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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뜸요법이 노인의 변비, 수면의 질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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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bdominal moxibustion on constipation,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in elder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test-posttest desig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3 to April 5, 2015. Participants were 66 older 
individuals who were recruited from two senior welfare centers for homebound elders in B metropolitan city. Thirty 
six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to the control group.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changes in constipation,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between pre and post abdominal moxibus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x2 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Sapiro-Wilk 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the SPSS 22.0 Windows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bowel movements 
per week and a decrease on the constipation assessment scale. Additionally, the quality of sleep increased and 
depression decreased between pre and post abdominal moxibustion. Conclusion: Abdominal moxibustion was ef-
fective in changing the degree of constipation, increasing quality of sleep, and decreasing depression. Therefore, 
it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use with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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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히 증

가하고 있어 2015년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였고 2030

년에 24.3%, 2060년에는 40.1%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 이러한 인구학적 구조 변화로 건강관리의 목표는 단순한 

수명 연장에서 벗어나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노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문제는 노

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 노화와 관

련된 수면양상의 변화는 수면-각성주기 변화, 수면 중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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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등으로 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 즉 수면의 양에 비해 

신체와 정서를 회복시키는 질적인 측면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는 물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신체기능, 인지상태, 면역

체계 변화 등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4]. 또

한 우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의 가장 흔한 정

신건강문제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5] 종종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 생리적 

건강문제는 다양한 신체증상들(somatic complaints)로 나타

나는데[6], 노인의 수면양상변화와 우울 등에 의해 변비가 발

생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변비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

다[7,8]. 변비란 배변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하이거나 하루 배

변량이 30g 이하인 경우 또는 배변횟수는 정상이지만 배변 시 

복압을 많이 주어야 하거나 변이 단단하고, 배변 후에도 하복

부에 지속적인 충만감이나 배변감이 느껴지는 주관적인 증상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9]. 이러한 변비는 노인인구에게 발생

률이 높고 종종 심각한 합병증도 일으킨다[10]. 그러나 노인들

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변비와 같은 신체증상이 발생

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변비완화제를 복용하는데

[11], 변비완화제는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타 

약물에 대한 흡수장애를 유발하고 장기간 사용하면 장 점막의 

변화, 장의 정상반사 감소, 근육긴장 약화 및 저칼륨혈증을 초

래하는 등 변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12]. 그러므로 노인의 실제적인 건강문제인 변비를 완화하면

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변비, 수면양상변화 또는 

우울감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부 온지압(溫指壓)법[11], 고

려수지 뜸요법[13], 온열(溫熱)요법[14], 족욕(足浴)요법[15], 

복부 경락 마사지[16], 뜸요법과 세라밴드운동[17] 등 다양한 

중재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재에 

대해 한두 가지 효과를 확인하고 있어 앞의 여러 건강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확인된 여러 중재들을 각각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상에서 다양한 중재들을 적

용하는 것은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이들 중 뜸요법

은 인체에 온열(溫熱)작용과 기혈(氣血)의 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통증과 방광기능장애

[18] 및 변비완화와[13,19] 우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17] 

보고되어 있다. 뜸요법의 한의학적 작용기전을 고려할 때, 특

히 복부의 뜸요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장의 연동운동

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의 이완과 휴식에도 도움을 주

어 노인의 수면양상 변화와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부 뜸요법이 변비는 물론 수

면양상변화와 우울감 등에 다각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복부 뜸요법을 적용하여 

변비와 수면의 질,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효

과적인 중재의 활용으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복부 뜸요법이 노인의 변비, 수면의 질 및 우울감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복부 뜸요법이 노인의 변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복부 뜸요법이 노인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복부 뜸요법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복부 뜸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

조군 사이에 시점별 변비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복부 뜸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복부 뜸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우울감이 감소할 것이다. 

