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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on the knee pain, joint
angle and sleep among elderly workers with knee osteoarthriti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with a
randomized, single-blind,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Participants were 41 elderly workers with knee
osteoarthritis and they were alloca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21) and sham control group (n=20). The
intervention lasted six weeks. In order to examine intervention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extension, flexion,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PSQI), Fitbit tracker were measur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Results: Auricular acupressure was effective for knee pain relief
after 6 weeks (F=2.83, p=.024). There was no difference in joint angle. Sleep quali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leep duration (t=3.02, p=.004), habitual sleep efficiency (t=2.36, p=.029), and daytime dysfunction (t=2.16,
p=.038), and the sleep stage was effective on slight sleep (t=2.19, p=.034).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uricular acupressure can be a complementary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elderly workers with knee
osteoarthritis to decrease knee pain and to improve sleeping disorder, and has advantages such as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convenience, and high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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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 노령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활동 장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또한
중요해졌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
환은 관절염과 수면장애가 있다(Park & Kim, 2017). 노인의

국내 노령화지수는 2018년 110.5%로 전년대비 5.7% 증가

관절염은 주로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며(Yang & An, 2011), 주

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18),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요 증상은 무릎 통증, 관절 각도 제한과 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2017년 30.9%로 2014년에 비해 2% 증가하였다(Kang, 2018).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다(Yang & Lee, 201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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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어려움들이 장기화되면 우울, 피로, 수면장애와 같은

은 주관적인 설문지와 함께 생리적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며 사회·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연구는 수면다원검사, 손목동

된다(Kim, Jang, & Cho, 2015; Lee, 2016).

작촬영술을 활용한 연구 외에도 측정이 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닌 매우 복잡한 뇌의 활

는 손목형 수면측정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 상태이며 에너지 저장과 회복의 기능을 한다. 수면은 뇌파

(Taibi, Price, & Voss, 2013). 그러나 국내연구는 주관적 설문

변화에 따라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구분되는데(Bliwise,

지에 의존한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Chang & Park, 2018;

Foley, Vitiello, Ansari, Ancoli-Israel, & Walsh, 2009), 노

Chung & Park, 2017).

인 수면의 특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렘수면은 감소하고 비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슬관절염이 있는 노인 근로자

렘수면은 증가한다(Chun & Chang, 2009). 노인의 약 70%

를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

는 수면의 시작과 유지가 어렵고, 아침에 일찍 깨어나는 불면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관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노

증을 경험한다(Jaussent et al., 2011). 노인의 수면장애는 슬관

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의 근거를 제공

절염이 있을 경우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Pickering,

하고자 한다.

Chapurlat, Kocher, & Peter-Derex, 2016), 주간 졸리움증과
같은 수면장애는 사업장에서 대상자들의 근로활동을 방해하

2. 연구목적

는 주요한 요소로(Jaussent et al., 2011) 노인 근로자에게 관절
염과 수면장애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근로자의 경우 인공관절치환술과 같은 수술은 고비용
발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 근로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

본 연구는 슬관절염이 있는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주간
의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으며,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진료는 지속적인 의료비 발생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

 이압요법이 슬관절염 노인 근로자의 슬관절 통증과 관절

서 자가 관리가 가능한 보완대체요법을 선호한다(Suen, Yeh,
& Yeung, 2016).
보완대체요법 중 이압요법은 노인의 통증과 수면장애를 개

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이압요법이 슬관절염 노인 근로자의 수면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선하기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Chung & Park, 2017). 이
압요법은 이침요법을 근간으로 하여 귀에 나타나는 반응점이

3. 연구가설

나 반응 구역에 첩압하여 자극을 주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서 91개 이혈을 인정받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치유건강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다(Oleson, 2013). 오장 육부와 경락 이론의 기초를 바탕으

 가설 1.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은 Sham 대조군보다 슬

로 한 이압요법에서 귀는 몸의 각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귀의 외부 표면을 자극함으로써 신체 부분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Lee & Frazier, 2011). 이압요법은 귀의 반응점에 씨앗,
자석, 돌 등의 작은 물체를 테이프를 이용해 귀 반응점에 부착
해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통증과 부작용이 거의 없고 경
제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어 노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완대체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Lee & Frazier, 2011).

관절 통증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은 Sham 대조군보다 관
절각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은 Sham 대조군보다 수
면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4.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은 Sham 대조군보다 수
면의 단계가 향상될 것이다.

