 왕성한 것은 태양, 극도로 왕성한 것은 

양명이라 하며 이러한 3음 3양을 합해서 6기라 부른다(조연철,1993).  

이 중 자궁과 연관된 경맥을 살펴보면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과 족궐음간경 

(足厥陰肝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이 있다. 족태음비경은 혈액의 흐름을 관 

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엄지발가락부터 내장까지 연결되어 생식기, 소화기와 

연관되어 있고 족소음신경은 생식기를 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생식기, 비뇨 

기를 돌아 간과 폐에 이르고 심장으로 흐르는 복잡한 흐름의 경락이다. 족궐음 

간경은 간장과 췌장을 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생식기를 돌아 간과 담에 

이르고 머리 뒷통수와 얼굴에 다다른다(김대홍,2000). 그리고 이러한 세개의 

경맥이 교차하는 지점이 삼음교(三陰交)이며(김현제등,1991) 난산(難産)시 삼음 

교혈의 자극은 진통촉진에 효과가 있다(한약학연구회,1996). 

경혈의 표기는 동양의학에서와 자연의 이치에 따른 366혈이 활용되며 그 경 

혈을 표기하는데 1치(치)를 이용하며 1치란 중지의 중간마디의 길이로서 그 

반을 푼이라고 한다. 1치는 1.5,cm으로 계산된다(조연철,1993). 혈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는 침, 뜸, 지압 등이 있으며 바늘로 자극하여 경락기능의 반사적 교정 

법을 쓰기도 하고 뜸 같은 열 자극으로 고질화된 냉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으며 

따듯한 손길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 경직된 신경들을 매만져 회복시키는 맨손 

요법 같은 기술이 있다(정숙,2001).  

경혈자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혈의 지압을 통하여 체표에 지속적인 압 

력을 가했다가 떼어줌으로 혈액과 임파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 

하게 하고 일정한 체표에 적당히 경혈을 따라 압박을 가하면 감각신경은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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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순응해서 인체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한 내장기능의 반사점을 하나로 

체표에 나타나는 경혈을 자극함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고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며(임기택,1998) 전반적인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신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조장하여 이상 증상을 해소시켜준다 (김대홍,1997). 

이러한 경혈요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침술, 지압, 마사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증완화(hinze,1988; 전점이,2001), 심폐기능 향상(조연철,1993), 

혈압하강효과(채정숙,1999), 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 향상(최선임,2000), 변비 

완화(김윤경,2002), 오심구토 완화(신미숙,2002), 등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그 효 

과가 검증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산과학에서도 동양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경통 완화(Beal,1998; 백환금,1999), 

임신으로 인한 오심구토 완화(Norheim,2001), 분만 시 진통 완화 및 분만 소요 

시간단축(박정미등,1992; 김상우,1999; 김영란,1999; 김영란 등,2001; 구태회, 

2001), 산후통 완화(Beal,1998; 김경미,2002)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경혈 자극이 통증완화, 심폐기능향상, 혈압하강, 

변비완화, 오심구토완화, 월경통완화, 분만진통완화, 분만소요시간 단축, 산후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침술이나 뜸, 지압, 마사지 등을 통한 

경혈 자극은 신체 해당부위에 반응하여 그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자궁과 연관된 족태음비경, 족궐음간경, 족소음신경의 세 경맥이 교차하는 

지점인 삼음교 혈의 자극이 분만과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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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음교 (三陰交) 

 

다음은 경락과 경혈의 큰 맥 안에서의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음교에 대 

하여 살펴보겠다. 삼음교는 족태음비경에 속하는 경혈로서 족궐음간경과 족소음 

신경의 교회혈(交會穴)이다(김현제등,1991). 삼음교혈의 위치는 안쪽 복사뼈에서 

3촌(寸) 위 경골 후연 (後緣) 오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부학적 부위는 

경골 후방에서 비목 어근과 장지굴근 사이에 있고 경골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한상모 등,1993; 김영진,2001). 

족태음비경은 엄지발가락 끝[은백혈(隱白穴)]에서 일어나 발가락 안쪽 적백 

육제(赤白肉際)[대도(大都)]를 따라 내민 뼈 뒤[태백(太白)]를 지나 안쪽 복사뼈 

앞쪽[상구(商丘)]으로 해서 장딴지에 가고 정갱이뼈 안쪽 뒤를 따라 [삼음교 

(三陰交), 지기(地機)] 족궐음간경의 앞에서 교차되어 나와서 무릎과 허벅다리 

앞쪽[음릉천(陰陵泉)]으로 올라가[혈해(血海), 기문(箕門)] 곧게 배로 들어가서 

[충문(衝門), 부사(府舍), 복결(腹結), 대횡(大橫)] 비(脾)에 속하고 위(胃)를 얽고 

계속 횡경막을 뚫고 올라가[복애(腹哀), 식두(食竇), 천계(天溪), 흉향(胸鄕), 

주영(周榮), 대포(大包)] 인후(咽喉)를 따라 혀뿌리에 가서 분포되어 있다. 그 

가닥은 위에서 갈라져 횡경막을 뚫고 올라가 심장에 들어가서 수소음경맥 (手 

少陰經脈)과 연접되었다.  

족소음신경은 새끼 발가락 아래에서 일어나 발가운데 [용쳔(湧泉)]로 비스 

듬히 가서 연골아래[연곡(然谷)]로 나가서 안쪽 복사뼈의 뒤[태계(太溪)]를 따 

라 발꿈치 가운데[태종(太鐘)]로 갈라져 들어갔다가 [수천(水泉) 조해(照海)]. 

