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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내관(P6) 지압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의 오심ㆍ구토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항암화학 치료를 받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내관(P6) 지

압이 항암화학 요법 중 오심ㆍ구토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함

으로써 지압의 효과를 확인하고 암환자의 입원 시 간호 및 퇴원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시내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 2개 병동에 항암화학 요법

을 받기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입원한 난소암 환자 10인을 대상으

로 하 으며,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한번씩 속하게 함으로써 최대

한으로 동질성을 맞추기 위한 역처치 전ㆍ후 설계를 사용한 실험연구이다.

 연구 도구는 오심ㆍ구토 측정도구인 Rhodes외 2인(1984)이 개발한 INV-2를 

Rhodes와 McDaniel (1999)이 수정 보완한 INVR를 김 재외 4인(2000)이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INVR을 이용하 고, 불안과 우울, 

피로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항암화학요법 전 대상자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Sutherland 등 (1988)이 개발한 LASA Scale (The Linear Analogue Self 

Assessment Scale)을 김 진(2002)이 사용하여 검증한 것을 이용하 다. 

 

다음은 연구의 결과이다.

1) 제 1가설: "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

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오심 정도가 낮

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z=-2.856, p=.019).

2) 제 2가설: "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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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헛구역질 정

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z=-1.378, p=.168).

3) 제 3가설: "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

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구토 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z=-.985, p=.325).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다는 제한점을 가지지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중 점심, 저녁 식사 30분전에 제1일에 2회, 제2

일에 2회, 제 3일에 1회, 양쪽 내관(P6)에 각각 5분씩 1회에 총 10분간 지압을 

실시하면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오심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 다.

핵심되는 말: 내관(P6) 지압, 오심, 구토, 헛구역질, 항암화학요법,  

난소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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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암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의 경우도 에외는 아니다.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는 위암, 간암, 폐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의 경우 1998년 한국 암등록 조사서에 의한 암환자 등

록 현황을 살펴보면, 유방암 발생이 2위로 14.1%, 자궁경부암이 3위로 13.0%, 

난소암이 8위로 3.9%를 차지하여 이 3가지 암이 전체 여성암 발생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욱 등 ,2000a). 이중 난소암의 경우 발생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특이한 증상이 없고 조기 진단법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증

상이 발현되었을 때에는 이미 악화된 경우가 많아서 여성 생식기의 악성 종양 

중 가장 예후가 불량하고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욱 등, 

2000b).

암 치료 방법에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항암 화학요법은 과거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시도해 보

는 보조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암세포의 성장에 대한 이해가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항암 화학요법제가 개발되고, 여러 약제를 함께 사용하

는 약물 병합치료가 단독치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혀짐에 따라 항암 화학요법은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 널리 적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되었다(Cotanch, 1983).

 항암 화학요법은 치료효과는 높으나, 항암 화학요법제가 암세포는 물론 정

상세포를 손상시켜 오심, 구토, 식욕부진, 구내염, 골수기능 저하, 변비, 탈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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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이중에서도 오심과 구토는 대부분의 항암 화학요

법을 받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은,1990; Coates, 1983; 

Griffin 등, 1996).  화학치료약물 중 cisplatin이 오심과 구토를 가장 많이 일으

키는 제재로 알려지고 있으며, cisplatin은 용량이나 스케줄과는 무관하게 오심

과 구토를 일으키고, fluorouracil 등의 항대사성 약물에서의 오심과 구토는 용

량에 좌우되며, 식욕부진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이우주, 1997).

오심, 구토가 계속되는 경우 양장애, 탈수, 전해질 불균형, 감염의 위험 등

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심한 경우 우울, 불안, 제한된 사회생활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오심, 구토를 경험하는 환자의 1/3 이상이 치료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하며, 화학요법제의 양을 줄이거나 연기 또는 포

기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Jenns, 1994).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질병 자체보다도 더욱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적극적인 간호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오심ㆍ구토의 발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보고(Jenns, 

1994; 신계 , 1986)가 있으나 이들 보고들은 각기 다양한 화학요법제와 다양

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므로 특정암이나 특정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에 의한 오심, 구토 환자에게 그 시기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김매자 등, 1996).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 받는 암환자의 오심, 구토를 경감시키기 위한 약

리적, 비약리적 간호중재 방법이 오래 전부터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약리

적 중재로는 항 구토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 약물만으로는 오심, 구토

를 일으키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Seigel & Longo, 1981). 따라서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시 오심, 구토를 감소시키기 위한 비약리적 간호중재 방

법으로 바이오 피드백(Burish, 1992), 이완요법(Burish, 1992; Cotanch,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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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man 등, 1990; Carty, 1990), 심상요법(Carty, 1990; Troesch 등, 1993; 

Frank, 1985), 지압(Dibble 등, 2000; Dundee 등, 1990), 음악요법(Frank, 1985)

등이 널리 적용되어 왔다.

암환자들은 현대의학의 첨단 의료기술로도 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적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여 대체의료를 찾는 경향이 있다(유경희 등, 

1993). 미국에서는 전체 성인의 약 34%가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대체의료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고(Eisenberg 등, 1993), 국내에서는 240명의 암환자들을 조

사해본 결과 42%가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 다(보건복지부, 

1997).