이압요법이 통증과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연구방법

있으나(Garner, Hopkinson, Ketz, Landis, & Trego, 2018;
He, Tong, Li, Jing, & Yao, 2013; Kim, Ryu, Nam, & Park,
2014; Lee & Frazier, 201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

1. 연구설계

분이며 이압요법의 장점을 살려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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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파

Kim, Kim과 Park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슬관절염과 수

악하기 위한 단일맹검, 무작위 배정, 유사실험연구이다.

면에 효과가 있는 적용점을 선정하였고 이압요법 전문가 1인
의 자문을 구하였다(Lee et al., 2010). 적용점은 6곳으로 신문

2. 연구대상

(shenmen), 간(liver), 심장(heart), 뒷머리(occiput), 수전
(anterior lobe), 슬관절(knee)이며, 이압재료는 상품화된 왕

1) 연구대상자 선정

불류행 씨앗을 부착한 이압스티커를 이용하였으며, 방법으로

대상자 모집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시행

Suen 등(2016)의 문헌을 바탕으로 이압스티커를 5일 적용 후 2

하였으며 연구의 확산 및 호손 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미

일 제거를 1주기로 하며, 총 6주간 하루에 3회씩 2분간 첩압 부

화업체 4곳의 근무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환경미화원으

위를 대상자가 직접 누르고, 잠자기 1시간 전에 2분간 눌러주

로 일을 하는 60세 이상인 슬관절염 노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

도록 교육하였다(Suen et al., 2016). 대조군에게는 Sjoling,

법에 관하여 설명 후 스스로 본 연구에 참가하기를 서면 동의한

Rolleri와 Englund (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슬관절 통

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1) 슬관

증과 수면에 관련이 없는 Sham 이압요법(이륜부(helix) 1~4

절염을 진단받은 60세 이상 노인, 2) 의식이 명료한 자, 3) 수면

곳, 눈, 턱)을 처치군과 동일하게 6곳 첩압하였다.

장애를 호소하는 자로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core 5점 이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제외기준은 1) 인공슬관절

4. 연구도구

전치환술을 받은 자, 2) 치매, 뇌질환, 급성질환이 있는 자, 3) 귀
에 피부질환 및 외상이 있는 자, 4) 수면제를 복용하는 자, 5) 침
술이나 이압을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자로 하
였다.

1) 슬관절 통증
10단계에 걸쳐 표시하도록 제작한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여 ‘전혀 아프지 않다’ 0점에서
부터 ‘매우 아프다’ 10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여 관절 통증에 대

2) 표본크기 선정

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압
요법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Wu, Zou, Liu, Wu, & Lin,

2) 관절각

2014)를 근거로 하여, 두 군의 효과 차이를 2.32, 두 군의 표준

관절각은 슬관절의 움직임 정도를 말하며 측각기 Gonio-

편차를 σ1 3.49, σ2 3.58로 가정하였을 때, 유의수준(⍺) .05,

meter (Plastic Goniometer PVC. Korea)를 이용하였다. 슬관

검정력(power) .80으로 단측 검정에서 계산된 효과 크기는

절 관절각의 범위는 0~180°이며 굴곡은 각도가 클수록, 신전

.93이며 산출 결과 대상자는 처치군 20명, 대조군 20명이 필

은 각도가 작을수록 관절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측정은 바

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노인이며 연구기간 6주를 고려하

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신전과 슬관절 관절을 굽히게 하여 2회

여 탈락률 20%를 예상하여 총 48명을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하였다(Tong, Wang, & Ma, 2010).

에 일치하는 46명을 대상으로 Random Allocation Software
Version 2.0.0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난수표를 이용하여 처치

3) 수면의 질

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연구 기간 중 처치군 2

수면의 질은 Buysse 등(1989)이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 질 지

명은 불편감으로 탈락하였고, 대조군 3명 중 2명은 도수치료를

수 설문지를 Sohn, Kim, Lee와 Cho (2012)이 한국어로 번안

받았으며, 1명은 테이프 알레르기로 탈락하여 본 연구의 탈락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PSQI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수면의 질 및

률은 10.8%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는 처치군 21명, 대조군

수면장애를 평가하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19문항과 7개 하

20명으로 총 41명이 선정되었다(Figure 1).

