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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노인의 변비에 대한 복부마사지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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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bdominal Massage on Constipation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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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시설노인의 변비에 대한 복부마사지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변비가 있는 시
설거주 65세 이상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교차실험설계로 매일 1회 10분, 2주간 12회 복부마사
지 중재를 적용하였다.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9주 간 실험1주, 실험2주, 실험종료 후 1주에 배
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SPSS Win 13.0로 서술통계,
Kolmogorov-Smirnov test, t-test,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자료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주당 배변횟수
는 실험1주(t=2.30, p=0.02), 실험2주(t=-1.79, p=0.04), 배변 시 힘든 정도는 실험1주(t=2.17, p=0.02), 배
변소요 시간은 실험1주(t=1.99, p=0.03), 실험2주(t=1.93, p=0.03), 실험종료 후 1주(t=2.11, p=0.02)에 실
험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변 굳기에서는 두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복부마
사지가 시설노인의 변비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변비완화중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핵심어 : 노인, 변비, 복부마사지, 시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bdominal massage on constipation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A randomized cross-over design including 15 participants was conducted in M city on 2008. The
sample group received abdominal massage program. Abdominal massage was performed as 10-minutes per
day, 6 days per week, for 2 weeks. Data was collected and assessed 4 times about frequencies of bowel
movements per week, stool consistency, degree of difficulty with defecation, and time required for
defecation; a week before the experiment, the first week and the second week for experiment and a week
after the experiment. The statistical methods included Kolmogorov-Smirnov test, t-test and paired t-test
using SPSS 13.0. Frequencies of bowel movements per week, degree of difficulty with defecation, and time
required for defec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mall study suggest a positive effects of the relieving constipation of the institutionlize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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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초기에 요양시설과 시설거주 노인
의 수가 1,244개소, 7만 명에서, 2012년 6월 4,181개소, 29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되었다[1].
노인이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운동능력의 제한과 활동부족, 만성 장애와 조절기능 노화로 ‘배

∼

설’이 큰 문제가 되는데[2][3], 그 중 변비가 가장 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거주 노인 47.5%
59.1%의 이환율을 보인다[4][5].

노인에게 있어서 변비는 불편감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을 초래하며 나아가 삶의
질까지도 감소시킨다[6][7]. 노인의 변비는 배변횟수의 감소, 변이 마르고 단단하여, 배변의 어려움
이 있고[8], 배변시간이 지연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9],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신체 및 장기

∼

의 기능저하로 기인되며[10], 정상적으로 3일 이내인 장관 통과시간이 4 9일로 증가되어 대변의
수분함량, 대변량 및 장관 내 압력 감소를 일으켜서 대장의 기능장애가 악화되는 기전을 거친다.
또한 외측 항문괄약근과 골반근육 긴장도의 감소로 인해 대변 배출 장애가 가중된다[9].
변비의 발생요인은 일반적 또는 복합적인 것으로 노인의 경우 생리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신체
활동 저하, 음식물 섭취 감소 및 소화 흡수 기능 저하, 장 혈류량과 운동성 감소, 직장벽의 탄성
저하가 관련되며, 그 외 완하제 사용도 변비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11][12]. 완화제 사용 실태는 입
원 중이거나 양로원 노인의 75% 이상으로, 완화제 복용은 순간적으로는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되지
만, 장기적인 복용은 변비 악화와 의존성을 가져올 수 있다[9][10]. 미국과 국내의 약제사용에서도
완화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노인은 완화제 사용의 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12][13]. 변비를 완화하는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섬유소와 수분 섭
취, 규칙적인 배변습관과 적당한 운동[14][15]등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다.
복부마사지는 변비완화 방법으로 문헌[9][16]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부마사지 단일의
방법보다는 향요법, 경락, 경혈지압을 추가한 방법이 변비완화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17-19], 높은 비용과 전문가만이 적용 가능하여 요양시설거주 노인의 변비완화를 위한 일반
화가 힘든 단점이 있다. 복부마사지는 비침습적이며, 적용이 용이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효과가 탁
월하여 노인의 변비완화에 가장 추천되는 중재이나[9][16-18], 선행 연구들의 연구설계, 환자 표본,
사용된 마사지 방법의 이질성 등의 방법론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음이
보고된 바가 있어 철저히 통제된 실험연구를 통해 복부마사지 효과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 이에 본 연구는 무작위 교차실험설계(randomised cross over design)를 사용하여 외생변수들