장딴지안[부류(復溜)]으로 올라가[교신(交信), 축빈 (築賓)]무릎, 오금안쪽 [음곡 

(陰谷)]으로 나와 허벅다리 안쪽 뒤 변두리로 올라가서 척주를 뚫고 신장에 속 

하고 방광을 얽었으며[횡골(橫骨), 기혈(氣穴), 사만(四滿), 중주(中注), 황유 

(肓兪)] 그 바로 가는 가닥은 신장으로부터 간과 횡경막을 뚫고 올라가 [상곡 

(商曲), 석관(石關), 음도(陰都), 통곡(通谷), 유문(幽門)] 폐에 들어갔다가 [보랑 

(步廊), 신봉(神封), 영허(靈墟), 욱중(彧中), 유부(兪府)] 기관을 따라 혀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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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그리고 한 가닥은 폐에서 나와 심장을 얽고 가슴쪽으로 쏠려 들어가 

수소음(手少陰)과 심포락(心包絡)에 연결되었다. 따라서 삼음교가 속해 있는 

족태음비경과 족소음신경은 생식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마지막으로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은 엄지발가락 털이 난 곳 [대돈(大敦)] 

에서 시작하여[행간(行間)] 발잔등 윗쪽[태충(太衝)]을 따라 올라가 안쪽 복사 

뼈 아래 1치[중봉(中封)]를 거쳐 안쪽 복사뼈에서 8치를 올라가서[중도(中都)] 

태음 경맥이 뒤로 교차되어 나와 무릎 오금안쪽[곡천(曲泉)]으로 올라가서 

허겁다리를 따라[음포(陰包), 오리(五里), 음령(陰廉)] 음모 있는 곳으로 들어가 

생식기를 둘러서 아랫배에 올라가 위를 까고 간에 속하고 담을 얽은 다음 

[장물(章門)] 횡경막을 뚫고 올라가[기문(期門)] 옆구리에 분포되고 기관의 뒤 

쪽을 따라서 올라가 턱을 지나 눈달린 줄에 연계되고 이마로 나와 정수리에서 

독맥과 연접되었다. 그 한가닥은 눈달린 줄로부터 뺨속으로 내려가 입술 안쪽을 

둘렀고 다른 한 가닥은 다시 갈라져서 횡경막을 뜷고 올라가 폐로 들어가서 

수태음폐경맥과 서로 연접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생식기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노윤혁,1991; 한약학 연구회, 1996). 

삼음교 혈과 자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체에서 생식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락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정리한 장개빈(張介賓)(1624)의 유경(類經)에는 

족궐음간경, 족소음신경, 족태음비경,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임맥(任脈), 독맥 

(督脈), 교맥(蕎脈), 충맥(衝脈) 등이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삼음교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위장계 질환으로는 복부창만, 식욕 

부진, 비위가 허약할 때 설사 등이 있으며 생식기 질환으로는 월경부족, 자궁 

출혈, 자궁복구부전 부인병, 음위, 월경폐지, 월경통, 월경불순, 고환염, 음경통, 

백대하 등이 있고 특히 임산부에게는 난산, 최산을 위한 지압점이며 비효과적인 

자궁수축으로 분만진행이 안될 때 이 부위를 지압하면 자궁수축이 순조롭게 

촉진된다고 하였다(한상모등,1993; 한약학연구회,1996; 김영진,2001; 정 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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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삼음교에 대한 실험 연구로는 adrenal gland 활성화(Chen,1992), 

항stress효과(조영철,1993),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분비 촉진 (Yang, 

1994), 골다공증 개선효과(김선희,1997), Hypothalamus -pituitary-ovary 축의 

기능부전의 정상화(Chen,1997), 난소를 절제한 흰쥐의 혈청 중 성호르몬 함량 

의 증가(양재하,1998), 경산모의 산후통 완화 효과(김경미,2002)의 등이 있으며 

특히 진통중인 산부에게 활용한 연구로는  Agneta(2002)의 분만동안의 침술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관개대 평균 3.5cm에서 삼음교를 포함한 11지점에 

침술 시행 시 이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진통완화나 소요시간 단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상우(1999)의 침혈전기자극이 초산부 분만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와 김영란(1999)의 삼음교 지압이 초산부의 분만통증과 

소요시간단축에 미치는 효과, 구태회(2001)의 한서생체자기경락요법이 초산부의 

분만시간과 제왕절개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등에서는  각각 자궁경관 

개대 4cm 이후와 2~3cm, 5~6cm, 9~10cm 일 때와  2~6cm일 때 삼음교 자 

극시  모두 분만진통완화와 분만소요시간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삼음교혈의 자극이 adrenal gland와 Hypothalamus -

pituitary-ovary 축을 활성화시키고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과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며 산부의 난산, 최산 시 비효과적인 자궁수축을 촉진 

시켜 자궁수축을 순조롭게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삼음교 

혈을 포함한 다발성 경혈 자극의 결과이어서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 인과 관계 

효과에 의문을 갖게 되며 또한 분만 중인 임부에 대한 연구도 그 시점이 활성 

기에 집중되어 있어 잠재기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삼음교와 생식기와의 관계, 특히 삼음교의 자극과 자궁수축의 촉진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만 잠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그 효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궁수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삼음교 혈을 단일 자극점으로 하여 연구를 시도함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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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압(肢壓) 

 

선행의 경락(經絡), 경혈(經穴), 삼음교(三陰交) 등의 고찰을 통하여 삼음교 혈 

의 자극이 진통중인 산부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지들은 충분히 발견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극하느냐는 것이다. 그 

리고 그 방법이 서양학문 의존적이고 비용효과를 중요시하는 현재의 의료환경 

내에서 얼마만큼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압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온 가장 기본적이며 원시적인 치료행위 

로서(조연철,1993) 손가락을 이용하여 혈에 압을 가하는 것이다(한세영,1997). 

경혈을 일정시간(3초 이상)으로 지압하면 그 압력은 상당히 멀리 전달되는데 

체표에 손가락을 대어 지압하면 그 부위의 정맥, 동맥 및 임파관이 압박되어 

상류쪽에 액체가 고이게 되고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면 충만해졌던 액체는 

일시에 하류로 흘러 들어감으로 혈액 및 임파액의 순환을 증가시키고 (조연철, 

1993) 최초의 혈류 속도보다 더 강한 기와 혈액을 보내어 혈전이나 노폐물을 

떨어뜨려 주며 혈액의 순환 및 기의 순환을 도와준다(윤대규,1998). 한의학 

에서는 약물을 쓰지 않고 경락학설을 이용하여 맨손으로 쇠약해진 세포에 활력 

을 넣어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력과 체력을 부활시키는 물리요법 

중의 하나로 지압법을 쓰고 있다 (김국한,1988: 안병욱,1990: 고광철,1993: 

아베도시오,1996).  