보완, 대체요법 중 하나인 지압은 중국에서 발달되었으며, 신체의 지압점

(acupuncture point)을 자극하는 대체요법으로 손 또는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

락을 이용하여 압력을 주는 것이다. 지압의 기능은 경락상에 경혈과 반응점을 

자극하여 경맥을 소통시키고, 막힌 것을 열어주며 인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리적 및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서 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이며, 혈압

하강, 긴장완화, 피부와 근육, 관절과 그 주위 결합조직, 통증완화, 말초 감각

계와 신경계통, 혈액계와 임파계, 물질대사와 내분비 기능, 내장장기와 운동기, 

수면장애, 무기력 완화, 조혈계 및 면역계에 대한 생리적 활성을 높이고 병리

적 과정을 제지 조절함으로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왔다(고광석, 1993). 지압은 적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Dibble 등, 

2000).

Kenyon(1988)은 오심과 구토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지압부위로 내관

(內關; P6)과 족삼리(ST36)를 추천하 으며, 내관(P6)은 구기, 구토, 신경증, 불

면증, 위통, 흉통, 중지마비, 건초염에 이용되는 경혈로(김두원, 1999), 여러 한

의학, 침술 및 지압 교과서에서 오심, 구토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경혈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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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김두원, 1999; 김창환,  김용석, 2001; 황종찬, 2002).

 내관지압의 오심, 구토 경감효과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서, 내관(P6)

에 지압을 적용하면 화학요법시 오심, 구토뿐만 아니라 임신 시 오심, 구토

(Belluomini 등, 1994)  및 수술 후 오심, 구토(Alkaissi 등, 1999) 감소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

자에게 sea- band를 사용하여 지압을 적용한 연구(Stannard, 1989), 항암화학 

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 17명에게 10일 동안 매 아침마다 그리고 

오심이 있을 때마다 내관(P6)과 족삼리(ST36)에 지압을 적용한 연구(Dibble 등, 

2000)등이 있으며 오심 경험, 오심 강도 및 구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심, 구토에 지압을 적용한 연구는 두 편으로 

한 편은 수술 후 첫 항암요법을 받는 위암환자 40명중 실험군(20명)에게 항암

화학요법 5일간 매일 3회 매회 5분 동안 연구자가 직접 내관을 지압하고, 그 

외의 시간에 오심, 구토를 경험할 때마다 환자와 보호자가 내관 부위를 5분간 

자가 지압을 시행한 연구로 오심 구토 정도, 오심 지속시간 및 구토 횟수 감

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신미숙, 2002). 다른 한편에서는 

폐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에게 항암화학 요법 기간동안 내관(P6) 지

압을 시행하 으며, 대조군(placebo group)에게는 내관(P6)에서 떨어진 지점으

로 경락을 피해서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sham 지압을 적용하 다. 그 결

과 내관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과 placebo 지압을 실시한 대조군 사이에 오심 

구토정도, 오심 지속 시간 및 횟수, 오심 불편감 정도를 감소시키는 유의한 효

과를 나타내었다(김 진, 2002).

이러한  내관(P6) 지압처치는 난소암 환자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인

가라는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김 진(2002)이 개발

한 내관지압 프로토콜에 따라서 내관지압을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난소

암 환자에게 적용하여 오심구토 완화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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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의 오심 구토 정도를 파악하

고, 내관(P6) 지압을 적용하여 오심구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게 내관(P6) 

지압을 적용하여 지압여부에 따른 항암화학요법 일주기 내 오심 구토의 차이

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의 가설

제 1가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험

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오심 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2가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험

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헛구역질 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3가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험

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구토 정도가 낮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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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암 화학약품을 투여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전문의로부터 난소암을 진단 받고 제 1일에 Taxol이나 Taxotere, 

Genexol, 제 2일에 cisplatin이나 carboplatin을 병합하여 약물을 정맥 내로 투

여하는 병합요법을 의미한다.

2) 오심, 헛구역질, 구토

오심(nausea)은 구토가 일어나지는 않고 목이나 식도의 뒤쪽에 불쾌하고 파

도치는 것 같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관찰될 수 없는 현상이며, 헛구역질

(retching)은 구토물의 배출 없이 구토와 같은 위와 식도의 운동이고, 구토

(vomiting)는 구강으로 위, 십이지장, 공장의 내용물의 강제적인 배출로서 객

관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Rhodes와 McDaniel(1999)이 개발한 INVR 

(Rhodes Index of Nausea, Vomiting and Retching)을 김 재 외 4인(2000)이 

한국어로 번안한 INVR을 이용하여 오심의 기간, 오심의 발생빈도, 오심으로 

인한 불편감, 구토의 빈도, 구토의 양, 구토로 인한 불편감, 헛구역질의 빈도, 

헛구역질로 인한 불편감 등의 8개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화 한 것으로 0점에서 

32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오심, 구토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3) 내관(P6) 지압

내관(P6)은 수완관절, 전면 위, 장장근건과 요완굴근건 사이에 있으며 대릉 

혈(손목 접히는 부위)에서 손가락 2마디만큼 올라가 두 힘줄 사이에 있는 경

혈로(김두원, 1999) 본 연구에서는 팔의 손목관절에서 안쪽으로 손가락 2마디

만큼 올라온 경혈에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압력을 이용한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좌우측 내관에  각각 5분씩, 회당 총 10분간의 Placebo지압을 항암

화학요법 1일, 2일째에는 2회, 3일째에는 1회 적용하여 총 5회의 내관지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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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acebo 지압

 본 연구에서의 Placebo 지압은 내관(P6)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2-3cm 

떨어진 지점, 즉 경락을 피해서 뼈가 만져지는 딱딱한 부위에 내관지압과 같

은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좌우측 손목 부위에 각각 5분씩, 회당 총 10분간의 Placebo지압을 항암화학

요법 1일, 2일째에는 2회, 3일째에는 1회 적용하여 총 5회의 Placebo 지압을 

시행한다.

