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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두통은 인류출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긴장과 관련된 만성

통증의 하나일 뿐 아니라 두통자체로서 단일 질환이다

(Black, Hawks & Keene, 2001).

1998년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두통 

유병률은 68%이며(Roh, Kim & Ahn), 미국의 역학조

사에 의하면 매년 미국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

하며(Lipton, Stewart & Diamond, 2001), 성인의 

25%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그 중 약 9%는 매주 

처방 또는 비처방 약물을 복용한다고 하 다(Kaufman, 

Kelly & Rosenberg, 2002).

만성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우울, 스트

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증상과 수면장애, 목의 통증과 같

은 신체적 증상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Kaniecki, 2003; DeGood, 

1997).

이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으로 약물요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대부분 두통환자들이 약국에서 자가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고 두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만 병

원을 찾게 되므로 약물남용이 되기 쉽고(박현숙 1995; 

이 진, 1998), 진통제를 남용하면 만성 매일두통

(chronic daily headache)을 초래하므로 약물오남용으

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Millea, 2002). 

이렇게 약물요법이 두통치료에 비효과적이며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 보완대체요법이 두통치료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Elsenberg, Kessler, Rompay, 

Kaptchuk & Wilkey et al., 2001), 두통환자를 대상

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한 국내외 연구에는 이완법(노

유자, 김남초와 김희승, 1990), 인지행동전략 훈련

(James, 1991), 치료적 접촉(Keller & Bzdek, 

1986), 마사지요법(Quinn, Chandler & Moraska, 

2002), 침요법(홍연란, 2001; Lu D.P., Lu G.P & 

Kleinman, 2001), 유도심상법(Ilacqua, 1994), 최면

요법(Spinhoven & Kuile, 2000), 향요법(한선희, 

2002), 행동치료(Baumann, 2002), 카이로프랙틱

(Tuchin, 1999)과 두개천골요법(Upledger, 1997) 등

이 있다.

두개천골요법(Craniosacral therapy; CST)은 

Upledger(1983)가 개발한 수기요법으로서 두개천골계

를 조정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두통의 원인을 교정해주며

(Appleton, 1999; Shea, 1995), 중추신경계와 자율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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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스트레스 감소와 이완반응을 촉진시키므로 혈압, 심

박동수, 호흡수, 두개천골리듬 횟수를 감소시킨다

(Upledger, 2002; Upledger & Vredevoogd, 1979).

이렇게 두개천골요법은 만성 두통에 효과적인 치료법

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두개천골요법에 대한 

소개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만성 두통환자에게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하여 두통완화, 생리적 변화 및 우울과 스트레스 등

의 두개천골요법의 효과를 검정하여 두개천골요법을 두

통 간호중재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을 알아본다.

2) 두개천골요법 적용으로 인한 두통완화의 효과를 파악

한다.

3) 두개천골요법 적용이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만성두통 환자

만성두통 환자는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서 일차성 두통

인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두개

천골요법 적용 시점에서부터 3개월 이상 두통을 경험하

고, 조사 당시에 두통시각상사 척도에서 40점 이상의 

중등도 두통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2) 두개천골요법

두개천골요법은 발꿈치, 발등, 허벅지, 장골, 늑골, 어

깨, 두정골, 전두골, 후두골의 9개 부위의 두개천골 리듬

을 평가하고, 정지점, 몸의 가로격막 풀기와 두개골 교정 

기법들로 되어 있는 10단계 프로토콜(Upledger, 2002)

을 적용하는 것이다.

3) 두개천골요법의 효과

두개천골요법의 효과는 두통정도와 혈압, 맥박, 호흡, 

두개천골 리듬 등의 생리적 변화, 우울과 스트레스의 심

리적 변화에 대한 두개천골요법 적용 전후의 점수 차이

를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1. 만성두통

두통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흔한 증

상이면서 단일질환이기도 하며, 그 원인은 100여개 이상

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두통에 대한 많은 

연구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만 성공적인 치료개발이라

는 과제를 안고 있다(정성창, 1993; Levin, 2002). 그

런데 두통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 변화를 초래하여 좌절, 분노, 그리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향을 받는다(DeGood, 1997). 

만성두통의 분류는 1988년 국제 두통학회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에서 제시한 두통

의 분류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차적 

두통은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집성 두통, 구조적 병소

와 무관한 두통이고, 그 외의 두통은 이차성 두통에 해

당된다.

두통과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편두통군이 정상군

보다 우울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이병환, 임종국, 

윤도경, 최윤선과 조경환 외, 2002; Lamberty, 

1992), 두통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두

통이 심하다고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정서에 초점을 둔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손애

리, 1995).