지압의 기능 및 효과는 경락상의 경혈과 반응점을 자극하여 경맥을 소통 

시키고 막힌 것을 열어 줌으로 인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리적, 화학적 반응 

을 일으켜 기의 균형을 이루며 신경계, 혈액계, 임파계, 내분비계, 조혈계, 면역 

계, 내장장기, 운동기 등에 작용하여 생리적 활성을 높이고 병리적 과정을 제지,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치료한다(신경림,1998; 김근하 등,2001). 또한 기혈 

운행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자체조정 능력을 개선하며 질병방지 및 질병 퇴치의 

기능을 작동시켜 혈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기능을 조절하며 엔돌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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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작용 및 관문통제에 의한 통증을 진정하는 작용을 하고 진통과 진정가능한 

물질을 산출하여 분만 시 분만통증을 조절하는 힘을 갖는다 (고광철, 1993).  

지압은 누르는 압도가 중요한데 경압(輕壓), 쾌압(快壓), 강압(强壓)의 3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경압은 가볍고 부드럽게 누르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편안 

하면서도 기분 좋은 느낌을 주며 주로 지압을 처음 받거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전에 또는 어린이나 노약자, 허약한 사람들에게 쓰인다. 다음으로 쾌압은 약간 

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상쾌한 감을 갖는 정도의 압을 말하며 지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압도이다. 이것은 치료면에서나 피로를 푸는데, 또 경혈 부위를 

누르는데 크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강압은 치료하는 사람의 체중과 

전신의 힘을 치료하는 손가락에 집중시켜 치료받는 사람이 못 견딜 정도의 범위 

까지 눌러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로 아픈 부위가 만성으로 인해 둔하거나 

체질상 실증인 사람, 지압을 오래 받은 사람들에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칫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긴 시간의 지속적인 강압은 

좋지 않다(한세영,1997).  

지압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수직압법과 지속압법, 정신집중압법 

이다. 먼저 수직압은 몸 표면을 향하여 수직으로 압을 넣는 것이고 안정 지속압 

법은 어느 정도 수직으로 압을 가하고 나서 그 힘을 늦추지 말고 집중하여 경압 

>쾌압 >강압의 순서로 일정시간(보통3-5초)을 유지한 후 서서히 힘을 늦추어 

압을 빼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집중압법은 안정지속압과 수직압을 가했더라도 

시술자와 피시술자와의 일치된 속에서 안정된 압으로 정성들여 누를 때에 정신 

을 집중하여 하는 것이다(박종관,1994). 

지압은 환자의 나이와 체질, 환부의 경증에 따라 압박의 강도, 시간, 적용 

횟수가 다르다. 보통자극은 2-4kg의 힘으로 지속시간은 3-5초, 자극 횟수는 

5-8회, 작은 부위의 치료는 3-5분, 큰 부위의 치료는 10-15분, 전신은 25-30 

분 정도이다(윤대규,1998: 김근하 등,2001). 또한 지압 시 치료 받는 사람은 

몸의 힘을 빼고 치료하는 사람의 손 감각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손으로 압도 

를 가해서 누를 때에 호흡을 입으로 길게 내뱉고 손가락을 땔 때에는 코로 살며 



 21

시 호흡을 들여 마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료자와 치료 받는 

자간의 상호 조화이다. 치료자는 정성껏 지압을 해서 낳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치료 받는 자는 이 치료자로부터 꼭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한세영,1997).  

지압의 장점은 침과 비교하여, 침은 경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정확히 

놓아야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압은 정확한 경혈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 부근만 

눌러주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 압이 전달되어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한세영, 

1997)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간편하고 보급하기 쉬우며 치료범위가 상당히 

넓으면서도 효과가 예상보다 높은 까닭에 훌륭한 대중적인 예방 및 치료 방법 

이다(신경림,1992; 김근하 등,2001). 

지압의 금기증은 급성 전염성 질환, 급성 화농성 질환, 활동성 결핵, 악성종양, 

다발성 골 외상, 개방성 외상, 전신화상, 전염성 피부질환, 신체에 금속물질을 

고정한 사람, 급성 심근염 및 심낭염, 뇌동맥경화와 출혈성 소인이 있는 심장병, 

고혈압 3기, 혈전성 정맥염, 심한 동맥경화, 뇌졸증 급성기, 수법 자극에 반응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상대적 금기증은 임신기, 급성 및 아급성 골반내 염증, 

질염, 자궁질부 미란 등이 있다(김근하 등,2001).시술을 금하는 곳은 늑골, 고환, 

남녀 생식기 등이다(고광철,1993,199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지압은 경혈과 그 반응점을 자극하여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함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기능을 조절하며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가 아니 

어도 그 기대 효과가 나타나며 한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한 교육으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용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임 

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압을 잠재기 초산부의 생식기 반응점인 삼음교혈에 적용한다면 그 

반응 기관인 자궁의 기능을 촉진시켜 잠재기 소요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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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며 임상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간호사에게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또 비용 효과면에서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이에 이상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에게 자궁수축과 연관 

이 있는 삼음교혈에 지압을 적용하여 잠재기 소요시간의 단축에 효과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지연성 잠재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잠재기 진행을 도와 산부와 

태아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간편하고 경제적인 간호중재로서 삼음 

교 지압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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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이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정하기 위한 임상 실험 연구로서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임상 

실험 설계이다. 