Ⅱ. 문헌고찰

1.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과 오심ㆍ구토

1-1. 항암화학요법

 화학요법은 암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암약품을 투여하는 치료법

으로 암세포수가 10
9 
이하가 될 때 임상적으로 치료가 된 것이라 판단한다. 화

학요법은 주로 DNA와 결합하여 세포의 성장, 분열, 분화 등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DNA, RNA 및 단백질 합성 억압, 세포분열 중지, DNA 분자 절

단 작용을 통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현재 약 30여 가지의 화학요법 약물들

이 고용량으로 사용되거나 3가지 이상의 병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강, 

피하, 근육주사, 정맥으로 투여된다(Cawley, 1990).

 일정 용량의 약을 투여하면 체내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암세포가 감소되는

데 이때 정상세포도 많은 손상을 받지만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에 더 민감하

게 반응한다. 화학요법에 의해 손상 받는 정상세포는 대부분이 점막이라든가 

골수의 조혈세포들로서, 재생력이 높으며 손상 받은 정상세포들이 정상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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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도록 일정주기의 휴식기를 가져야 하며, 반복치료로 암세포의 숫자

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골수, 위장 상피, 피부, 모낭, 생식 상피 및 배아

조직 등과 같이 빠르게 증식하는 정상 세포들도 세포독성의 향을 받게 되어 

골수억압, 위장관 궤양, 구내염, 불임, 탈모증 및 배자 기형 발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이우주,1997).

항암 제제 중 특히 cisplatin은 세포복제를 억압하고 세포주기의 여러 단계

에서 작용하여 탁월한 항암효과를 나타내므로 페암, 고환암, 두경부암, 방광암, 

자궁암, 결장암, 흑색종 및 전립선에 까지 널리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약제

이며 paclitaxel, cyclophosphamide 또는 doxorubicin과 함께 사용하면 난소암

에 효과가 좋다(이우주, 1997).  이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항암제와 

병합하여 사용 시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등의 국소 요법을 용이하고 효과적

이게 하며, 원격전이 병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으나 투여 받는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서 용량이나 스케줄과는 무관하게 오심

과 구토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부작용 중 오심과 구토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이 공통

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로서, Jenns(1994)의 연구에 따르면 항

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70-80%에서 경험한다고 하며, 현재 임상에서도 

항암치료시 오심구토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 거의 규칙적으로 항구토제를 투

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berst(1978)은 화학요법으로 인한 생리적 반응과 

불편감 중에서 오심구토의 완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다음으로 통증완

화, 그리고 죽음과 상실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고하 다. 

이처럼 항암 화학요법시에 오심ㆍ구토가 가장 고통스러운 부작용의 하나이

며 특히 24시간 이내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추후 치료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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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심․구토

 구토 현상은 오심, 헛구역질, 구토의 세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오심은 주관

적인 경험에 의한 자율적인 반응으로 속이 울 거려서 토하려는 욕구와 함께 

빈맥, 타액증가, 삼킴의 증상들이 수반되는 현상이며, 헛구역질은 구토의 전단

계로서 복근과 횡경막의 경련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구토는 연수에

서 통합되는 반사반응으로 횡경막이 중간부위에서 고정되고 성문이 굳게 닫히

게 되며, 복벽근이 수축해서 복강내압이 증가하면서 십이지장과 유문이 수축

하고, 동시에 분문이 이완하며 위 내용물이 식도로 이동하여 입을 통해 밖으

로 배출되는 현상이다(김구자 등, 1986).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후 나타나는 오심ㆍ구토는 급성, 지연성, 예

측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오심구토는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 2-6시간 후 

시작하여 24시간 내에 발생하며, 지연성 오심ㆍ구토는 24시간부터 몇 일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isplatin과 같은 중증도의 구토 유발성을 가진 

항암화학 요법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적절한 항 구토제를 투여 받지 

못한 24시간부터 몇 일 까지 지속되는 지연성 오심, 구토를 유발하게 된다(김

복자 등, 2000). 예측성 오심ㆍ구토는 주로 항암 화학요법제를 3-4주기 투여 

받은 후 나타나는데, 고전적 조건 학습의 결과로 약물의 냄새, 맛, 시각적인 

암시 등과 같은 항암제와 관련된 요인 또는 촉진 요인에 의하여 오심ㆍ구토와 

연결되는 것이다. Lindley 등(1989)은 여러 종류의 항암 화학요법제를 주입 받

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심ㆍ구토 경험정도를 조사한 결과 오심은 환자

의 26%에서, 구토는 환자의 40%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환자

의 25%에서 항암화학요법제 투여가 끝난 이후에도 오심ㆍ구토를 경험했는데, 

이는 항암 화학요법제를 주입 받은 환자들은 약물의 구토 유발 정도와 무관하

게 지연성 오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결과이다(김복자 등, 2000).