을 통제한 가운데 복부마사지의 효과를 검증하여 추후 시설노인의 변비 간호중재에 도움을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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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설노인의 변비완화를 위한 복부마사지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복부마사지가 주당 배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는 것이다.

1.3 가설
가설 1 : 복부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복부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주당 배변횟수가 많
을 것이다.
가설 2 : 복부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복부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변 굳기가 부드러울
것이다.
가설 3 : 복부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복부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배변 시 힘든 정도가
적을 것이다.
가설 4 : 복부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복부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배변소요 시간이 짧
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홍현화[21]의 복부마사지가 시설 노인의 변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의 축약본으로
대상자는 M시 M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중에서, 6개월 이상 변비가 있는 노인이며, 구
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당 배변횟수가 3회 이하인 자, 의사로부터 변 완화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자, 장관 내 폐쇄성 병변이 없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한 과거력이 없는
자, 복부에 개방성 상처나 출혈성 질환을 포함하여 특별한 질환이 없는 자이다.
식사, 수분섭취, 유산균 음료섭취, 활동, 화장실 사용, 여가와 사회활동 등의 변비 관련 외생변수
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 시설 거주 노인 20명을 초기대상으로 복부마사지를 시행하였고, 실험
군과 대조군 교차 시에 외박 2명, 거부 1명, 설사 2명 등의 5명을 제외한, 15명 자료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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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변비가 있는 시설노인에게 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통제하고자 실시한 무작위 교차실
험설계(randomised cross over design)연구이다. 먼저 대상자를 무작위로 A(n=7), B(n=8)집단에 배
정 하였으며, 이후 A 집단은 실험 후 대조군으로, B집단을 대조군에 실험으로 번갈아가며 재배정
하였다. 연구는 사전조사, 실험처치(2주간 복부마사지 실시), 사후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처치의
효과상쇄 기간(wash out phase)을 2주 두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및 배변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조사하였고, 배변관련 특성으로는 식사, 수
분섭취 상태, 활동정도, 완화제복용 상태를 조사하였다.

2.3.2 주당 배변횟수
시설의 간호기록을 확인하여 산출하였다.

2.3.3 변 굳기

∼

Bristol Stool Scale[22]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변이 부드러운

형태이며 구체적인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점 견과류처럼 딱딱한 변으로 덩어리가 분리 됨,
2점 소세지 모양이지만 덩어리져 있음, 3점 소세지 모양과 비슷하나 사이사이가 금이 가 있음, 4점

소세지 모양과 비슷하고 부드러운 형태, 5점 가장 자리 윤곽이 뚜렷하고 부드러운 형태, 6점 가장
자리가 뚜렷하지 않은 가는 조각 형태, 7점 형태가 없는 묽은 변 상태이다.

2.3.4 배변 시 힘든 정도
박태남[23]의 시설노인의 비약물적 변비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배변 시 힘든 정도’척도를 본 연구자가 외현적 통증반응 평정척도[24]를 참고하여 관찰척도로 수

∼

정하여 사용하였다. 0 3점 관찰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변 시 더 힘이 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
체적인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0점 ‘힘들지 않다’는 배변 시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으며, 신음
소리를 내지 않는 상태이다, 1점 ‘조금 힘들다’는 눈썹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입술을 오므리
고 힘없는 짧은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이다, 2점 ‘상당히 힘들다’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입술에
힘을 주어 다물고 지속적인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이다, 3점 ‘매우 힘들다’는 눈썹을 많이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오래 계속되는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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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배변소요 시간
박태남[23]이 개발한 시설노인의 비약물적 변비 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배변소요 시간’척도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배변 시작부터 배