4. 용어정의

1) 복부 뜸요법

뜸요법은 쑥이나 기타 약물을 체표(體表) 위의 혈위(穴位) 

상(上)에 놓고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 온열(溫熱)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뜨거운 기운이 경혈(經

穴)점을 통해 투입되면 경락(經絡)을 유통시켜 기혈(氣血)

을 고르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종의 외치

법(外治法)이다[20]. 본 연구에서 뜸요법은 Roh[18]의 저서

와 한의학 전문의 자문에 근거하여 변비증상완화에 주로 쓰

이는 혈위(穴位) 즉, 양쪽 천추혈(天樞穴)자리에 간접구(間

椄灸)를 1회 30분, 주 3회, 4주간 총 12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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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부 뜸요법이 변비 , 수면의 질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유사실험연구

(quasi experimental design)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의 2개 노인복지회관에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언어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에 문제가 없으며 본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진행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비와 관련하여 주당 배변횟수가 2회 이하이면

서, 변비사정 척도에 의한 점수가 4점 이상인 자로 변비완화 

치료나 다른 중재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자. 둘째, 복부 뜸요

법과 관련하여 뜸요법이 진행되는 일정한 시간동안 앙와위

(supine position)를 유지할 수 있고, 복부에 개방성 상처나 

복부 수술의 경험이 없으며, 열 손상과 호흡기계에 취약한 건

강문제(당뇨, 말초혈관 장애, 피부 질환 등)가 없는 자. 셋째, 

수면장애와 우울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를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의 확산(diffusion of treatment)을 

막기 위하여 2개 노인복지회관 중 한 곳을 실험군으로, 다른 

한 곳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2개 노인복지회관 중 한 곳의 

노인대표가 번호표를 뽑아 실험군이나 대조군을 결정하면, 다

른 한 곳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두 개 

노인복지회관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대상자 간 물리적 접

촉의 우려가 없었다. 각 군의 연구대상자는 실험기간동안 노

인복지회관을 방문한 순서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 상 Repeat-

ed measure ANOVA를 기준으로 검정력(1-β) .95, 유의수준

(⍺) .05, 효과크기 .25, 반복측정치 사이의 상관계수 0.5, 반복

측정횟수 5회로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총 32명으

로 각 군당 16명이었다[21]. 그러나 대상자가 지역사회 노인인

구이므로 탈락률을 약 50%로 고려하여 각 군당 36명을 배정

하였다. 연구진행 중 대조군 6명이 귀찮음, 이사, 입원 등으로 

중도 탈락하여 최종 66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최종 검정

력은 .98이었다.

3. 연구도구

1) 변비

변비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배변횟수와 변비사정척도(Con-

stipation Assessment Scale, C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변비사정척도는 McMillan과 Williams[22]가 개발하고 Yang

과 Yu[23]가 번안한 것으로 변비로 인한 복부팽만, 가스의 양, 

배변횟수, 대변양상, 배변 시 불편감, 직장의 묵직함, 대변 양, 

배변 용이성에 대한 8문항,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약간 그렇다 1점’, ‘매우 그

렇다 2점’으로 측정된다. 본 도구로 측정한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변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변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다.

2)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Snyder-Halpern과 Verran[24]이 개발하고 

Oh 등[25]이 수정 ․ 보완한 한국형 수면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

렇다 1점’에서 ‘매우 아니다 4점’으로 구성되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다.

3) 우울감

우울감은 Yesavage와 Sheikh[26]가 개발하고 Kee[27]가 

번안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

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이분 

척도(1=예, 0=아니오)로 구성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각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5였다.

4. 연구진행

1) 실험준비

본 연구의 실험자는 D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6년간 근

무하였으며 노인전문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정확한 뜸

요법을 위하여 한의학 전문의 1인으로부터 경혈(經穴)과 뜸

요법의 술기에 대해 두 달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충분히 

숙련된 상태에서 실험처치를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처치는 한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실험처치를 유지하고 

측정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 명의 실험자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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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ots on the body suitable for acupuncture and abdominal moxibustion.