 오심, 구토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기전은 화학적(chemical), 내장(visc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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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암과 암 치료에 관련된 오심, 구토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오심의 화학적 

기전에 중점을 두어왔다. 구토로 귀결되는 최종 결과는 연수에 있는 구토중추

(emetic center)의 자극 때문이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 자극 물질(약물, 생화

학적 물질, 독소)에 의해 구토중추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적 수용기 유발 역

(CTZ; chemoreceptor trigger zone)이 직접 자극을 받거나 혹은 다른 신체부분

에서 구토중추로 들어오는 신경을 통해 활성화되어 구토를 유발하게 된다

(Fessele, 1996; Siegel & Longo, 198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의 오심 발생의 내장 기전은 구강 투여약에 의

해서나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에 향을 미치는 것에 의한 위

장 자극으로 인한 것이며(Fessele, 1996), 최근 십이지장의 크롬친화성 세포에 

있는 5-HT3 수용체와 같은 말초기전의 향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즉, 항

암화학약물 주입으로 십이지장 점막의 장크롬친화성 세포가 손상되며 

serotonine (5-hydroxtryptamine)을 분비하며, 미주신경(vagus nerve)이 5-HT3 

수용체에 결합하여 구토중추로 이동되도록 촉진하며, 이로 인해 오심과 구토

가 유발되는 것이다(Catherine 등, 1997). 그밖에 상복부의 소화기관에 있는 다

른 신경전달물질로는 dopamine, neurotensin,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등

이 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의 향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가 

오심 유발을 야기한다. 오심을 야기하는 심리적 요인은 일차적으로 불안 경험

과 관련이 있다(Fessele, 1996 ).

 오심 구토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희(1996)는 화학요법시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의 관련요인을 화학적 요

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범주화하 다.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오심구토와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화학적 요인 중 항암제의 투여시기, 투여횟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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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투여속도가 오심구토에 향을 미쳤으며, 투여시기는 오후보다 오전에, 

투여횟수는 처음 시작시 오심ㆍ구토가 심했고, 항암제 종류로는 adriamycin, 

cisplatin에서, 투여속도는 빠를수록 오심ㆍ구토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서적 요인으로는 불안, 무력감, 절망감, 우울, 긴장이 오심구토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오심과 구토를 더 자주 호소

한다고 하 고 (Ruben 등, 1986; Zook & Yasko, 1983; 신계 , 1986),  불안이

나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오심과 구토가 유발될 수 

있는데, 306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오심 요법의 결과에 미치는 향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 원발성 종양의 위치, 체중감소, 불안, 우울, 항암화학요법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해 평가한 Tsavaris 등(2000)의 연구에서, 스트레

스를 가진 환자가 스트레스 없는 환자에 비해 거의 두 배 높은 오심 혹은 구

역질을 호소하 다.

 이 외에도 진단명, 연령, 결혼 유무 등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행해졌으며, 

Reuben 및 Mor(1986)는 65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그리고 폐암, 두경부암 환자

보다는 유방암, 위암 환자가 오심과 구토를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한 반면, 

Morrow(1984)는 50세 이하에서 오심과 구토를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하며, 성

별, 결혼 유무, 이전의 약물 치료 횟수와는 관련 없다고 하여 이들 요인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항암화학제를 투여 받는 암환자의 오심, 구토를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 방

법에는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 및 대체요법이 있다. 약물적 중재 방법

은 항구토제를 사용하여 소화기내의 감각수용기의 민감성을 낮추어 오심구토

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항구토제는 오심구토를 완화시키기 위해 널리 사용

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물만으로는 오심, 구토를 100% 예방할 수 없으며, 어지

러움, 불안, 식욕부진, 직립성 저혈압, 다행증, 딸꾹질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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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기도 한다. 비약물적 중재 요법은 오심 구토에 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인 불안, 우울 등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환자가 갖는 긴장이나 불안을 

낮추어 줌으로써 구토중추를 자극하는 요인을 중재하여 오심 구토를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다(김문실 등, 1992).

 대체요법은 일반적으로 항구토제를 사용하여 오심 구토를 조절할 때 이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주로 사용되며, 약물에 의한 항구토 작용 증진 및 환자로 

하여금 자기 조절감을 증가시킴으로서 오심 구토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복자 등, 2000).

 오심 구토로 인한 불편감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로 하여금 섭취부

족으로 인하여 양상태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서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효과를 

저해하고 투병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투여가 장기화되는 경우 

양결핍과 악액질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기

도 한다(김매자, 1996)

따라서 오심 구토의 불편감을 조절함으로써 항암 화학요법에 의해 손상 받

은 정상세포들의 양상태를 회복시켜 종양에 대한 면역 능력을 높여 주고, 

오심 구토 부작용으로 인한 무력감과 일상생활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

동력을 제공해 주는 간호중재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2. 내관지압

2-1. 지압과 경혈

 동서의학에서 물리치료는 동양의학에서는 자극의 대상을 기혈 위의 순행

로인 경락과 내부 장기의 반응점인 경혈에 두고 있으나, 서양의학은 근육, 신

경, 혈관 관절의 운동 등을 주로 자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치료목적도 동양의학에서는 전신적이고 생리적인 균형조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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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면을 자극하여 내부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반면에, 서양의학에서는 국

소적인 진통 소염과 운동장애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광

석, 1993).