<표1> 연구설계  

 
 

사전조사 

(잠재기 시작) 

 

실험처치 

 

사후조사 

(잠재기 끝) 

 

대조군 

(n=72)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 

자궁경관 개대, 소실 

태아하강 

자궁수축빈도 

  

자궁경관 개대 

소요시간 

 

 

실험군 

(n=12)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 

자궁경관 개대, 소실 

태아하강 

자궁수축빈도 

 

삼음교 지압 

(30분 소요) 

 

자궁경관 개대 

소요시간 

 

 

* 잠재기 시작 – 자궁경관 개대 1cm시 

* 잠재기 끝   – 자궁경관 개대 3cm시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대조군은 후향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서울시내 소재 Y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 입원하여 

질식 분만한 초산부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72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24

1) 임신 37-42주의 초산부로서  

2) 산과력이나 과거력에 특이한 병력사항 없고 

3) 입원 시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고 

4) 입원 시 질 검진상 자궁경관 개대 1cm 이며 

5) 잠재기 진행 20시간 미만인 자 

 

또한 실험군은 2002년 10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같은 병원 분만실에 

입원한 산부 중 아래의 기준 하에 표출하여 총 12명의 대상자에게 실험하였다. 

1) 임신 37-42주의 초산부로서  

2) 산과력이나 과거력에 특이한 병력사항 없고 

3) 입원 시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고 

4) 입원 시 질 검진상 자궁경관 개대 1cm 이며 

5) 잠재기 진행 20시간 미만으로 

6)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초산부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사항 

기록지와 잠재기 시작을 평가하는 지표인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 하 

강, 자궁수축 빈도를 측정하는 잠재기 평가 기록지와 잠재기 소요시간 측정 기록 

지로 구성되어있다.  

각 기록지의 항목들은 본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항목 

들을 선정한 후 간호학 교수 2명과 산부인과 교수 1명의 검토를 거쳐 내용에 대 

한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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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일반사항 기록지는 잠재기 초산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적 특성은 대상자의 나이, 키, 임신 전 

체중, 현재 체중, 결혼유무, 직업의 유무 등 총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과 

적 특성은 임신 주수, 총임신 횟수, 유산횟수, 입원 시 양막파열 유무, 잠재기내 

자궁수축제 투여 유무 및 자궁수축제 종류, 진통제 투여 여부의 총 6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잠재기 평가  

 

잠재기 평가 기록지는 잠재기 시작을 평가하고 잠재기 시작 시 두 군의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궁경관 개대(dilatation), 자궁경관 소실 

(effacement), 태아하강(station), 자궁수축 빈도(frequency)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하강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하강의 측정은 의사의 질 검진을 

이용하였으며 자궁경관 개대는 cm, 소실은 %, 태아하강 정도는 숫자로 나타 

내었다.  
                                                                            

    ②  자궁수축 빈도                                                                             

자궁수축 빈도의 측정은 자궁근육 수축압력을 표시하는 외부 자궁수축 

계측기(COROMETRICS, Meridian800)를 이용하였으며 계측기 상에 나타난 

연속 3회의 자궁수축에 대하여 그 평균값을 빈도값으로 하였고 단위는 min 

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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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기 소요시간   

 

잠재기 소요시간에 대한 측정은 진통기록지에 기록된 의사의 질검진을 

이용한 자궁경관 개대 정도를 기준으로  잠재기 시작 시점인 자궁경관 개대 

1cm부터 잠재기 끝 시점인 자궁경관 개대 3cm까지의 기간을 측정한 후 분단위 

로 환산하였다.  

 

 

4. 처치도구 – 삼음교 지압 

 

1) 프로토콜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삼음교 지압 프로토콜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주 1회씩 3회의 삼음교 연구모 

임을 통하여 삼음교 지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 후 잠재기 시작 

시점부터 1시간 간격으로 3회, 1회에 10분씩 총30분의 지압을 시행하기 

로 하였다.   

②  개발된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명, 삼음교 연 

구 모임의 한의학 교수 1명, 수간호사 1명, 박사과정 연구자 2명의 검토를 

거쳐 3회의 분산된 처치를 잠재기 시작 시점에 집중하여 연속적으로 30분 

동안 1회 시행하기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③  그 후 기술적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선행의 연구자와 삼음교 연구 모임 

의 연구원을 통하여 지압 방법에 대한 학습, 토의 등을 거친 수기훈련을 

주 1회, 1시간씩 총 3회 받았다.   

④  수기훈련 후 도구의 민감성과 연구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집 

단과 유사한 3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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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비조사과정에서 연속적으로 30분간 지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어 연속 30분의 지압을 10분 지압, 10분 

휴식, 10분 지압으로 재 수정하였고 최종적 프로토콜이 완성되었다. 

 

  2) 프로토콜 내용 및 진행 과정 

 

① 대상자와 연구자의 신뢰감 및 안정감 형성을 위하여 처치 시행 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유도하였다.  

②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 처치는 연구자 혼자서 시행하였다.  

③ 연구대상자는 침상에 앙와위 자세로 편안하게 누운 후 호흡은 자궁수축 

의 유무에 상관없이 편안한 자기호흡을 유지하였다. 

④ 처치 시작 전에 대상자의 안쪽 복사뼈에서 3촌(寸) 위의 삼음교 부위를  

찾은 후 펜으로 위치를 표시하였다. 

⑤ 연구자는 대상자의 침상발치에 서서 양쪽 삼음교에 지압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연구자의 호흡은 대상자와 같은 호흡을 유지하였다.  

⑥ 처치는 잠재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양쪽 삼음교 부위를 연구 

자의 엄지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수직압으로 8초 동안 누르고 2초 동안 

쉬는 것을 반복하여 10초 cycle로 1회에 10분간 시행하였다.  

⑦ 전체 디자인은 10분간 지압하고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10분간 지압하여 

총 30분 동안 20분의 지압의 실시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자료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간호부장과 분만실 수간호사, 산부인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주치의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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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상자들은 입원 시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 

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였다. 