자와 실험환경을 관리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예비조사

본 연구의 실험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설계 강화 및 복부 

뜸요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23일부터 3

월 1일까지 B광역시 소재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만 65

세 이상 노인들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변비, 수

면의 질 및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 선정기

준에 적합한 5명을 대상으로 1회 30분, 일주일 동안 총 3회의 

복부 뜸요법을 실시하였다. 첫날 복부 뜸요법 시행 전에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변비, 수면의 질과 우울감을 측정하였고 3회

의 복부 뜸요법이 끝난 다음 날 변비, 수면의 질 및 우울감에 

대하여 반복 측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설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노안이나 손 떨림 등과 관

련하여 글을 신속하게 읽고 직접 작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실험자가 문항을 읽어준 후 대상자가 구두 

응답한 내용을 실험자가 설문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복부 뜸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실험에 필요

한 준비물, 처치 전 교육내용, 실험 방법 ․ 시간 ․ 순서, 실험 중 

주의 사항, 피실험자 불편 사항과 대처방안, 실험환경유지와 

대상자 사생활 보호 등 전반적인 실험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3) 본 조사

본 실험처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의학 전문의 자문

과 Roh[18]의 저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회 30분, 주 3회, 4주

간 총 12회 복부 뜸요법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물품준비와 대상자 교육

 쟁반(tray)에 신기구(神氣灸) 2개, 쑥봉 2개, 거즈 2장, 터

치라이터 1개, 핀셋 1개, 물이 담긴 물통 1개를 담는다.

 대상자에게 실험처치의 시작을 알리고 화상 가능성과 뜸

으로 인한 뜨거움, 그 밖의 불편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알리

도록 설명하며 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자가 계속 옆에 

있을 것임을 알린다.

 대상자는 침상에 앙와위로 편안하게 눕는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은 후 복부만 노출시켜 불필요한 부

위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 처치

 2개의 신기구(神氣灸) 본체에 각각 쑥봉 1개씩 넣고 터치

라이터를 이용하여 쑥봉에 불을 붙인다.

 신기구(神氣灸) 그물망을 본체에 각각 덮는다.

 복부 양쪽 천추혈(天樞穴)자리에 거즈를 1장씩 놓고, 그 

위에 신기구(神氣灸)를 1개씩 올려놓는다(Figure 1).

 신기구(神氣灸)를 올려놓은 후 쑥봉이 완전 연소되는 30

분 동안 대상자 옆에서 관찰한다.

 뜨거움을 호소하면 즉시 신기구(神氣灸) 밑에 거즈를 

1~2장 더 받쳐준 후 관찰한다.

(3) 마무리

 실험처치가 끝나면 복부에서 신기구(神氣灸)와 거즈를 

제거한다.

 대상자에게 불편감이 있는지 물어보고 발진, 수포 등의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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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뜬 자리의 뜸 진액은 물티슈로 닦은 후 대상자의 옷매

무새를 정리한다.

 완전 연소된 쑥봉은 물이 담긴 물통에 버리고 사용한 기

구들을 정리한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실험장소를 환기시킨다.

5. 자료수집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사전설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로 이

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설문조사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B광역시 소재의 노인복지

회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변비, 수면의 질 및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2) 사후 설문조사

사전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으

로 실험군은 4주간 매주 실험처치가 끝나는 날에 주당 배변횟

수와 변비사정척도점수를 조사하였고, 수면의 질과 우울감은 

실험처치가 끝나는 4주 후에 측정하였다. 대조군도 4주 동안 

매주, 실험군의 처치 다음 날 실험자가 대조군의 노인복지회관

을 방문하여 배변횟수와 변비사정척도점수를 조사하였고 수

면의 질과 우울감은 4주 후에 측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요법이나 치료는 하지 않았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DIRB-201502-HR-R-006)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시

작 전 연구자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서, 설문지, 연구목적

과 방법이 기술된 설명서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기관장 및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본 연