위 영역인 주관적인 수면의 질,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수면 지
속시간, 일상적인 수면 효율성, 수면과 관련된 문제, 수면 약물

3. 실험처치

사용, 주간 기능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PSQI의 범위는 0점에서
최대 21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하여 수면의

연구자는 한중자연치유능력협회에서 실시하는 이압요법

질이 낮고 5점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압요법의 적용점은 Lee,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고(Buyss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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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llment
Assessed for eligibility (n=48)

Excluded (n=2)
■ Not meeting inclusion criteria (n=2)

Randomized (n=46)

Auricular acupressure
Experimental group (n=23)

Completed 6 week (n=21)
Withdrawn (n=2)
■ Discomfort (n=2)

Allocation

Sham auricular acupressure
Control group (n=23)

Follow-up

Completed 6 week (n=20)
Withdrawn (n=3)
■ Manipulation therapy (n=2)
■ Tape allergy (n=1)

Analysis

Analysed (n=20)

Analysed (n=21)

Figure 1. The flow of study design and participants.

1989), 한국판 PSQI-K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으며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

(Sohn et al., 2012),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다

인(No. 146-1)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환경미화업

4) 수면 단계

체 4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기관장의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 참

수면 단계는 수면측정기(Fitbit alta HR, Fitbit, China)를 사

가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을 설명

용하였다. 수면측정기는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하면 민감한 동

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연구를 하였다. 둘

작을 감지하여 수면 모니터링을 한다. 측정은 총 수면 시간, 수

째, 무작위 배정으로 두 곳은 처치군, 나머지 두 곳은 대조군으

면효율, 수면 중 각성,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이며 단계

로 할당하였으며 대상자는 눈가림 방법으로 처치군인지 대조

별로 분 단위로 측정된다.

군인지 알 수 없게 하였다. 사전 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의 질, 수면 단계

5. 자료수집

에 대해 측정하였다. 셋째, 실험처치는 사전 검사를 모두 마친
대상자에게 이압요법을 주 1회, 6주간 적용하였으며 매주 슬관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 전 E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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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6주 후에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의
질, 수면 단계에 대해 측정하였다.

1. 처치군과 대조군 동질성 검증
6. 자료분석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 전 두 집단의 관절통증, 관절각, 수

하고, 처치군과 대조군이 30명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Shapiro-

면의 질, 수면 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Wilk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Table 1).

못하여 집단내 분석은 비모수 통계, 집단 간 분석은 모수통계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은 x2 test,

2. 가설 검증

Fisher’s exact test 및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시
간 경과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가설 검정은 repeated-mea-

1) 가설 1

sures ANOVA, 집단내 변화는 Wilcoxon signed-rank test로

‘6주간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은 Sham 이압요법을 받은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슬관절 통증이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60~64
65~70

AA (n=21)

SAA (n=20)

n (%) or M±SD

n (%) or M±SD

9 (42.9)
12 (57.1)
64.6±3.41

11 (55.1)
9 (44.9)
63.8±3.13

(N=41)
x2 or t (p)

0.60 (.538)†
-0.75 (.456)†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13 (61.9)
8 (38.1)

10 (50.0)
10 (50.0)

0.58 (.536)†

BMI

Normal
Overweight

5 (23.9)
16 (76.1)

9 (44.9)
11 (55.1)

2.04 (.197)

Diagnosis period (year)

＜5
≥5

14 (66.6)
7 (33.4)

9 (44.9)
11 (55.1)

1.95 (.210)†

Medication

Yes
No

12 (57.1)
9 (42.9)

9 (44.9)
11 (45.1)

0.38 (.758)

Pain

VAS score

5.43±2.61

5.00±1.48

0.64 (.521)

Knee joint angle

Flexion
Extension

129.14±15.66
3.52±7.85

127.34±13.21
5.80±10.70

0.39 (.694)
-0.77 (.440)

Sleep (PSQI)

Sum
Subjective sleep quality
Sleep latency
Sleep duration
Habitual sleep efficiency
Sleep disturbance
Daytime dysfunction

9.52±2.42
1.29±0.56
1.62±0.74
1.71±0.78
2.86±0.65
1.29±0.46
0.76±1.01

10.30±3.04
1.55±0.88
2.00±1.02
2.20±0.89
2.40±1.23
1.35±0.48
0.80±0.89

-0.90 (.370)
-1.13 (.265)
-1.36 (.178)
-1.85 (.071)
1.47 (.151)
-0.43 (.667)
-0.12 (.901)