최근에는 만성두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보완대

체요법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에 대

한 국내의 간호중재 연구는 긴장형 두통을 호소하는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유자 외, 1990; 한선희, 

2002)와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

란, 2001)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완대체요법의 하나인 두개천골요법을 만성

두통환자에게 적용하여 두통완화를 위한 독자적 간호중

재로서 임상에서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연구가 필

요하리라 본다.

2. 두개천골요법

정골요법 의사인 Sutherland(1939)가 처음으로 두

개천골계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두개골의 뼈들이 정

상 어른에서도 뇌척수액의 압력차에 따라 율동적으로 움

직이며 뇌가 수축하고 확장한다는 것을 확인하 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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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것을 두개천골 리듬이라고 명하 다.

두개천골계(craniosacral system)는 뇌와 척수를 둘

러싸고 있는 경막, 결합조직, 뇌척수액, 그리고 뇌척수액

의 생산 조절과 관련된 구조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

경계, 근골격계, 혈관계, 임파계, 내분비계, 호흡기계 등

에 향을 미친다(Upledger & Vredevoogd, 1983). 

경막은 위로는 두개골, 아래로는 천골에 붙어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두개골의 움직임에 따라서 천골의 움직

임이 조정되므로 두개골이 굴곡되면 천골의 끝부분은 위

쪽과 뒤쪽으로 움직이며 반대로 확장되면 천골은 아래쪽

과 앞쪽으로 움직인다(Cohen, 1995).

두개천골 리듬은 대칭, 양상, 진폭, 횟수를 측정하여 

평가하는데, 만일 두개천골 리듬의 진폭이 좁으면 환자

의 활력이 감소된 것으로 저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만약 비대칭으로 촉진되는 부위가 있

다면 그 부위에 병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두개천

골리듬 횟수의 정상범위는 분당 6∼12회이다(Upledger, 

1983).

두개천골요법은 Upledger(1983)가 개발한 치료와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두개천골계에 

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평가하여 교정하며, 대상자 스스

로가 두개천골계를 바르게 교정해나가도록 촉진하고, 치

료자는 5gm 정도의 약한 힘으로 부드럽게 작업하기 때

문에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기법이다(Upledger, 2002). 

Upledger 등(1993)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

게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통증이 완화되고, 

우울, 불안, 편집증, 절망감 등의 심리적 증상이 호전되

었다고 하 다. 두개천골요법이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등의 만성두통과 목과 어깨의 통증, 만성요통, 중추신경

계 장애, 근골격계 문제 등에 효과가 있으며 두개천골요

법으로 만성두통을 완치시켰다는 많은 사례가 있다

(Danese, 1989; Heinrich, 1991; Lyttle, 1996; 

Upledger, 1995; Upldeger, Retzlaff & Vredevoogd, 

1978; Wilson, 199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두개천골요법이 만성두통에 매

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치료경험이나 사례연

구가 대부분이므로, 만성 두통환자에게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하여 두통완화의 효과를 검정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

리라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두개천골요법을 만성 두통환자에게 주 1회 

60분씩 6주간 적용하여 두개천골요법 전후의 두통완화 

정도와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

여 단일군 전후 반복측정 실험연구 설계를 이용하 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1개 종합병원에 만

성두통으로 내원한 성인 환자로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서 일차성 만성두통인 편두통, 긴장형 두통으로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며, 중등도(VAS 40.0) 

이상의 두통을 호소하 고, 만성두통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급성질환이나 악성말기 질환이 없는 자로서 총 31

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을 위한 설

문지는 연구자가 문헌(이 진, 1998; 최현림, 1999)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2) 두통정도

두통정도는 Chine 등(1992)이 개발한 100mm 시각

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

하여 설문지에 그려진 한 쪽 끝은 “머리가 아프지 않다”

는 0점이며, 다른 쪽 한 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머리

가 아프다”는 10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100mm의 선에 

연구대상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하 다.

3) 생리적 측정도구

 (1) 혈압, 맥박 및 호흡

혈압과 맥박은 전자혈압계(Model SM-600)를 사용

하여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왼쪽 팔의 상완동맥에

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 고 호흡수는 대상자의 의식적 

호흡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모르게 대상자의 머리

맡에서 1분 동안 측정하 다.

 (2) 두개천골 리듬

두개천골 리듬을 발꿈치, 발등, 허벅지, 장골, 늑골, 

어깨, 두정골, 전두골, 후두골 등 9개 부위에서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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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개천골리듬 횟수는 발꿈치에서 1분 동안 측정하 다.