 

1) 대조군은 후향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질식 분만한 초산부 143명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먼저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중 연구 조건에 적합한 자 72명을 선택하였다. 그 후  

진통기록지를 통하여 잠재기 시작 시(자궁경관 개대 1cm시)의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하강, 자궁수축 빈도를 기록하였고 잠재기 끝(자궁경관 개대 

3cm 시) 시점에서 자궁경관 개대 1cm부터 3cm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2) 실험군은 2002년 10월 7일부터 12.15일까지 질식 분만을 위하여 분만실을 

방문한 초산부 중 연구 조건에 적합한 자를 선택하여 연구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시작하였다. 그 후 동의한 자 12명을 대상으로 일반 

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을 조사하고 삼음교 지압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잠재기 

시작 시점(자궁경관 개대 1cm시)에서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처치 전, 즉 잠재기 

시작 시점(자궁경관 개대 1cm시)에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하강, 

자궁수축 빈도를 측정하였고 잠재기 끝(자궁경관 개대 3cm 시) 시점에서 자궁 

경관 개대 1cm부터 3cm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그리고 잠재기 시작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X2 –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잠재기 소요시간의 차이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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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n=72)    실험군(n=12) 특성 구분 
실수(%)         실수(%) 

t or X2 p 

 
25세 이하 

 
9(12.5) 

 
0(0) 

26-30세 45(62.5) 9(75) 
31세 이상 18(25.0) 3(25) 

 
연령 

평균 ± 표준편차 28.68 ± 3.34 29.00 ± 2.13 

-.320 .750 

 
150-160cm 

 
30(41.7) 

 
9(75) 

161-170cm 40(55.5) 3(25) 

171cm이상 2(2.8) 0(0) 

 
키 

평균 ± 표준편차 162.17 ± 4.36 160.08 ± 3.18 

1.584 .117 

P < .05 

Ⅳ. 연 구 결 과 
 

 

1. 대조군과 실험군의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8세였으며 키는 평균 162cm 

이었고 임신전의 체중은 평균 51.58kg, 현재 체중은 평균 65.82kg으로 신체적 

으로 건강한 상태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2명(2.8%), 기혼이 70명(97.2%)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있었으며 직업은 주부가 40명(55.6%), 일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32명(44.4%)로 반반을 차지하였다.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이 29세였으며 키는 평균 160cm, 임신 전 

체중은 평균 49.01kg, 현재 체중은 평균 62.96kg으로 정상 범주에 해당되었고 

결혼 상태는 대상자 모두 기혼이었다. 또한 직업은 주부가 5명(41.7%), 일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7명(58.3%)로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이상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의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 

되어 진다<표2>.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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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n=84 

P < .05 

 

대조군의 산과적 특성을 살펴보면 임신 주수는 37주가 3명(4.2%), 38-39주가 

35명(48.6%), 40-42주가 34명(47.2%)로 평균 임신 주수는 39주였으며 대상자 

모두 정상 임신 주수에 해당 되었다. 총 임신횟수는 1회가 48명(66.7%)로 많았 

지만 2회 이상도 24명(33.3%)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임신횟수와 더불어 

유산횟수도 없는 경우가 48명(66.7%), 1회 이상이 284(33.3%)으로 임신횟수와 

유산횟수의 비율이 같았다. 입원 시 양막파열은 파열 안된 경우가 50명 (69.4%) 

이었고 파열된 경우가 22명(30.6%)이었다. 또한 자궁 수축을 돕기 위한 잠재기내 

자궁수축제 사용에 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22명(30.6%), Prostaglandin 

E2 질정을 사용한 경우가 19명(26.4%), Oxytocin 정맥 주사약을 사용한 경우가 

31명(43.1%)으로 69.5%에서 자궁수축제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기내 진 

통제는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군의 산과적 특성은 임신 주수는  37주가 1명(8.3%), 38-39주가 7명 

(58.4%), 40-42주가 4명(33.3%)로 평균 임신 주수는 39주였으며 총임신 횟수는 

 

대조군(n=72)    실험군(n=12) 특성 구분 

실수(%)        실수(%) 

 t or 2 p 

 
50kg이하 

 
33(45.8) 

 
8(66.7) 

51-60kg 35(58.6) 4(33.3) 
61kg이상 4(5.6) 0(0) 

 
임신전 
체중 

평균 ± 표준편차 51.58 ± 6.01 49.01 ± 3.37 

.989 .325 

 
50kg 이하 

 
1(1.4) 

 
0(0) 

51-60kg 15(2.08) 4(33.3) 
61-70kg 38(52.8) 8(66.7) 
71kg이상 18(25.0) 0(0) 

 
현재 
체중 

평균 ± 표준편차 65.82 ± 7.74 62.96 ± 5.48 

1.266 .244 

 

미혼 

 

2(2.8) 

 

0(0) 

 
결혼 
상태 기혼  70(97.2) 12(100) 

-.579 .564 

 
무 

 
40(55.6) 

 
5(41.7) 

 
직업 

유 32(44.4) 7(58.3) 
-.88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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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회였고 따라서 유산 횟수도 없었다. 입원시 양막파열은 파열 안된 경우가 

7명(58.3%), 파열된 경우가 5명(41.7%)이었고 잠재기내 자궁 수축제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명(8.3%), Prostaglandin E2질정을 사용한 경우 

가 6명(50.0%), Oxytocin 정맥 주사약을 사용한 경우가 5명(41.7%)으로 자궁 

수축제 사용 비율이 91.7%로 대조군 69.5%에 비해 약간 높았다. 또한 잠재기내 

진통제 사용 유무는 대상자중 1명(8.3%)만 진통제를 사용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산과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들이 있었다. 그것은 총 임신 횟수와 유산 횟수 인데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하고 두 집단은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표3>.    
 