∼

변 성공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0 3점 관찰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변 소요시간이 긴 것

∼

∼

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0점은 ‘5분 미만’, 1점은 ‘5 10분’, 2점은 ‘10

30분’, 3점은 ‘30분 이상’ 이다. 배변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노인은 얼굴표정 변화, 힘주는 증상이

있거나 기저귀에 변이 묻어나올 때를 배변 시작 시간으로 하고 배변을 완료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약 9주 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4.1 윤리적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성 만성질환 및 치매로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일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다. 본 연구자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본인, 가족, 기관장에게 받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
한 후 중재를 적용하였다.

2.4.2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훈련
주 연구자는 대한간호협회에서 2004년 4월과 6월에 시행한 아로마테라피스트 기본과정과 고급
과정을 이수하여 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Richards[25]가 제시한 복부
마사지법을 학습하였다.
복부마사지 연구보조원으로 시설의 돌봄제공 직원 중 1명을 선정하여, 연구목적을 이해시킨 후,
본 연구자가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복부마사지 기법을 훈련시켰다. 연구자와 연구보
조원은 실험처치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과정의 오차를 줄이고, 시술자간의 동질성을 최대로 유지하
기 위해서 본 연구의 복부마사지 프로토콜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였다. 이후 시설 돌봄제공 직
원에게 두 사람이 마사지를 시행한 후, 두 사람의 수행 순서, 압력 및 속도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
받았다.
배변사정을 담당하는 연구보조원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의 돌봄제공 직원 5명을 선정하여
연구목적을 이해시킨 후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배변사정 도구 관찰 및 작성법을 훈련
시켰다. 자료수집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자료수집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관찰자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 5명의 배변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함께 보면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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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연습을 하여 관찰자간 일치도를 높
였다. 본 연구에서 5명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Intraclass coefficient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 변
굳기에서는 0.837이었고, 배변 시 힘든 정도는 0.792, 배변소요 시간은 1.0으로 나타났다.

2.4.3 실험처치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로 Richards[25]가 제시한 복부마사지법을 기초로 김명애 등[17]이 개발
한 복부마사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인 복부마사지는 매일 1회 10분씩, 1주 6회, 2주간 총 12회 적용하였다. 시간은 문

∼

헌[22][26][27]에 의해 장운동이 활발하다는 오전 8 10시 사이에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시행하
였다.
복부마사지 방법은 복부 조직을 수기로 조작하는 것으로 우측하복부에서 결장방향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부드럽게 쓰다듬고, 주무르고, 문지르고, 누르고, 두드리고, 흔들어 주는 것으로
[25][28][29],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캐리어오일을 복부에 전체적으로 도포한다.
배꼽 주위를 상하좌우 4방향으로 다섯 박자씩 지긋이 5회 눌러준다. 이때 복식호흡을 하게
하고 숨을 내쉴 때 눌러준다.
복부에 전체적으로 쓰다듬기 동작을 다섯 박자씩 5회 실시한다.
배꼽주위를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고, 두 손끝을 포갠 후 세워서 결장방향(시계방

→

→

→

향)대로 반복해서 5회 마사지 한다(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 결장).