구참여에 동의하고 협조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대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비밀유지, 익명성 보장, 사생활 

보호, 실험처치 진행 중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고 중단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대상자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윤리를 위하여 대조군에게는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복부 뜸요법을 실시하

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

와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

한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점별 변비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으

로 Bonferroni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수면의 질과 우울감에 

대한 복부 뜸요법의 효과검증은 independent sample t-test

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는 총 66명으로 실험군 36명, 대조군 30명이

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교, 동거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비와 관련하여 하루 동안의 식사종류와 횟수, 한끼 식사량, 

걷는 시간 그리고 변비 지속기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변비와 수면의 질, 우울감에도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변비에 대한 복부 뜸요법의 효과

복부 뜸요법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시

점별 배변횟수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처치 전 평균 1.47± 

0.51회/주에서 4주 후 평균 3.78±0.42회/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F=92.02, p<.001), 변비사정척도점수도 

처치 전 10.53±1.80점에서 4주 후 4.25±1.72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69.07, p<.001). 또한 사후 검증결

과, 배변횟수는 실험처치 1주 후에는 처치 전과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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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6) Cont. (n=30)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25 (69.4)
11 (30.6)

23 (76.7)
 7 (23.3)

0.43 .586

Age (year) 65~70
71~75
76~80
≥81

13 (36.1)
12 (33.3)
 6 (16.7)
 5 (13.9)
73.8±6.5

 9 (30.0)
12 (40.0)
 4 (13.3)
 5 (16.7)
74.7±6.5

0.59 .889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1 (58.4)
 8 (22.2)
 4 (11.1)
3 (8.3)

25 (83.4)
 4 (13.3)
 1 (3.3)
 0 (0.0)

5.99 .112

Religion Yes
No

29 (80.6)
 7 (19.4)

25 (83.3)
 5 (16.7)

0.09 .771

Cohabitant Alone
Spouse
Children

13 (36.1)
3 (8.3)

20 (55.6)

19 (63.4)
1 (3.3)

10 (33.3)

4.95 .084

Meal type General diet
Others

32 (88.9)
 4 (11.1)

26 (86.7)
 4 (13.3)

0.08 .783

Number of meals per day ≤2
≥3

16 (44.4)
20 (55.6)

18 (60.0)
12 (40.0)

1.59 .208

Amount per meal (bowl) ＜0.5
≥0.5

 7 (19.4)
29 (80.6)

 8 (26.7)
22 (73.3)

0.49 .562

Walking time per day
(minute)

＜30
≥30

25 (69.4)
11 (30.6)

21 (70.0)
 9 (30.0)

0.00 .961

Constipation duration
(year)

＜1
1~5
≥6

 5 (13.9)
19 (52.8)
12 (33.3)

 5 (16.7)
15 (50.0)
10 (33.3)

0.11 .948

Frequency of defecation  1.47±0.51  1.57±0.50 -0.76 .452

Score on constipation assessment 10.94±1.71 10.90±1.56 0.11 .913

Score on sleep assessment 32.25±6.39 35.23±6.03 -1.94 .057

Score on depression assessment 10.03±3.23 10.97±2.12 -1.40 .16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139) 2주 후에는 직전 시점보다 가

장 많이 증가하였다(p<.001). 변비사정척도점수는 실험처

치 1주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처치 3주 이후에는 배변횟수(p=.055)와 변비사정척도점수

(p=.06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배변횟수와 변비사정점수는 집단과 시점 사이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F=69.49, p<.001, 

F=58.12, p<.001) 이것은 실험군은 시점에 따라 측정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만 대조군은 측정값의 변화가 없어 집

단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

이다(Figure 2). 그러므로 ‘복부 뜸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시점별 변비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2).

3. 수면의 질에 대한 복부 뜸요법의 효과

복부 뜸요법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 ․ 후 수면의 질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처치 전 

32.25±6.39점에서 처치 후 36.11±6.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나(t=-6.58, p<.001), 대조군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0.80, p=.432), ‘복부 뜸요법을 적

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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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stimated marginal means of frequency of defecation and score on constipation assessment.