<표3>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n=84 

 
대조군(n=72) 실험군(n=12) 특성 구분 
실수(%)       실수(%) 

t or X2 p 

 
37주 

 
3(4.2) 

 
1(8.3) 

38-39주 35(48.6) 7(58.4) 
40-42주 34(47.2) 4(33.3) 

 
임신  
주수 

평균 ± 표준편차 39.66 ± 1.07 39.39 ± 1.11 

.791 .431 

 
1회 

 
48(66.7) 

 
12(100) 

 
총임신  
횟수 2회 이상 24(33.3) 0(0) 

5.271 .000 

 
무 

 
48(66.7) 

 
12(100) 

 
유산  
횟수 1회 이상 24(33.3) 0(0) 

5.271 .000 

 
무 

 
50(69.4) 

 
7(58.3) 

 
입원시  
양막파열 유 22(30.6) 5(41.7) 

-.757 .452 

 
무 

 
22(30.6) 

 
1(8.3) 

Prostaglandin E2 19(26.4) 6(50.0) 

 
잠재기내  
자궁수축제
사용 Oxytocin 31(43.1) 5(41.7) 

-.805 .423 

 
무 

 
72(100) 

 
11(91.7) 

 
잠재기내  
진통제 사용 유 0(0) 1(8.3) 

-1.000 .339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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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집단의 잠재기 시작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잠재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처치가 시행되고 두 군의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처치 시작 전에 분만 진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지표들을 근거로 두집단 

간의 잠재기 시작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대조군의 잠재기 시작 시 자궁경관 개대 정도는 평균 1.0cm이었고 자궁경관 소 

실은 평균 60%였으며 태아하강 정도는 평균 -1이었고 자궁수축빈도는 평균 5분 

이었다. 실험군에서는 잠재기 시작 시 자궁경관 개대 정도는 평균 1.0cm이었고 

자궁경관 소실은 평균 59%이었으며 태아하강 정도는 –2이었고 자궁수축 빈도는 

평균 4분이었다.   

이상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잠재기 시작 특성은 자궁경관 개대 정도를 제외 

하고는 측정값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잠재기 시작 시점에서 두 집단은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진다<표4>. 
 

<표4> 두 집단의 잠재기 시작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n=84                

 
대조군(n=72) 

 
실험군(n=12) 

 
변수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t 

 
p 

1.0 1.0   자궁경관  개대 (cm) 

소실 (% ) 60.69 ± 10.25 59.17 ± 9.96 .480 .633 

태아하강  정도 -1.83 ± 1.17 -2.17 ± 0.94 .933 .354 

자궁수축  빈도 (min) 5.49 ± 2.17 4.67 ± 1.67 .330 .21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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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결과 

 

가설 :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은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각의 잠재기 시작 시점에서 잠재기 끝 

시점까지의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대조군은 평균 396.74분이 소요 

되었고 실험군은 평균 342.50분이 소요되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54.24분 더 

짧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은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표5>. 
 

<표5> 두 집단의 잠재기 소요시간 차이 비교                                  n=84                            

 
소요시간(평균 ± 표준편차) 구분 

대조군(n=72) 실험군(n=12) 
t p 

잠재기  
소요시간(min) 

396.74 ± 203.92 342.50 ± 146.76 .882 .38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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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이 분만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의 잠재기 소요시간에 미 

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삼음교 지압이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 

여는 대조군의 소요시간이 평균 396.74분, 실험군의 소요시간이 평균 342.50분 

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54.24분 더 짧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처치 시기와 처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처치시기에 관한 논의  

 

본 연구를 설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처치 시기의 적절성이었다. 그러나 

처치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잠재기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문제였다. 잠재기는 

본 연구의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삼음교 지압 후 소요시간으로 측정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론적 잠재 

기는 산부가 규칙적 자궁수축을 인지한 진통 시작 시점부터 자궁경관 개대가 

3cm되는 시점까지의 기간(Friedman,1983; Cunningham, et al,2001)으로 그 끝 

부분의 정의는 명확하지만 시작부분에 대한 정의는 다소 산부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서만은 처치를 위한 

잠재기를 정의하기 어려웠다. 또한 잠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차도 prelabor의 

단계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주장과(Hendrics, et al,1970) 분만과정에 

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 (O’Driscall ,et al,1969) 등 분만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으로 그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선행 연구가 없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또 

하나 의미를 둔 것이 Cunningham 등 (2001)이 분만진행정도(progress)를 평가 

하기 위한 지표로 제시한 자궁경관의 개대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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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잠재기의 범위는 자궁경관 개대 정도를 지표로 하여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어 분만실에 입원한 산부의 질 검진상 자궁경관 개대 

1cm 된 시점부터 개대 3cm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물론 잠재기의 평가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하고 외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가 많으며 특히 진통 시작 

시 자궁경관의 상태 즉 개대와 소실정도는 잠재기의 진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되므로(Cunningham, et al,2001) 자궁경관의 소실여부와 태아하강 정도 

도 평가 지표에 포함되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산과적 특성과 처치 직전 잠재기의 동질성 여부에 포함 

시켜 검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에서 자궁경관 개대 1cm 을 잠재기 시작 시점으로 정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실험처치가 잠재기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잠재기 범위가 최대한 포함되 

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에 입원 후 연구 가능한 잠재기 시기와 손실 

없는 최소의 시작 시점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방법 

으로 진통이 있어 분만실을 방문한 산부 100명의 경관 개대 정도를 조사하여 

시작 시점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처치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처치의 시작 

시기는 잠재기 시작 시점으로 정하였으며 처치 디자인은 잠재기 시작 시점에 

10분 지압, 10분 휴식, 10분 지압으로 총30분 동안 20분의 지압을 시행하는 것 

으로 하였다.  여기서 처치 시작 시기를 잠재기 시작 시점으로 한 것은 처치가 잠 

재기 시작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잠재기 전체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처치 디자인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없고 

또한 잠재기 처치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압의 시간이나 적용횟수에 

대하여 선행의 문헌고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삼음교 지압 연구 모임과의 토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30분간의 연속적 지압 실시가 한명의 

시행자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어 다시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처치의 시기와 방법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기와 횟수, 시간 등으로 디자인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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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교 지압 효과의 반복,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처치효과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삼음교 지압이 잠재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종속 