→

→

왼쪽 옆구리 배꼽방향, 오른쪽 옆구리 배꼽방향으로 다섯 박자씩 5회 피부를 쓸어 올린다.
양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양 옆구리에서 배꼽방향으로 5회 피부를 쓸어 올린다.
두 손을 모으고 손날을 세워 복부전체를 다섯 박자씩 3회 두드린다.
배꼽주위의 상하좌우 4방향에 양손을 얹고 다섯 박자씩 진동을 가하고, 배꼽을 지긋이 눌러
준 후 천천히 손을 떼는 동작을 5회 반복한다.
연구기간 동안 식이, 수분섭취, 유산균 음료 섭취, 활동, 화장실의 사용, 여가와 사회활동 등의
변비관련 외생변수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비관련 특성
은 기술통계,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Kolmogorov Smirnov test, 측정시점별 주당 배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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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및 배변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0.7세이며, 시설거주 평균기간은 17.5개월,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인 사람이 93.3%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여자노인이 86.7%, 의사소통은 가능한 사람이 26.7%에 불
과하며, 가능하나 응답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53.3%,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20.0%였다. 대
상자의 80%에서 식사량이 양호하였으며, 활동양상은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는 26.6%에 불과하며,
휠체어 이용이 60.1%,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대상자가 13.3%였다. 하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73.3%였
고, 거의 모든 대상자(93.3%)에서 만성적 변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조
사기간 동안 이들 약물복용의 변화는 없었다[표 1].
[표 1] 일반적 및 배변 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 Constipation Characteristics (N=15)

Variables
Age

Categories

N(%) or Mean±SD

65 ~ 74

4(26.7)

75 ~ 84

5(33.4)

85>

6(40.0)

Total(Mean±SD)
Institution residence(month)
Uneducated(illiteracy)
Educational level

Gender

Communication

Dietary amount

Activity level

Laxative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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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7±6.1)
17.5±13.9
6(40.0)

Uneducated(literacy)

5(33.3)

Elementary school

3(20.0)

Middle school>

1(6.7)

Male

2(13.3)

Female

13(86.7)

Possible

4(26.7)

Possible, but answer Accuracy uncertain

8(53.3)

Unpossible

3(20.0)

Poor

1(6.7)

Moderate

2(13.3)

Good

12(80.0)

Frequent ambulation

2(13.3)

Intermittent ambulation

2(13.3)

Wheelchair

9(60.1)

Bed-ridden

2(13.3)

Yes

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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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pation Inducing Drug*

No

4(26.7)

Yes

14(93.3)

Antipsychotics

4(26.7)

Antacid

1(6.7)

Digestive

3(20.0)

Antidepressant

3(20.0)

Analgesics

4(26.7)

Heart drug

7(46.7)

No

1(6.7)

* 중복응답

3.2 연구변수의 동질성 검정
사전조사 시 연구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정을 t-test로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정규성이 확인되었다[표 2].
[표 2] 연구변수의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variable between Two Groups

Variable

Experimental group(n=15)
M±SD

Control group(n=15)
M±SD

t

p

Frequency of bowel movement
per week

1.60±0.91

1.80±0.86

0.618

0.542

Stool consistency

2.73±0.98

3.06±1.13

0.849

0.403

Degree of difficulty with
defecation

1.70±0.84

1.39±0.59

-1.150

0.260

Time required for defecation

1.20±0.68

0.97±0.48

-1.089

0.285

3.3 복부마사지의 효과 검정
3.3.1 실험군과 대조군 각 군내에서의 주당 배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군내에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 측정시점별 주당 배변횟수를 비교하면
실험군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1주(t=2.827, p=0.007), 실험2주(t=1.825, p=0.045), 실험종료 후 1주
(t=2.256, p=0.02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변 굳기를 비교하면 실험군은 실험1주(t=-0.701,
p=0.248), 실험2주(t=0.819, p=0.213), 실험종료 후 1주(t=1.749, p=0.051)에 시기별 변 굳기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배변 시 힘든 정도를 비교하면 실험군은 실험1주
(t=-2.138, p=0.026), 실험종료 후 1주(t=-3.063, p=0.004)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배변소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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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실험군은 실험1주(t=-2.026, p=0.031), 실험2주(t=-1.816, p=0.046), 실험종료 후 1주
(t=-2.578, p=0.011)로 전체시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3-1].
[표 3-1] 각 군내에서의 주당 배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 비교
[Table 3-1] Frequency of bowel movement per week, Stool consistency, Degree of difficulty with
defecation, Time required for defecation comparison Two Groups by time