Sleep (Fitbit)

Total sleep time
Awake
REM sleep
Sight sleep
Deep sleep
Sleep efficiency

347.71±65.34
64.76±20.80
69.33±32.15
221.62±71.39
48.48±15.47
87.38±15.57

315.60±65.71
55.75±23.10
60.05±23.83
204.15±55.30
49.90±15.99
85.53±3.92

1.56 (.124)
1.31 (.196)
1.04 (.302)
0.87 (.388)
-0.28 (.773)
0.52 (.603)

†

Fisher's exact; AA=auricular acupressure; SAA=sham auricular acupressure; BMI=body mass index;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REM=rapid eye movement sleep; VAS=visual ana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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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V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처치군의 VAS는 중재 전

일상적인 수면효율성(t=2.36, p=.029), 주간 기능장애(t=2.16,

5.43±2.61, 중재 후 3.10±2.09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 역

p=.038)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부

시 중재 전 5.00±1.48에서 중재 후 4.35±1.22로 두 집단 모

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4).

두 감소하였다. 두 집단은 시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
며(F=2.83, p =.024), 6주 경과 후 처치군은 Sham 대조군에 비

4) 가설 4

하여 유의하게 슬관절 통증이 감소되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2).

‘6주간의 이압요법을 받는 처치군은 Sham 이압요법을 받은
대조군보다 수면 단계가 향상될 것이다.’ 수면 단계는 얕은 수
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t=2.19, p=.034)를 보여 가설 4는 부분

2) 가설 2

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4).

‘6주간의 이압요법을 받는 처치군은 Sham 이압요법을 받은

논

대조군보다 관절각이 향상될 것이다.’ 처치군과 sham 대조군의

의

관절각은 굴곡(t=-1.12, p=.266)과 신전(t=-0.37, p=.713)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3).

본 연구는 슬관절염이 있는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압요
법을 실시하여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검

3) 가설 3

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압요법은 이침 및 지압요법을 근

‘6주간의 이압요법을 받는 처치군은 Sham 이압요법을 받

간으로 한 보완 대체 요법으로 작용기전이 동일하여 슬관절 관

은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수면의 질 총점은

절염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어 이압, 이침요법을 시행한 연구를

처치군에서 중재 전 9.52±2.4, 중재 후 8.00±1.37로 유의한 감

토대로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은

소를 보였으나(t=2.87, p=.004)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t=1.87,

Sham 대조군에 비해 슬관절 통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

p =.071).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수면 지속시간(t=3.02, p =.004),

공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이압요법을 슬관절(knee joint),

Table 2. Effects of Acupressure Intervention on Knee Pain Levels
AA (n=21)

SAA (n=20)

M±SD

M±SD

Pretest

5.43±2.61

Post 1 week

Variables

(N=41)
t

p

5.00±1.48

0.64

.521

5.24±2.70

4.90±1.44

0.50

.619

Post 2 weeks

5.00±2.84

4.80±1.50

0.28

.779

Post 3 weeks

4.71±2.75

4.60±1.46

0.16

.869

Post 4 weeks

4.19±2.40

4.50±1.57

-0.49

.627

Post 5 weeks

4.00±2.38

4.45±1.50

-0.72

.473

Post 6 weeks

3.10±2.09

4.35±1.22

-2.35

.025

Source

F

p

Time
Group
T×G

9.55
0.04
2.83

＜.001
.833
.024

AA=auricular acupressure; SAA=sham auricular acupressure.

Table 3. Comparison and Difference of Joint Angle Index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1)

Joint angle
Variables

Categories

Pre

Post

Within group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M±SD

M±SD

z (p)

M±SD

t (p)

124.76±10.05
127.75±06.38

1.66 (.096)
0.19 (.849)

-4.38±12.65
0.40±13.39

-1.12 (.266)

1.67±4.83
2.25±5.25

1.60 (.109)
2.02 (.043)

-1.85±5.73
-3.55±8.08

-0.37 (.713)

Flexion

AA (n=21)
SAA (n=20)

129.14±15.66
127.35±13.21

Extension

AA (n=21)
SAA (n=20)

3.52±7.85
5.80±10.70

AA=Auricular acupressure; SAA=Sham auricular acu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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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and Difference of Sleep Index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leep
quality
(PSQI)