경락이란 인체의 기혈순환의 통로로서 전신으로 기혈을 나르며, 장부지절(贓
腑肢節)을 연결하고 상하내외를 소통시키는 통로를 일컫는다. 또한 생명현상을 

위시키는 수송체계이자, 침 자극이 전도되는 길이며,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이 

발현되는 길이다(동서간호연구소, 2000). 경(經)은 종행 대간선의 경로를 의미

하고, 락(絡)은 전신에 퍼져있는 가는 연락망을 말하는데, 그 중에 굵고 종행

하는 주요 간선을 경맥(經脈)이라 부르고, 가늘고 횡행하여 좌우를 서로 이어

주는 지선을 낙맥(絡脈)이라고 부른다. 경맥은 깊고 장부와의 관계가 접하

며, 낙맥은 얕고 경절(勁節), 피부와 연관이 있다(노윤혁 등, 2001).

경맥(脛脈)은 크게 정경(正經)과 기경(寄經)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경은 수태

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수소음심경수태양소장

경족태양방광경족소음신경수궐음심포경수오양삼초경족소양담경족

궐음간경으로 총 십이지경이고, 기경(寄經)은 충맥(衝脈)임맥(任脈)대맥(帶
脈)음유맥(陰維脈)양유맥(陽維脈)음교맥(陰趫脈)양교맥(陽趫脈)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중 경맥의 십이정경과 기경 중 임맥과 독맥만이 침을 놓는 자

리인 경혈을 독자적으로 가진다 (동서간호학연구소, 2000).

경락의 작용을 살펴보면, 경락은 인체에서 생리적으로는 기혈을 운행하여 

전신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상, 하, 내, 외로 균형을 유지한다. 병리적으로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또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병사(病邪)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동시에 치료에서는 기계적 자극을 감소하는 통로이고, 약물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경락활동이 규칙을 장악

하여 복잡한 병의 증상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치료에서는 약물이나 침을 막론하고 경락이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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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질환이 어떤 경락에 해당되며 어떤 장부에 속하는가를 진단한 다음에 

약물요법이나 침구 요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김두원, 1999).

 경혈은 경락을 따라서 일정한 원리에 의해 분포되어 있는 작은 구멍에 해

당되는 곳으로, 몸밖의 기운과 경락 및 각 장부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자리이

며 침구치료의 시술점인 동시에 질병이 발생하 을 때, 압통과민반응경혈

부위 피부색의 변화전기저항의 감소 등의 변화 등을 통해 질병의 존재를 알

려주는 반응점이다. 즉, 경혈에 나타나는 이상의 경결긴장통증부위를 조사

함으로써 어느 경락, 어느 장부가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혈에 자극을 가하여 이상을 일으키는 장부에 향을 주어 기능을 정상적으

로 되돌리는 요인이 된다. 혈을 활용한 치료법으로는 지압마사지침뜸 

등이 있으며 이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즉 지압마사지침뜸 등을 이

용하여 체포에 여러 가지 자극을 가하면 혈에서 경락을 통해 장부에 전달되어 

내장의 이상을 바로 잡아주는 경혈요법이다 (고광석, 1993).

 보완, 대체요법 중 하나인 지압은 경혈에 모여있는 사기(邪氣: 사악한 기)를 

제거하거나 눌러서 흘려 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병이나 증상의 회복,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환, 김용석, 2001). 지압은 약물

이나 기구를 쓰지 않고 손가락과 손바닥 그리고 팔꿈치 등으로 경락상의 요혈

을 자극함으로써 정체된 경락 계통의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신

체기관의 기능과 음양의 조화를 유지 조절하는 것으로, 신경자극을 통해 대뇌

피질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Hyde, 1989; 동서간호학 연구소, 

2000).

 또한, 지압은 경락 상에 경혈과 반응점을 자극하여 경맥을 소통시키고, 막

힌 것을 열어주며, 인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리적 및 생화학적 반응을 일

으킴으로써 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이며, 혈압하강, 긴장완화, 피부와 근육 

관절과 그 주위 결합조직, 통증완화, 말초 감각계와 신경계통, 혈액계와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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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물질대사와 내분비 기능, 내장 장기와 운동기, 수면장애, 무기력 완화, 조

혈계 및 면역계에 대한 생리적 활성을 높이고, 병리적 과정을 제지 조절함으

로써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창환, 김용석, 

2001).

  Cho 등(1998)은 발의 옆면에 위치한 시각 관련 경혈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functional MRI로 측정한 결과 occipital lobes 이 활성화되며 이는 불빛을 

이용한 눈의 자극에 대한 occipital lobes의 활성화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음

을 보고하여, 특정 경혈 지점이 뇌의 특정 부위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음을 증

명하면서 경혈 지점에 대한 자극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 다. 또한 발의 시

각관련 경혈점에서 2-5cm 떨어진 비경혈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는 occipital 

lobes의 활성화가 관찰되지 않음을 보고하 다(Cho 등 1998). 