Variable
FBM

Baseline

SC
DDD
TRD
FBM

1st Intervention

SC
DDD
TRD
FBM

2nd Intervention

SC
DDD
TRD

End of the
intervention after
1 week

FBM
SC
DDD
TRD

Experimental
M±SD
1.60±0.91
2.73±0.98
1.70±0.84
1.20±0.68
2.47±1.19
2.47±1.08
1.41±0.52
1.01±0.56
2.07±0.88
2.99±1.44
1.35±0.56
0.86±0.73
2.13±1.06
3.39±1.34
1.06±0.64
0.77±0.59

group(n =15)
t
p

2.827

0.007*

-0.701

0.248

-2.138

0.026*

-2.026

0.031*

1.825

0.045*

0.819

0.213

-1.728

0.053

-1.816

0.046*

2.256

0.021*

1.749

0.051

-3.063

0.004*

-2.578

0.011*

Control
M±SD
1.80±0.86
3.06±1.13
1.39±0.59
0.97±0.48
1.80±0.41
2.70±1.03
1.53±0.77
1.07±0.68
1.67±0.62
2.78±1.07
1.47±0.77
1.03±0.58
2.13±0.83
3.52±0.84
1.14±0.56
0.90±0.47

group(n=15)
t
p

0.000

0.500

-1.280

0.111

0.961

0.177

0.899

0.192

-.619

0.273

-1.114

0.142

0.415

0.342

0.695

0.250

1.581

0.068

2.108

0.027*

-2.795

0.007*

-1.468

0.082

*p<.05(one tailed test) FBM=Frequency of bowel movement per week; SC=Stool consistency;
DDD=Degree of difficulty with defecation; TRD=Time required for defecation

3.3.2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주당 배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배변횟수의 변화를 각 측정시점의 배변횟수에서 실험 전 배변횟수를 뺀
값으로 비교하면 실험군은 실험1주(t=2.301, p=0.015), 실험2주(t=-1.792, p=0.042)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측정 시점별 변 굳기의 변화를 비교하면 전체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배변 시
힘든 정도의 변화를 비교하면 실험군은 실험1주(t=2.174, p=0.019)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실험2주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실험 1개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실험종료 후 1주(t=1.723,
p=0.050)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변소요 시간의 변화를 비교하면 실험1주(t=1.991, p=0.028), 실

험2주(t=1.932, p=0.032), 실험종료 후 1주(t=2.106, p=0.02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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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두 군 간의 주당 배변횟수, 변 굳기,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 비교
[Table 3-2] Frequency of bowel movement per week, Stool consistency, Degree of difficulty with
defecation, Time required for defecation comparison Two Groups

Variable
FBM
st

1 Intervention
-baseline

SC
DDD
TRD
FBM

nd

2 Intervention
-baseline

SC
DDD
TRD

End of the
intervention
after 1week
-baseline

FBM
SC
DDD
TRD

Experimental group(n=15)
M±SD
0.87±1.19
-0.26±1.46
-0.29±0.53
-0.19±0.36
0.47±0.99
0.26±1.21
-0.35±0.78
-0.34±0.72
0.53±0.92
0.66±1.45
-0.64±0.81
-0.43±0.65

Control group(n=15)
M±SD
0.00±0.84
-0.36±1.09
0.14±0.56
0.10±0.43
-0.13±0.84
-0.28±0.99
0.07±0.67
0.07±0.37
0.33±0.82
0.46±0.84
-0.25±0.35
-0.07±0.18