Sleep
stage
(Fitbit)

Categories

(N=41)

Pre

Post

Within
group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M±SD

M±SD

z (p)

M±SD

t (p)

Sum

AA (n=21)
SAA (n=20)

9.52±2.42
10.30±3.04

8.00±1.37
9.25±2.65

2.87 (.004)
1.53 (.124)

-1.52±2.11
-1.05±2.83

1.87
(.071)

Subjective sleep
quality

AA (n=21)
SAA (n=20)

1.29±0.23
1.55±0.88

0.81±0.51
1.10±0.64

3.16 (.002)
1.89 (.058)

-0.47±0.51
-0.45±0.94

1.60
(.116)

Sleep latency

AA (n=21)
SAA (n=20)

1.62±0.71
2.00±1.05

1.29±0.64
1.40±1.04

2.33 (.020)
2.65 (.008)

-0.33±0.57
-0.66±0.88

0.41
(.678)

Sleep duration

AA (n=21)

1.71±0.78

1.67±0.79

0.22 (.822)

-0.04±0.97

SAA (n=20)

2.20±0.89

2.40±0.75

1.15 (.248)

0.20±0.76

3.02
(.004)

Habitual sleep
efficiency

AA (n=21)
SAA (n=20)

2.86±0.65
2.40±1.23

3.00±0.00
2.05±0.94

1.00 (.317)
0.42 (.672)

0.14±0.65
-0.35±1.21

2.36
(.029)

Sleep disturbance

AA (n=21)
SAA (n=20)

1.29±0.46
1.35±0.48

1.10±0.43
1.25±0.55

1.63 (.102)
0.81 (.414)

-0.19±0.51
-0.10±0.55

1.00
(.323)

Daytime
dysfunction

AA (n=21)
SAA (n=20)

0.76±1.04
0.80±0.89

0.14±0.47
0.60±0.82

2.37 (.018)
0.97 (.330)

-0.61±1.07
-0.20±1.10

2.16
(.038)

Total sleep time

AA (n=21)
SAA (n=20)

347.71±65.34
315.60±65.71

355.71±58.91
333.65±66.60

0.17 (.862)
1.00 (.313)

8.00±73.34
18.05±68.46

1.12
(.268)

Awake

AA (n=21)
SAA (n=20)

64.76±20.80
55.75±23.10

61.71±22.13
58.95±20.49

0.62 (.531)
0.37 (.709)

-3.04±31.31
3.20±25.20

0.41
(.681)

REM sleep

AA (n=21)
SAA (n=20)

69.33±32.15
60.05±23.83

71.90±35.21
77.75±28.24

0.03 (.972)
2.69 (.007)

2.57±37.94
17.70±28.43

-0.58
(.562)

Sight sleep

AA (n=21)
SAA (n=20)

221.62±71.39
204.15±55.30

229.90±44.51
188.16±74.41

0.05 (.958)
0.48 (.627)

8.28±70.61
-15.99±78.65

2.19
(.034)

Deep sleep

AA (n=21)
SAA (n=20)

48.48±15.47
49.90±15.99

57.33±17.07
48.05±17.97

1.44 (.149)
0.26 (.794)

8.85±25.66
-1.85±23.90

1.69
(.098)

Sleep efficiency

AA (n=21)
SAA (n=20)

87.38±15.57
85.53±03.92

85.45±3.51
85.46±10.83

0.65 (.513)
0.48 (.627)

-1.92±18.12
-0.07±09.52

-0.01
(.997)

AA=auricular acupressure; SAA=sham auricular acupressur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REM=rapid eye movement sleep.

신문(shenmen), 교감(sympathesis), 피질(subcortex)에 적

대상으로 이압요법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용 시 통증(VAS) 4.78점에서 2.22점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여

만성통증 완화를 위한 이압요법 적용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Tong et al., 2010)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본 연구에서는 6주간의 이압요법을 적용하며 매주 슬관절 통

압점을 슬관절(knee joint), 신문(shenmen), 간(liver), 심장

증에 대한 사정을 하였으며 5주차까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

(heart), 뒷머리(occiput), 수전(anterior lobe)의 6곳에 적용하

으나 6주째부터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였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이압점은 슬관절(knee joint), 신문