 지압에서 누르기 방법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수직압은 경혈을 찾은 

다음 치료하는 사람의 체중을 실어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어깨에 

불필요한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상체의 체중을 손가락에 집중을 시켜 

수직으로 눌러주는 방법이다. 둘째, 지속압은 손가락으로 경혈을 눌러서 시간

을 지속한다는 것으로서, 대략 한 경혈을 누르는데 보통 3-4초 정도가 이상적

이다. 한 경혈점을 적어도 3초 정도로 지긋이 지속압을 해주어야만 신경 뇌에

서 말초신경까지 골고루 전달되고 이에 다른 혈액이나 내분비액 또한 활발해

지므로 지압만의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치료 부위에 손을 대고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1초, 2초, 3초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가며 지긋이 압을 가하면

서 눌 다가 뗄 때에도 살며시 떼어주는 요령으로 한다. 셋째, 조화압은 치료

하는 사람은 아픈 곳을 꼭 치료해주겠다는 마음과 아울러 손가락 끝에 사랑하

는 마음과 기를 모아서 치료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치료받는 사람은 치료 

시에 상대방을 신뢰하고 나의 병이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한세  

및 고광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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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압은 힘의 강도(압도)도 중요하다. 힘의 강도는 3가지가 있는데 형

편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강압은 환자가 얼

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비명을 지르기 일보직전 까지를 최대 강압이라 하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약압은 가만히 손을 대고 혈을 살짝 눌러주

기만 해도 진통과 진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경이 과민하거나 손만 대도 아프

다고 하는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한다. 셋째, 쾌적압은 손으로 눌 을 때 시원하

고 통쾌한 기분이 느껴지는 이상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강도이다(동서 간호학 

연구소, 2000).

 또한 지압은 누르기를 할 때 수직압과 지속압의 원칙에 의해 1번에 3-5초 

동안 실시하나 특정한 효과를 위하여 7초 정도의 지속압을 가하고, 2-3초간 정

지한다(동서간호학연구소, 2000)고 하며, 아픈 부위를 치료하고자 할 때 환자

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압과 운동을 병행할 때에는 10-20분 정도가 좋으며, 한 

경혈점에 6-8회 정도는 눌러주는게 적당하다는 보고도 있었다(한세  및 고광

성, 1997). 또한, 지압 실시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 부위에서 

5-6분에서 10분 정도가 적절하며, 지압의 강도는 손가락으로 눌 을 때 시원하

고 통쾌한 기분이 느껴지는 쾌적압이 이상적이고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문헌

에서 제시하고 있다(동서간호학 연구소,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쪽 내

관에 5분씩, 1회에 총 10분의 지압을 쾌적압으로 적용하려 한다. 

2-2. 내관지압이 오심 구토에 미치는 향

  경혈사전에서는 구토에 효과있는 경혈로써 내관, 천돌, 족삼리, 중완, 상

양, 중층, 격유, 비유, 신회, 삼초유, 황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두원, 1999) 

 황제내경 이후 최근까지의 48종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 구토의 치료에 많이 사용된 경혈은 임맥의 중완, 족양명위경의 족삼

리, 수궐음심포경의 내관, 족태양방광경의 비유, 족궐음간경의 태충, 족태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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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의 위유 순으로 사용되었다. 구토의 침치료에 대용된 전체경혈수에 대한 

경락의 비율은 족태양방광경, 족양명위경, 임맥, 족태음비경, 족소음신경, 수궐

음심포경, 족궐음간경 순으로 언급되었다. 구토의 침치료에 사용된 경혈을 경

락별 빈도로 조사한 결과 수태음폐경, 수궐음심포경, 임맥, 족궐음간경, 수양명

대장경, 족태음비경, 수소음심경 순으로 나타났다(성인환 및 채우석, 1995). 

그 중에서도 구토의 치료에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고되어지는 내

관(內關, P6, Pericadium Meridian)은 수완 관절, 전면 위, 장장근건과 요완굴

근건 사이에 있으며 대릉 혈(손목 접히는 부위)에서 손가락 2마디 만큼 올라

가 두 힘줄 사이에 있는 경혈로, 구기, 구토, 신경증, 불면증, 위통, 흉통, 중지

마비, 건초염에 이용된다고 소개되고 있다(김두원, 1999). 또한, 여러 침술 및 

지압 교과서에서 오심, 구토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경혈로 소개되고 있다(김두

원, 1999; 노윤혁 및 김 진; 김창환 및 김용석, 2001; 황종찬, 2002). 

 내관(P6)은 손바닥을 위로해서 취혈하며, 팔꿈치의 안쪽에 생긴 횡문선상의 

거의 중앙에 가볍게 손가락을 놓으면 밑으로 내려진 약간 굵은 한줄기의 힘줄

을 느낀다. 이것이 상완이두근 건으로, 이건의 척측(소지측)의 패인 중앙에서 

곡택을 찾는다. 손바닥 가까이에 생긴 횡문중안(요골수근 관절)을 더듬으면 2

줄기의 건(요축이 요측수근굴근건, 척측이 장장근건)을 느낀다. 이 양건의 사

이에서 수관절 손바닥면의 가장 굵은 횡문상의 대능을 찾는다. 곡택과 대능의 

사이를 6등분하고 대능으로부터 1/6의 점에서 양건의 사이에 내관을 취혈한

다(김두원, 1999). 치료 시 시술자는 엄지손가락을 직각으로 세워서 경혈점에 

대고 그외의 손가락 전부는 환자의 손목을 지탱하면서 약간 세게 누른다(김창

환 및 김용석, 2001).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지압을 적용하여 오심 구토 감소에 

미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압의 오심, 구토 경감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관 부위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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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리 부위에 지압을 적용한 결과 임신 시 오심 구토(Belluomini 등, 1994) 및 

수술 후 오심구토(Alkaissi 등, 1999)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g 등(2002)은 기능적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한 150명을 대상으로 손으