*p<.05(one tailed test) FBM=Frequency of bowel movement per week; SC=Stool consistency;
difficulty with defecation; TRD=Time required for defecation

t

p

2.301

0.015*

-0.212

0.419

2.174

0.019*

1.991

0.028*

-1.792

0.042*

-1.341

0.096

1.581

0.062

1.932

0.032*

-0.631

0.266

-0.464

0.323

1.723

0.050

2.106

0.022*

DDD=Degree of

4. 논의
본 연구는 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통제하고자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
일 대상자가 되게 무작위 교차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시설노인에게 복부마사지를 2주간 실시한 후
변비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당 배변횟수는 실험군내에서 실험1주, 실험2주에 유의하게 증가하고 실험종료
후에 유지되었다.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배변 횟수가 실험1주, 실험2주에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변비가 있는 시설노인과 병원노인, 여대생, 성인 장애인[17-19][27]에게 하제를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볼 때, 복부마사지요법은 비침습적이고, 더 비용효과적

∼

인 탁월한 중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4세 63세)과 병명(소아마비, 만성변비, 다발성 경화
증 등)을 가진 변비대상자에게 배변횟수 증가와 하제사용 감소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도[25] 본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
변 굳기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병원노인대상자에게 복부마사지와 경혈지압
을 적용하여 효과를 변 굳기로 검증한 선행연구[19]와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으나 실험전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48세 여성 단일 대상자[30]에
게 한 달간 복부마사지를 실시한 후 변 굳기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Emly 등[27]의 성인장애인 연
구에서 복부마사지가 변비약만큼 변 굳기에 있어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아 복부마사

30

Copyright

ⓒ 2015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1, February (2015)

지의 변 굳기에 대한 효과에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차후 연령대별
비교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변 시 힘든 정도는 실험군에서 실험1주, 실험종료 후 1주에 부분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실험1주와 실험종료 후 1주 측정시점에서 힘든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병원
노인대상자에게 복부마사지와 경혈지압을 적용하여 효과를 배변 시 힘든 정도로 검증한 선행연구
[19]와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으나 실험1주와 실험2주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복부마사지의 효과를 자가보고형 변비사정척도[31]로 측정하였으며
[17][18][32], 자가보고형 변비사정척도의 8문항 중 ‘힘들고 아프다’의 문항이 있지만 복부마사지의