4) 심리적 측정도구

 (1) 우울

우울정도는 Beck 등(1961)이 개발하고 한홍무 등

(1986)이 번안하고 표준화 연구를 시행한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 다. 총 21문항이며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4단계로 배열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977이었다.

 (2) 스트레스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스트레스 점수는 Goldberg 

(1978)의 GHQ-60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45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측정표(Pys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이용하 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검정결과 α계수가 0.94(대한예방의학회, 1993) 다. 각 

항목의 점수는 0점에서 3점까지 4단계로 산정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45 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3년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C병

원의 진료실에서 연구자가 두개천골요법을 각 대상자마

다 총 6회 실시하 으며, 한 세션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이었다. 첫 세션 전에 일반적 및 두통관련 설문지, 

우울 및 스트레스 설문지를 수집하 고 매회 두개천골요

법 세션 전후에 두통정도, 혈압과 맥박, 호흡수, 두개천

골리듬 횟수를 측정하 다. 두개천골요법 적용 마지막 

세션 후에 우울과 스트레스 설문지를 재수집하 다.

5. 연구자 훈련과정

본 연구자는 2003년 1월 4주간 미국 뉴욕에서 

Upledger 연구소에서 실시한 Craniosacral Therapy 

level 1 workshop에 참석하 고, 2003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Craniosacral 

Therapy level 2 workshop에 참석하여 이론과 실기를 

보강하 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Version 10.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두개천골요법 적용 전 후의 두통정도, 

혈압, 맥박수, 호흡수 및 두개천골리듬 횟수, 스트레스와 

우울정도의 차이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 고 두

개천골요법 매 세션 후의 실시간 두통완화 정도와 생리

적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 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87.1%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12.9%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결

혼상태에서는 미혼이 58.1%, 기혼이 41.9% 다. 대상

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38.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주부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입은 200∼299만

원이 45.2%로 가장 많았다.

<표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

   구  분 특  성 빈  도 백 분 율

성별
남

여

4

27

12.9

87.1

연령(세)

≤19

20-29

30-39

40-49

50-59

≥60

2

12

4

5

6

2

6.5

38.7

12.9

16.1

19.3

6.5

결혼상태
미혼

기혼

18

13

58.1

41.9

교육정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5

6

12

8

16.1

19.4

38.7

25.8

직업

주부

학생

회사원

상업

13

9

6

3

41.9

29.0

19.4

9.7

월수입

≤100

100-199

200-299

300-399

4

6

14

7

12.9

19.3

45.2

22.6

2. 연구대상자의 두통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두통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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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통진단별로 보면 ‘긴장형 두통’이 54.8%, ‘편두통’

은 45.2%이었다. 두통발병 연령으로는 20∼29세가 

35.5%로 가장 많았고, 두통의 빈도는 ‘일주일에 7회 이

상 아프다’가 64.5%로 가장 많았다. 두통발생부위로는 

‘관자놀이 주변의 편측성’이 45.2%이 가장 많았으며, 두

통발생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74.2%로 가장 많았고, 두

통의 통증양상에서 ‘맥박에 따라 욱신욱신 쑤신다’는 응

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두통의 동반증상으로 ‘어깨

가 아프다’는 호소가 71.0%로 가장 많았다.

3. 두개천골요법 적용 전후의 두통완화,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

두개천골요법 적용 전후의 두통완화, 생리적 및 심리

적 변화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두개천골요법 적용전

후의 두통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96, p<.001). 두개천골요법 적용 전후에 따른 

생리적 변화 중에서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수축기압

(t=3.61, p=.001), 이완기압(t=2.04, p=.051), 맥

박수(t=3.39 p=.001), 호흡수(t=4.36, p<.001)와 

두개천골리듬 횟수(t=5.97,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우울점

수(t=6.63, p<.001)와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스트

레스 점수(t=5.99,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4. 두개천골요법 적용 기간대별 두통정도와 생리적 변화