변수로 잠재기 소요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삼음교 

지압이 진통 중인 산부의 양적 문제 해결에도 접근 가능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른 지압 후 결과를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술을 이용한 Agneta(2002)의 연구결과와는 같 

으며 삼음교 지압을 이용한 김영란(1999)과 침혈 전기자극을 이용한 김상우 

(1999), 한서생체 자기경락 요법을 이용한 구태회(200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잠재기를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리라 보며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의 

대상자 수(12명)가 대조군의 대상자 수(72명)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이 그 원인 

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값은 396.74분이었고 대 

조군의 평균값은 342,50 분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 54.24분 짧게 소요되 

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실제 측정값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 사실상 54분 정도의 잠재기 시간 단축은 초산부의 평균 잠재기 소요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11.3%정도의 단축이므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보며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실시 

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는 뚜렷한 변화값임에도 불구하고 본연구가 대조군의 후향적 자료 수 

집에 의한 연구이기 때문에 대조군과 실험군의 구체적 비교값으로 함께 측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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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실험군의 외부 자궁수축 계측기(CROMETRICS, Meridian800)상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외부 자궁수축 계측기는 기준선 (baseline)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궁수축 시 그 압력의 오르내림에 따라 곡선의 그래프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곡선의 모양을 보면 처치 전에는 그 기준선이 일정치 않고 

곡선의 형태가 날카로운 산들의 겹쳐진 모양인데 비해 지압을 실시 할 때는 그 

기준선이 일정하고 곡선의 모양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하나의 산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압을 받는 산부들이 느끼는 자궁수축의 정도도 지압을 받기 전에는 수 

축이 없을 때에도 잔여 수축감이 남아 불편감이 계속 있었으나 지압을 받을 때 

에는 자궁 수축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명확히 구분되고 수축의 잔여감이 느껴 

지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삼음교 지압의 처치가 자궁 수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궁 근육들의 협응력 (coordination)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삼음교 지압 효과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직접적 지표, 즉 

자궁수축 변화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산부의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 객관적,주관 

적으로 삼음교 지압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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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에게 삼음교 지압을 실시하여 잠 

재기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삼음교 지압이 분만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임상 실험 설계로서 이를 위한 연구 

대상자는 대조군 72명, 실험군 12명으로 총 84명이며 대조군은 후향적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서울시내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부이었으며 실험군은 2002년 10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병원에 입원한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실험 처치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과 삼음교 연구 모임의 자문을 근거로 개발 

한 삼음교 지압이었으며 잠재기 시작 시점에 10분 처치, 10분 휴식, 10분 처치하 

여 30분간 총 20분의 지압을 시행하였다. 처치 전(잠재기 시작 시) 실험군과 대조 

군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을 질문지와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하강 정도는 의사의 

질검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궁수축 빈도는 외부자궁수축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처치 후 잠재기 소요시간은 잠재기 끝 시점에서 잠재기 시작 시점 

으로부터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산과 

적 특성, 그리고 잠재기 시작 시점의 동질성 검증은 X2 – test와 t-test로 분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잠재기 소요시간의 차 

이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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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두 집단의 일반적 사항, 즉 나이, 키, 임신 전 체중, 현재 체중, 결혼 유무, 직 

업의 일반적 특성과 임신 주수, 총임신 횟수, 유산횟수, 입원시 양막파열 여부, 잠 

재기내 자궁수축제 사용 여부 및 자궁수축제의 종류, 진통제 사용 여부의 산과적 

특성은 총임신 횟수와 유산횟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두 집단의 잠재기 시작 시 자궁경관 개대, 자궁경관 소실, 태아하강 정도,자 

궁수축 빈도에 대한 잠재기 시작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은 삼음교 지압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대조군이 평균 396.74분, 실험군이 평균 

342,50분으로 실험군이 평균 54.24분 짧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삼음교 지압은 초산부의 분만 잠재기 소요시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비교값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측정값의 차이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54.24분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초산부의 평균 잠재기 소요시간이 8시간 정도임을 고려할 때 

11.3% 에 해당되는 상당한 기간의 단축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은 실험군 대상자수 

가 적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본 연구는 삼음교 지압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 수행과정 시 발견된 

자궁수축 양상의 변화나 산부 개인의 주관적 느낌의 표현 등은 앞으로의 삼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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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효과에 대한 구체적 영향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제언으로서 가치 

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이용한 반복 연구와 함께 구체적 영향 요인 

측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삼음 

교 지압이 분만 잠재기에 있는 초산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서 간호사뿐 

아니라 비용효과를 중요시하는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도 그 유용성을 지지받을 수 

있는 간호중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실험군 대상자 수가 적으므로 정확한 연구 효과를 위해 더 많은 수   

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삼음교 지압이 잠재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 영향 요인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삼음교 지압의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정형화된 프로토콜    

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삼음교 지압에 대한 산부의 주관적 느낌을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5) 삼음교 지압 후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가에 대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  

6) 잠재기 초산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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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일반사항 

 

삼음교 지압 효과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임신의 가슴 설레임을 잘 가꾸고 간직하여 오늘 분만을 위해 오신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분만실 간호사입니다. 본인은 분만실에 

근무하면서 진통을 경험하는 많은 산부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면 

서 분만의 새로운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있어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잠재기입니다. 잠재기는 진통 

과정 중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행 속도가 느려서 전체 분만 소요시간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초산부는 보통 7-8시간 정도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많아 예측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산부들은 이 시기를 거치며 피로하고 지치고 소진되어 

본격적인 진통을 감당하기 힘들어 합니다.  