효과가 항목별로 분석이 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배변소요 시간은 실험군의 실험1주, 실험2주, 실험종료 후 1주의 전체 시점에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전체 시점에서 배변소요 시간이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다. 병
원노인대상자에게 복부마사지와 경혈지압을 적용하여 효과를 배변소요 시간으로 검증한 선행연구
[19]와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으나 실험1주와 실험2주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 선행연구에서 자가보고형 변비사정척도의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의 비슷한 문항이 있
지만 역시 항목 별 분석이 되지 않아 복부마사지의 효과를 배변소요 시간으로 측정한 본 연구결과
와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18][20][32]의 대부분은 자가보고형 변비사정척도[31]로 측정하
였고, 배변 시 힘든 정도는 ‘힘들고 아프다’와 배변소요 시간은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의 비슷
한 문항이 있었으나 항목별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비교는 불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부마사지가 변비에 효과를 보인 기전을 보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26] 주당 배변횟수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복부마사지가 복부에 기
계적 자극을 줌으로써 복부의 근육긴장도가 증가됨에 따라 변 배출을 촉진하여[27][33], 직장 출구
지연을 단축시킴으로써 배변 시 힘든 정도나 배변소요 시간의 감소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시설노인에게 실시한 복부마사지는 주당 배변횟수,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간에서 효과가 있었으므로 시설노인의 변비완화 중재로 복부마사지의 사용을 제안한다. 하지만
복부마사지 후에도 배변횟수가 변비의 기준인 주 3회 이하의 상태이고, 복부마사지가 변 굳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변비완화를 위해 추가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변비완화를 위해 복부마사지 외에 운동중재를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시설여자노인을 대상으로 하지관절운동을 실시한 연구[31]와 부동 상태인 60세 이상 노인에게 복
부마사지와 운동을 적용한 연구[34]에서의 복부마사지의 효과는 변실금과 관장횟수는 감소하고, 배
변횟수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복부마사지와 운동을 병행한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수행을 권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설 노인은 보행이 가능하지 않은 대상자가 많아 침상 운동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연구에서는 운동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변비완화에 어떤
침상운동 중재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노인대상[19]연구에서 복부마사지와 경혈지압을 적용하여 주당 배변횟수, 배변 시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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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배변소요 시간에서 복부마사지 단독 중재와 같은 효과를 보고하였으므로 복부마사지의 시설
노인의 변비 완화중재로 높은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노인대상은 아니지만 복부마사지와 복
부경락마사지의 효과를 비교한 여대생[18], 정형외과 수술 후 기동장애 환자, 뇌졸중환자, 편마비환
자[35-38]연구에서 복부경락마사지가 복부마사지보다 변비완화에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복부경락마사지는 처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수기술이 단순하
지 않아 쉽게 배워 시설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부마사지는 누구나 쉽게 배워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비침습적이므로 시설의 돌봄제공 직원이 적용할 수 있는 비용효
과적인 측면에서 본 중재 프로그램은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변비 측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 시설입소 노인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변비 증
상과 배변횟수에 대한 응답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사용하
는 자가보고형 변비사정도구로는 변비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객관적인 관찰이 요청된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이런 노인이었음으로 변비 측정에 관찰척도를 사용하였다. 관찰척도를 이용
하여 배변상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배변 확인을 위해서 24시간을 관찰하기는 어려워
근무 중인 돌봄제공 직원이 배변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배변측정에 대해 여러 명의 돌봄제공 직원
을 관찰자로 훈련시키고, 관찰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교
대 근무 특성 상 관찰자로 선택된 직원 5명에게 1주일 동안 5건의 변 관찰 훈련을 통해 관찰자간
신뢰도가 높게 나왔으나 앞으로 더 높은 관찰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자 건수를 늘리
고 충분한 시간배정을 하여 관찰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변비상태를 측정하는 관찰척도에는 변 굳기에 대한 도구는 있지만 배변 시 힘든 정도, 배
변소요 시간에 대한 관찰도구가 전혀 없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변 시 힘든
정도는 외현적 통증반응 평정척도[24]를 참고로 하여 배변 시 눈썹의 움직임, 입술을 깨무는 등의
얼굴 표정의 변화, 신음소리의 3개 지표를 종합하여 1개 항목의 관찰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는
데 앞으로는 배변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를 규명하고,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관찰도
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배변소요 시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측정지침이 마련되어야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복부마사지는 고령이면서 활동수준이 매우 저조한 시설노인의 변비를 완화시
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시설노인의 변비완화 중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같은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되도록 하는 교차실험설계를
하고, 동일 시설의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외생변수를 통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였고, 의사
소통이 어려운 시설노인 변비대상자에게 비용 효과 면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복부마사지를 실시
한 후 시설의 돌봄제공 직원을 활용하여 관찰척도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 요양시설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수가 적고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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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변비가 있는 시설노인에게 복부마사지를 적용하여 변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로 무작위 교차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주당 배변횟수가 실험1주(t=2.301, p=0.015), 실험2주(t=-1.792, p=0.042)에서 증가
하였고, 배변 시 힘든 정도는 실험1주(t=2.174, p=0.019), 실험종료 후 1주(t=1.723, p=0.050)에 부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배변소요 시간은 실험1주(t=1.991, p=0.028), 실험2주(t=1.932,
p=0.032), 실험종료 후 1주(t=2.106, p=0.022)에도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복부마사지는 시설노인의 주당 배변횟수, 배변 시 힘든 정도, 배변소요 시
간에 효과가 있음을 검정하였으므로 시설노인의 변비완화중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시설노인에 대한 복부마사지의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 복부마사
지가 변 굳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변 굳기에 영향을 주는 중재방안에 대한 연구, 복부마사
지 단독으로는 시설 노인의 변비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단독의 복부마사지와 복합중재
의 효과에 대한 비용효과 연구, 장기간의 복부마사지로 하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노인의 배변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관
찰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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