두개천골요법을 6회 시행하여 두통정도와 생리적 변

화를 실시간별로 반복 측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두

통정도는 1세션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t=11.495, 

p<.001), 6주간의 두개천골요법 적용하는 동안 지속적

<표 3> 두개천골 적용 전후의 두통정도,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

                      구분

  요인

적용 전 적용 후
t p

Mean±SD Mean±SD

두통정도

수축기압

이완기압

맥 박 수

호 흡 수

두개천골리듬

우    울

스트레스

71.58±13.23

126.61±16.60

80.38±23.96

72.55±7.94

19.74±2.90

11.39±3.46

 22.94±9.45

 58.34±8.18

13.23±8.15

113.06±19.13

73.29±8.18

67.97±5.87

17.48±2.20

7.45±1.34

 11.77±7.32

 48.72±6.34

22.96

3.61

2.04

3.39

4.36

5.97

6.627

5.987

.000

.001

.051

.001 

.000

.000

.000

.000

<표 2> 연구대상자의 두통발생 관련 제 특성     

(N=31)

특   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진 단 명 긴장형두통

편  두  통

17

14

54.8

45.2

발병연령 10∼19

20∼29

30∼39

40∼49

  ≥50 

8

11

5

5

2

25.8

35.5

16.1

16.1

6.5

빈 도/주 1∼2회

3∼4회

 ≥7회

5

6

20

16.1

19.4

64.5

발생부위 편측성

양측성

후두부

전  체

14

8

4

5

45.2

25.8

12.9

16.1

발생요인* 스트레스

피    로

생    리

긴    장

담    배

   술

23

15

9

7

3

2

74.2

48.4

29.0

22.6

9.7

6.5

두통양상* 맥박에 따라 욱신욱신 쑤신다

묵직하고 뻐근하다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조이는  듯 아프다

머리가  쪼개지는 듯 아프다

13

10

8

7

7

41.9

32.3

25.8

22.6

22.6

동반증상* 어깨가 아프다

목뒤가 뻣뻣하다

메스껍다

어지럽다

불안하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열감이 든다

우울하다

얼굴이나 눈이 붉어진다

22

20

15

15

14

12

8

7

7

71.0

64.5

48.4

48.4

45.2

38.7

25.8

22.6

22.6

 *복수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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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소를 보 다(F=86.14, p<.001). 수축기혈압도 1

세션부터(t=4.554, p<.001), 지속적인 감소를 보 으

나(F=6.99, p<.001) 이완기혈압은 3세션부터 유의하

게 감소를 보 다(t=4.693, p<.001). 맥박수는 1세션

부터(t=5.710, p<.001)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F=6.19, p<.001), 호흡수도 1세션부터(t=8.736, 

p<.001)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F=7.93, p<.001). 두

개천골리듬 횟수도 1세션부터(t=7.782, p<.001), 지속

적인 감소를 보 다(F=22.84, p<.001).

 

Ⅴ. 논    의

본 연구는 만성 두통환자를 대상으로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하여 두통완화정도,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 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성의 두통 발병률이 남성보다 더 많고 

젊은 층에서 빈발하다는 연구결과(정성창, 김재홍 이명

희, 1993; 조용진, 1998; 최현림, 1999)와 일치하

다. 대상자의 두통관련 특성 중에 두통동반 증상에서 목

과 어깨가 아프다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두통발생요인

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두통을 호

소하는 환자들에게서 만성두통을 완화시켜줌은 물론이며 

두통관련요인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전일적

(holistic)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개천골요법 적용하 더니 두통정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 으며, 두개천골요법 적용기간에 따른 반복분산측정

을 한 결과에서도 첫 회부터 두통완화의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몇몇 대상자들은 첫 회의 두개천골요법 후에 두

통이 완전히 사라짐을 보고하 다. 이로써 두개천골요법

이 어떠한 두통에서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한 후에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호흡수가 감소하 는데, 이는 두개천골요법이 중

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감소와 

이완반응을 촉진하므로 호흡, 심박동, 혈압을 감소시킨다

(Upledger, 2002)는 사실을 강하게 지지하 다. 또한 

두개천골요법 적용후 두개천골리듬 횟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Upledger 등(1993)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 는데 이 결과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사

<표 4> 두개천골요법 적용 기간대별 두통정도와 생리적 지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N=31)

        기간

   요인  
적 용 전 1 세션 후 2 세션 후 3 세션 후 4 세션 후 5 세션 후 6 세션 후 F p

두 통 정 도

(Mean±SD)

차이 검정

71.58±14.04 24.81±18.88

11.495***

26.84±13.98

14.820***

24.03±15.71

13.649***

21.90±12.99

16.482***

19.23±10.91

18.130***

13.23±8.15

22.957***

86.14 .000

수 축 기 압

(Mean±SD)

차이 검정

126.61±16.55 120.10±15.35

4.554***

117.13±14.52

4.853***

113.13±13.95

6.894***

118.26±14.81

4.549***

116.94±15.84

5.176***

113.06±18.75

3.618***

6.99 .000

이 완 기 압

(Mean±SD)