 

“삼음교”의 자극은 이미 몇몇 연구를 통하여 진통시 통증의 완화와 분만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음교 지압”을 적용하면 산부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시기를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서명하여 주시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2002년 좋은날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연구자 유현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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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읽고  해당사항에 “∨” 표시 

하거나 간단하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    령       만            세 

2. 키                          cm      

3. 체    중       임신 전             kg     현재           kg 

4. 결혼상태       무          유         

5. 직    업       무          유        

 

 

 

 

1-2. 산과적 특성  

 

* 다음은 산과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번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시 

하거나 간단하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 신 주 수                        주             일 

2. 총임신 횟수                        회      

3. 유산 횟수                          회  

4. 입원 시 양막 파열         무            유          

------------------------------------------------------------ 

5. 잠재기 내 약물 투여       무     유(Prostaglandin E2     Oxytocin     ) 

6. 잠재기 내 진통제 투여     무            유        

 



 50

[부록2] 잠재기 평가  

 

2-1. 자궁경관, 태아하강, 자궁수축 측정 

 

 

 

2-2. 잠재기 소요시간 측정 

 

* 잠재기 시작 시간                    시                 분 

* 잠재기 끝 시간                      시                 분                                     

* 총 소요 시간                                           분           

 

 

 

 

 

 

 

 

 잠재기 시작 

(경관개대1cm) 

처 

치 

잠재기 끝 

(경관개대 3cm) 

  자궁경관  개대 (cm) 

소실 (%) 
  

태아하강  정도          

자궁수축  빈도 (min)  

삼 

음 

교 

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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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삼음교 지압  

 

3-1. 삼음교 (三陰交) 

 

 

 

 

 

 

 

 

 

                       

                                                          

 

     

 

 

                                              

 

 

 

 

 

 

  

 

그림2. 동신촌법을  

이용하여 삼음교의 위치를  

찾는 방법 (김경미, 2002) 

그림3. 동신촌법(同身寸法)- 사람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혈의 위치를 찾는 법   

(성락기,1997) 

3寸 

6.三陰交 

삼음교(Sp6) 

그림1. 삼음교의 해부학적 위치 (성락기,1997) 

3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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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삼음교 지압 프로토콜 

 

 

 

 

 

 

 

 

 

 

 

 

 

 

 

 

 

 

 

 

 

 

 

 

 

 

1)  대상자와 시행자의 신뢰감 및 안정감 형성을 위하여 처치 시행 전

에 충분한 설명으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유도한다. 

 

2)  대상자는 침상에 앙와위 자세로  

누워 편안한 자기호흡을 유지한다. 

3) 시행자는 동신촌법을 이용하여 대

상자의 양쪽 삼음교 부위인 다리의

안쪽 복사뼈 3촌(寸)위 경골 후연

오목한 부위를 찾는다. 

5) 시행자는 대상자의 침상발치

에 서서 대상자와 같은 호흡을 

유지하며 지압을 실시한다. 

 

6) 지압 디자인은 10분 처치, 

10분 휴식, 10분 처치하여 총 

30분간 20분의 지압을 시행한

다.  

7) 지압방법은 양쪽 삼음교

부위를 시행자의 엄지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수직압으로 8

초 누르고 2초 쉬는 것을 반

복하여 10초 cycle로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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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전> <지압 후> 

<지압 전> <지압 후> 

[부록4] 지압 전후 자궁수축 그래프 변화 

 

1. 정 00  F/28세 1250794 

 

    

 

 

 

 

                                         

 

 

 

 

2. 안 00  F/30세 939282 

 

 

 

 

 

 

 

 

 

 

                  

자궁수축 

태아심박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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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an-Yin-Jiao(SP-6) pressure  

in the latent phase of primipara women 

Yoo, Hyun J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Soon Bok, R.N., PhD.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an-Yin-Jiao(SP-

6) pressure during the latent phase in primipara women. It is believed San-Yin-

Jiao(SP-6) pressure  promotes a level of comfort for the mother and enhances 

well being in the baby during labor. A non - equivalent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was used in a non-synchronized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84 females divided into two groups. a retrospective 

comparison was made between 72 primipara women admitted to the Y university 

hospital, Seoul, between January 2001 and September 2002. And 12 primipara 

women admitted during the period October 7th until December 15th in 2002. 

Group A was the control as they did not receive San-Yin-Jiao(SP-6) pressure, 

whereas Group B was the comparison in that these participant received SP-6 

pressure. 

The general and obstetric histories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and 

flowcharts. The doctor’s vaginal examination was used to check the cervical 

dilatation and effacement and the fetal station. An external tocodynamometry 

was used to monitor the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s. And the duration of 

the latent phase was calculated from the onset to the end of the latent phase.  

The San-Yin-Jiao(SP-6) pressure used was a combin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and modified  with advice from the San-Yin-Jiao(SP-6) pressure 

practitioners. Initially, pressure was applied for 10 minutes at the beginning of 

the latent phase, and repeated 10 minutes after 10 minutes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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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as evaluated using SPSS WIN10.0. Percentages were used to identify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both groups. Verification of identifying 

of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latent phase 

was through an analysis of both a X2-test and a t-test. The t-test was a 

comparison of the duration of the latent phase of Groups A and B. 

Results: 

1)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Group A and B in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except with the inclusion of variables 

pregnancy and abortion numbers. 

2) Both group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or variation at the starting 

point of latent phase. 

3)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is below.                                

The assumption is that the duration of the latent phases of primipara will 

be different whether they have San-Yin-Jiao(SP-6) pressure was not 

supported by the study because  the contrast group was 396.74+203.92 

minutes, 342.50+146.76 minut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in average. 

Although,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of 54.24+57.16 minutes.   

 

As you see this result above, San-Yin-Jiao(SP-6)pressure had no observable 

benefit in the latent phase for the primipara.  However, the author believes a 

significant difference does exist between the two groups in this study.  The 

time of 52.24 minutes correlates to 11.3% of 8 hours which is an average time of 

latent phase, and is indicative of a reduced discomfort during the latent phase in 

Group B. 

As a conclusion, this study is believed as a valuable stud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San-Yin-Jiao(SP-6) pressure. It would benefit from a further 

repetitive follow-up study with more participants to consider San-Yin-Jiao(SP-

6) pressure as a practical nursing intervention. 

 

Key words : San-Yin-Jiao(SP-6) pressure,  latent phase of labor, duration of laten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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