로 지압한 그룹, 손목밴드를 한 그룹, 대조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 1시간,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직후, 수술 후 10시간에, 각 부위마다 5분씩 20

분간 P6와 H7 부위에 지압을 실시하 다. 지압은 한번에 6초간 시행하되 1-2

초에 지압을 시작하고, 3-4초에 압력을 주고 5-6초에 서서히 떼는 방식으로 수

행되었으며, 시술자의 지압의 평균 압력은 3.21-3.43kg이 다. 세 그룹간 오심 

정도, 구토 정도, 오심구토 불편감은 세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heffe' test 결과 손으로 지압한 그룹과 대조군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Ming 등, 2002).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Dibble 등(2000)은 17

명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간호를 받

는 대조군 9명과 일상적인 간호 외에 지압을 받는 실험군 8명으로 나누어 실

험군에 10일 동안 매 아침마다 그리고 오심이 유발될 때 마다 P6와 ST36에 

최대 3분간의 지압을 적용하 다. 그 결과 항암제 투여 첫 10일 동안 오심 경

험, 오심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의 대상이 여성이었으므로 공

공 장소에서는 ST36을 지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면서 반면에 P6는 찾

기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 다. 

Stannard(1989)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에게 sea-band를 사

용하여 지압을 적용하여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와 강도의 감소에 효과적인 간

호중재법임을 제시하 다. 그리고 Dundee 및 Yang(1990)은 35-40명의 대상자

에게 P6를 매 두시간마다 5분간 sea-band를 사용하여 지압을 하도록 하여 항

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조군을 두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지압의 오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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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부작용 없이 약 6-8시간 지속되었다고 보고하 다. 

 국내에서는 신미숙(2002)이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20명)에게는 일상적인 상례간호를 제공하고, 실험군(20명)에게

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용 교재와 실습을 통한 지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항암화학요법제가 투여되는 5일동안 매일 항암제 투여 직전, 점심 식사 

전, 저녁식사 전에 5분 동안 연구자가 직접 내관 지압점(P6)을 5분간 지압하

고, 이외의 시간에 오심, 구토를 경험할 때마다 환자와 보호자가 내관 부위를 

5분간 지압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오심 구토 정도, 오심 지속시간 및 구토 횟

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신미숙, 2002). 또한 김 진(2002)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한 폐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에는 항암치

료 1일째 저녁식사 30분 전 10분간, 2일째에는 점심시간 및 저녁식사 30분 전 

10분간, 3일째에는 점심식사 30분 전에 10분간 내관지압을 적용하고, 대조군에

는 Placebo 지압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내관지압 시행 후 제2일과 3일

에 대상자의 오심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살펴보면 내관(P6) 지압은 오심구토의 감소에 매우 효

과적인 간호중재법으로 수술 후 오심 구토나 임신성 오심 구토에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으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오심구토에 미

치는 향에 대한 것은 국내에서 그 연구수가 두 편뿐이다. 각 연구마다 지압 

방법이 다르고 그 대상자수와 오심구토의 측정시기와 측정방법이 다양하므로 

본 연구자는 김 진(2002)이 개발한 내관지압 프로토콜을 항암화학요법을 받

는 난소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내관지압이 항암화학요법

을 받는 난소암 환자의 오심구토에 미치는 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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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관지압이 항

암화학 요법 부작용인 오심 구토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위한 역처치 전ㆍ

후설계(counter balanced design) 실험연구이다(표 1).

이는 외생 변수가 많아 모두 통제하기 어려우며, 오심 구토라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

조군에 각각 한번씩 속하게 함으로서 최대한으로 동질성을 맞추기 위한 설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 진(2002)의 연구설계와 같으며 내관지압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폐암환자의 오심구토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항암 화학요법을 받

는 난소암 환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연구이다.

표 1. 연구설계 

대상자 번호
처치의 순서

1차 2차

1 3 5 7 9 Experimental Group( P6 ) Control Group(Placebo)

2 4 6 8 10 Control Group(Placebo ) Experimental Group( 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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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응된 두 군의 반복 측정된 평균들을 비교하는 연구이므로 

Machin 등(1997)에 의하면 유의수준(α)이 .05, 검정력(power, 1-β )이 80% 큰 

수준의 유효크기(f= .85) 일 때 한 군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표본 수 결정 공식

에 의하면 최소인원이 10명이었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수는 한 군에 10명이었

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시내 한 개의 3차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두개 병동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입원하여 항암 화학

요법을 받은 난소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만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3) 난소암 진단하에 난소 및 자궁 절제술을 시행 받고 항암 화학요법 치료

를 받는 환자 

4) 항암 화학요법제로 cisplatin이나 carboplatin이 제 2일에 투여되는 병합 

요법을 시행 받는 자.

5) 현재 항암 화학요법외에 방사선 치료, 면역요법을 받고 있지 않는 자.