Table 2. Effects of Abdominal Moxibustion on Constipation (N=66)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Sources F   p Post-hocBasea Week 1b Week 2c Week 3d Week 4e

M±SD M±SD M±SD M±SD M±SD

Frequency of 
defecation

Exp. (n=36)
Cont. (n=30)

 1.47±0.51
 1.57±0.50

 1.86±0.35
 1.53±0.51

 2.75±0.44
 1.70±0.47

 3.31±0.47
 1.67±0.48

 3.78±0.42
 1.74±0.47

G
T

G×T

269.45
 92.02
 69.49

＜.001
＜.001
＜.001

a, b＜c
c＜d, e

Score on 
constipation

Exp. (n=36)
Cont. (n=30)

10.53±1.80
10.47±1.57

 8.97±1.81
10.30±1.49

 7.06±1.49
10.40±1.54

 5.81±1.60
10.33±1.07

 4.25±1.72
10.10±1.24

G
T

G×T

121.67
 69.07
 58.12

＜.001
＜.001
＜.001

a＞b＞c
c＞d, 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G=Group; T=Time.

Table 3. Effects of Abdominal Moxibustion Therapy on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N=66)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t p
Mean difference

t p
 M±SD  M±SD  M±SD

Quality of sleep Exp. (n=36)
Cont. (n=30)

32.25±6.39
35.23±6.03

36.11±6.35
35.63±5.68

-6.58
-0.80

＜.001
.432

3.86±0.04
0.40±0.35

14.70 ＜.001

Depression Exp. (n=36)
Cont. (n=30)

10.03±3.23
10.97±2.19

 8.67±2.62
10.73±2.00

8.02
1.23

＜.001
.229

-1.36±0.61
-0.24±0.19

39.69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것이다.’의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4. 우울감에 대한 복부 뜸요법의 효과

복부 뜸요법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 ․ 후 우울감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처치 전 

10.03±3.23점에서 처치 후 8.67±2.6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아졌으나(t=8.02, p<.001), 대조군의 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1.23, p=.229), ‘복부 뜸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감이 감소할 

것이다.’의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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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변비를 완화시키는 것

은 물론, 수면과 우울에도 도움이 되는 한의학과 간호학의 다

학제 간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

었다. 그 결과, 복부 뜸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4주의 길지 않

은 기간 동안 변비증상의 완화는 물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였다.

노인의 변비에 적용한 복부 뜸요법의 효과는 뇌졸중 대상

자들에게 복부의 천추혈(天樞穴) 뜸요법을 매일 20~30분씩 4

주간 적용하여 주당 배변횟수의 증가와 변비사정척도점수의 

감소를 보고한 Kwon과 Park[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것은 대장(大腸)의 모혈(母穴)인 복부 천추혈(天樞穴)에 시

행한 뜸요법이 경혈(經穴)자극과 온열(溫熱)작용으로 원활

한 장운동과 기능에 도움을 주어[28], 변비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변비완화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한 시점은 Kwon과 

Park의 연구에서는 실험 1주 후 주당 배변횟수와 변비사정척

도점수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28], 주 3회 복부 뜸요법을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 2주 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한 변비를 가진 재가노인에게 고려수지 뜸요법을 주 3회 적용

한 Kim 등의 연구에서는 실험 2주 후 주당 배변횟수와 변비사

정척도점수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13]. 이는 장운동과 기능

에 관련된 혈위(穴位)의 뜸요법이 변비에 효과가 있으며, 대

상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복부나 손에 뜸요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변비의 심각성에 따라 뜸요법의 횟수를 증가시키면 완

화 효과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복부 천추혈(天樞穴)의 뜸요법은 중재가 끝난 후 2주 동