슬관절염에 대한 이압요법은 6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을 알

(shenmen)이었다. 신문(shenmen)은 각종 통증을 완화하는

수 있었다. Suen 등(2016)의 연구에서는 이압요법의 효과를 6

데 효과적인 대표적인 이압점이다(Chang & Park, 2018). 슬관

주 전후로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는 6주간 매주 통증 사정을 통

절염은 다빈도 만성 질환 중의 하나로 주요 증상으로 슬관절 통

하여 이압요법이 통증에 효과가 있는 시점을 밝혀낸 점에서 의

증을 호소한다. 인공슬관절치환술 직후 급성 통증의 경우 단기

의가 있다. 또한 Sham 대조군에서도 이압처치 후 집단 내 통증

간(24시간~48시간)의 이압요법 적용으로도 효과가 있는 연구

감소를 보였다. 이는 중재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호손

가 있으나(He et al., 2013; Tong et al., 2010), 슬관절염 노인을

효과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재요법 시 본 연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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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ham 대조군을 설정하여 중재의 유의한 차이를 감별하는

증가시켜 슬관절염 노인의 수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피로회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슬관절(knee joint), 신문(shenmen),

복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간(liver), 심장(heart), 뒷머리(occiput), 수전(anterior lobe)

이와 같이 이압요법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정성과 용

의 이압점을 적용한 이압요법은 슬관절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

이성 등의 장점으로 특히, 슬관절염이 있는 취약계층 노인 근로

어 추후 슬관절염 근로노인들에게 의료비 지출 감소 및 근로활

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간호중재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동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적고 단일기관의 제한된 장소

본 연구에서 이압요법을 받은 처치군과 Sham 대조군은 관

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슬관절염 대상자에게 일반화하

절각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He 등(2013)의 연구에서 인공슬

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추후 대상자 수 확대 및 다양한 집단을

관절수술 환자에게 12주 적용 후 무릎 관절각이 106.58°로 관

대상으로 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절범위 증가는 보였으나 대조군과의 차이는 없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슬관절염은 만성질환이므로 슬관절을 구성하고

결론 및 제언

있는 인대 및 근육이 위축된 시기가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6주의 처치로 유의한 호전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공슬

본 연구는 슬관절염이 있는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주간

관절수술의 경우 수술 후 관절각을 개선하기 위하여 능동적 관

의 이압요법을 실시하여 슬관절 통증, 관절각, 수면에 미치는

절 운동, 근육강화 운동, 스트레칭 등 운동이 병행되는데(He et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그 결과 슬관절 통증은 6

al., 2013), 이압요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추후 필

주 후에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관절각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면의 질은 주관적인 수면 지속시간, 일상적인 수면 효율성,

처치군은 Sham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 총점에서 차이는 없었
으나 세부항목으로 수면 지속시간, 일상적인 수면 효율성, 주간

주간 기능장애가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수면 단계는 얕은
수면 단계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기능장애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성 질환인 투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석 환자에게 8주간의 이압요법을 적용한 Zou 등(2015)의 연구

한다. 첫째, 슬관절염이 있는 노인 근로자의 슬관절 통증을 완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Yeh, Chien, Lin, Bovbjerg, &

화하기 위하여 6주 이상의 이압요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Van Londen, 2016; Zou et al., 2015)에서 적용된 이압점은 신문

슬관절염이 있는 노인 근로자의 통증과 관절각의 개선을 위하

(shenmen), 교감(sympathesis), 피질(subcortex), 심장(heart)

여 이압요법과 함께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이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수면 향상을 위하여 신문(shenmen), 심

압요법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장기간의 후속 연구와 객

장(heart)의 이압점을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뒷머리(occiput),

관적 지표를 활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수전(anterior lobe)을 적용하였다. 이압 ․ 이침요법은 이미 다
수의 연구에서 수면의 효과가 입증되었다(Oleson, 2013; Wu
et al., 2014). 수면의 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부
분 3~4주의 이압처치를 시행하였으나(Liu, Lai, & Ko, 2016;
Perez-Macias, Jimison, Korhonen, & Pavel, 2014; Wu et
al., 2014; Yeh et al., 2016) 본 연구는 6주간의 이압요법을 적용
하여 효과를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면장애의 객관적
인 지표인 수면측정기를 이용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데 의의
가 있다. 수면의 단계에서 두 집단 간 얕은 수면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이압요법이 노인 수면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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