차이 검정

80.38±23.96 74.00±8.45

2.556*

75.22±9.15

2.003

71.45±8.74

4.693***

72.71±8.16

3.195**

72.87±9.04

3.171**

73.29±7.93

3.202**

3.38 .003

맥  박  수

(Mean±SD)

차이 검정

72.55±7.94 66.42±8.03

5.710***

66.84±7.96

4.099***

65.87±6.64

5.064***

67.74±6.85

3.703***

66.71±7.18

4.432***

67.97±5.87

3.396**

6.19 .000

호  흡  수

(Mean±SD)

차이 검정

19.74±2.90 16.90±2.64

8.736***

16.94±3.36

4.307***

17.26±3.07

4.122***

17.55±1.88

5.030***

17.77±1.67

4.320***

17.48±2.20

4.356***

7.93 .000

두개천골리듬

(Mean±SD)

차이 검정

11.38±3.46 7.97±1.47

7.782***

8.13±1.48

5.327***

7.71±1.19

6.510***

7.81±1.51

6.052***

7.94±1.34

6.609***

7.45±1.34

5.972***

22.84 .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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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균형이 발생하여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McPartland, 1997).

만성 긴장형 두통에 대한 Holroyd, Nash, Pingel, 

Cordingley & Jerome(1991)의 연구에서 인지요법을 

실시한 군이 약물요법을 실시한 군보다 두통과 우울점수

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긴장형 두통에 향 요법을 적

용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한선희, 2002), 편두통

환자에게 16회의 카이로프랙틱 요법을 실시했더니 두통

과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Tuchin, Pollard 

& Bonello, 2000)는 두개천골요법 적용후에 우울과 스

트레스가 감소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으며 두개천

골요법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성 두통환자에게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하

여 두통완화정도,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의 효과를 규명

하고자 시도한 단일군 전후실험연구로서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이었고, B광역시 C

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두통환자 31명을 대상으로 두개천

골요법을 매주 1회 60분씩 6주간 실시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두통정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2.96, p<.001).

2.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수축기혈압(t=3.61, p= 

.001), 이완기혈압(t=2.04, p=.051), 맥박수(t= 

3.39, p=.001), 호흡수(t=4.36, p<.001), 두개천

골리듬 횟수(t=5.97,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개천골요법 적용전후의 우

울점수(t=6.627, p<.001)와 스트레스점수(t=5.987, 

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두개천골요법을 6회 시행하여 두통정도와 생리적 변

화의 평균값을 실시간별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

정한 결과 두통정도는 1세션부터 6주간 지속적인 감

소를 보 다(F=86.14, p<.001). 수축기혈압도 1세

션부터 지속적인 감소를 보 으며(F=6.99, p<.001). 

이완기혈압은 3세션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 다

(t=4.693, p<.001). 맥박수(F=6.19, p<.001), 

호흡수(F=7.93, p<.001), 두개천골리듬 횟수(F= 

22.84, p<.001)도 6주간 두개천골요법 적용기간 동

안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만성 두통환자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을 통제하고, 

대조군을 설정하여 두개천골요법을 적용하는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2. 만성두통 완치의 시기나 두통의 재발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3. 다양한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두개천골요법의 효

과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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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 : Chronic headache, Craniosacral 

therapy, Depression, Stress

The Effects of 

Craniosacral Therapy 

on Chronic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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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Craniosacral therapy(CST) on the 

chronic headache patients, and the research was 

used the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31 chronic headache patients, who 

received Craniosacral therapy by once per week 

for 6 week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 2003 to August 28, 2003.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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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 effects of craniosacral therapy, 

Visual Analogue Scale(VAS) for headach 

intensity, blood pressure, pulse rate, respiration 

rate, craniosacral rhythm rate, depression and 

stress perception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intensity of headache 

(V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each 

session of Craniosacral therapy(F=86.14, 

p<.001).

2) The mean score of systolic blood pressu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each session of 

craniosacral therapy(F=6.99, p<.001), and 

the mean score of diastolic blood pressu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3rd session of 

    Craniosacral therapy(t=5.710, p<.001). The 

means of pulse(F=6.19, p<.001), respiration 

(F=7.93, p<.001) and craniosacral impulse 

rate(F=22.84, p<.001)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each session of Craniosacral therapy.

3) The means score of depression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Craniosacral therapy(t= 

6.627, p<.001) and stress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Craniosacral therapy(t= 

5.987, p<.001).

Therefore, thes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raniosacral therapy could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the intensity of 

headac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