안 변비완화 효과가 지속되었으나[28], 고려수지 뜸요법은 중

재가 끝난 1~2주 내에 다시 배변횟수가 감소하고 변비사정척

도점수는 증가하여 복부와 손 등 혈위(穴位)에 따라 그 효과

의 지속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복부 뜸요법이 변비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대증요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

의 결과에서 변비완화정도는 집단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이들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

조군이 시점별 배변횟수와 변비사정척도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실험군은 중재가 거듭되면서 배변횟수와 변비사

정척도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Kwon

과 Park[28], Kim 등[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감 완화를 논의함에 앞서, 본 

연구의 중재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논의가 어려우므로 복부 뜸요법의 열(熱) 적용과 경락자

극 등의 효과와 공통점이 있는 온열(溫熱)요법, 족욕(足浴)요

법, 복부 경락 마사지, 양쪽 무릎에 뜸요법 등을 적용한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노인의 수면의 질 향상에 복부 뜸

요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퇴행성관절염을 가

진 노인 대상자에게 온열(溫熱)요법을 적용한 후 수면이 증진

되었음을 확인한 Lee의 연구[14]와 수면장애를 가진 노인 대

상자에게 족욕(足浴)요법을 적용한 후 수면의 양과 수면만족

도가 상승하였음을 확인한 Seo와 Sohng의 연구결과와[15]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의 열(熱)적용이 혈액순환과 

부교감신경 활동을 증가시켜 몸이 따뜻해지고 신진대사가 촉

진되어[29] 장의 연동운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이

완과 휴식을 도와 입면(立面)과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군 대상자들은 복부 

뜸요법을 실시하면서 뜸요법 시 발생하는 은은한 쑥의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몸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

데, 이는 복부 뜸요법에 사용한 쑥의 근육긴장완화 효과가[30] 

심신이완 효과로 이어져 수면의 질이 더욱 동반상승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복부 뜸요법의 효과는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우울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복부 뜸요법이 우울감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Heo와 Ahn[16]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아로마오

일 복부 경락 마사지를 적용한 후 우울이 감소하였음을 확인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복부 경락 마사지 시 천추혈

(天樞穴)이 자극되어[16]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Han 등의 연구[17]에서는 양쪽 무릎의 경

혈(經穴)에 뜸요법을 적용한 후 심신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경혈(經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아직 우울감과 관련된 

경혈(經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경혈(經穴)과 자극요

법이 더 효과적인지와 그 기전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경

혈(經穴)이 여러 개 존재하며, 뜸요법과 같은 경혈(經穴) 자극

요법이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향후 

대상자들의 약물 투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약물과 관련된 불

편감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뜸요법은 약물을 체표(體表) 위의 혈위(穴位) 상

(上)에 놓고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이는 방법이므로[18] 그 과

정에서 뜸 부위의 가려움증, 화끈거림, 뜨거움, 연기에 대한 불

편감 등의 부작용[2,13,17]이 있을 수 있어 피부가 예민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은 본 중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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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뜸의 불편감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대

한 대책도 마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실험기간동안 어

떤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대상자들의 불편감 호소도 없었

다. 한편, 실험군의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변비에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 개선 등 기타의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부 뜸요법이라는 하나의 중재가노인의 

신체증상인 변비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임상에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효율적인 중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복부 뜸요법이 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건강문제인 변비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키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는 복부 뜸요법이라는 하나의 효과적이고 간단한 중재방법을 

통해 신체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 생리적 건강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양질의 중재가 발견되었음을 의미하며, 한의학과 

간호학의 다학제 간 협력적 연구로 서로의 학문에 대한 이해

와 학문적 확장 가능성, 그리고 상호 협조와 교육을 통하여 안

전하고 효율적인 중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뜸요법의 우울 완화 기전

을 규명하는 연구와 우울의 중증도에 따른 뜸요법의 효과, 그

리고 우울에 효과적인 경혈(經穴) 부위와 자극방법에 관한 지

속적인 연구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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