6) 항암 화학요법처방에 포함된 항구토제 (Zofran, Anzermet, Tagamet, 

dexamethasone 등)외에 항 구토제를 3회 이상 투여 받지 않은 자

7) 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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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일반적 사항 질문지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질문지를 환자에게 자가 기록하게 하고 질병과 치료

에 대한 사항은 환자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 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결혼유무, 직업, 종교를 포함하고 

질병과 치료에 대한 기록지에는 진단명과 진단 받은 기간, 항암제 치료 프로

토콜, 항암제 치료 횟수, 전이 여부, 항구토제의 종류와 횟수, 투여되는 약,  

질병력, 현재 식이 종류 및 섭취량, 사용하고 있는 대체요법의 유무 또한 분만

력, 초경 시작 나이, 키. 몸무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오심, 구토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Rhodes외 2인(1984)이 개발한 INV-2를 Rhodes와 McDaniel 

(1999)이 수정 보완한 INVR를 김 재외 4인(200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INVR을 이용하여 김 진(2002)이 24시간을 기준으로 

수정한 INVR을 이용하 다. INVR은 오심, 구토, 헛구역질에 관한 8개 항목으

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이다. 오심의 기간, 오심의 발생빈도, 오심으로 인

한 불편감, 구토의 빈도, 구토의 양, 구토로 인한 고통, 헛구역질의 빈도, 헛구

역질로 인한 불편감 등의 8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8개 항목 중 4개 항목

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 점수는 0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김 재 등, 2000).

 INV-2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8이었으며, 김 재 외 4인

(2000)이 한국어로 번안한 INVR의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844 고, 

오심구토 증상을 호소하 던 환자의 점수가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 진(2002)가 사용한 질

문지를 사용하 으며 Cronbach's alpha= .95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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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과 우울, 피로 측정도구

Sutherland 등(1988)이 개발한 LASA Scale(The Linear Analogue Self 

Assessment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McNail 등의 

POMS(Profile of Mood States : 65문항, 5점 척도)를 문항 분석하여 추출한 불

안, 우울, 분노, 피로, 기운, 혼돈의 6개 범주로 구성된 시각적 상사 척도이다.

 10cm의 일직선상에 정반대 되는 문항을 놓은 후 자신의 정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점을 표시하도록 한 후 표시된 지점까지의 거리를 mm로 측정

하여 1mm를 1점으로 점수화하므로 각 항목이 0점에서 100점까지 분포하게 

된다. 불안, 우울, 분노, 혼돈의 점수는 합하고 기운 점수는 빼서 계산하게 되

며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정서 장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래 도구인 

POMS에 비해 신뢰도와 타당도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3-5분의 짧은 시간내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실무에서 대상자의 정서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도구임이 보고되었다(Sutherland 등, 1988).

개방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로 POMS와의 동시타당도

= .79 ~ .83이고 검사-재검사시 신뢰계수 = .80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 .871 이었다.

4. 실험처치

내관(P6)은 구토의 침치료에 대해 황제내경 이후 최근까지의 48종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구토의 치료에 3번째로 많이 사용된 경혈로 보고되고 있고(성인

환 및 채우석, 1995) 경혈 사전 및 침술, 지압 교과서에서 구토에 효과 있는 

경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궐음심포경의 내관(P6)을 치료 경혈로 선정하

다.

연구자는 지압에 대한 문헌고찰과 1차례 내관지압 특강에 참석하 고, 2차

례 한의학 교수의 자문하에 지압 연구모임에 참여하 고, 한의학 교수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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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인, 지압 연구 경험이 있는 병동 수간호사 1인, 지압 전문가 1인에게 

내관 지압법을 교육받았다.

또한 김 진(2002)이 개발하여 폐암 환자에게 적용한 후 대상자의 오심 정도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내관 지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구자

가 혼자 실험처치를 하 다.

다음은 내관 지압 프로토콜이다.

1) 대상자에게 지압 방법과 소요시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2) 대상자는 침대에 편안하게 눕는다.

3) 대상자는 지압을 받는 동안 편안히 쉬도록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     

    도록 설명한다.

4) 대상자는 양 손바닥을 위로 가게 위치한다.

5) 대릉혈(손목의 주름진 부위 중앙)에서 대상자의 손마디 2마디만큼 올     

    라가 두 힘줄(장장근건과 요완굴근건) 사이에 있는 내관 경혈을 찾는다.

6) 지압 시술자는 대상자의 옆에 서서 한쪽에 5분씩 지압을 시행한다.

7) 몸 표면을 향하여 주먹을 가볍게 쥔 다음 팔굽을 되도록 쭉 펴고 엄지   

    손가락을 수직으로 하여 엄지 손가락 끝으로 누른다(수직압). 힘의 강     

    도는 약하게 시작하여 서서히 강하게 지압한다.

8) 수직압을 가하고 난 후 손가락을 계속 붙인 채로 2초간 서서히 누르     

    고, 4초간 일정한 압력을 주며, 2초간 서서히 힘을 늦추어 떼어 총 8초    

    간 지압을 실시한다(지속압). 이후 2초간 쉬고 나서 다시 지압을 실시하   

    여 좌, 우 내관에 각각 5분씩 총 10분간 시행한다.

9) 수직압과 지속압을 가할 때 시술자와 대상자는 서로 신뢰하고 치료하    

     겠다는 마음이 일치된 속에서 마음과 기를 모아서 정성 들여 누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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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집중한다(조화압).

10) 지압 시행 중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지압시행 전후에 대상자    

     의 상태, 지압 후 반응에 대한 면담을 한다.

11) 한쪽 내관의 지압이 끝나면 대상자의 반대편 옆으로 가서 다른 한쪽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압한다.

5. 연구절차

연구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담당 주치의 2인을 방문하고 연구신청서를 

간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 다.

 대상자를 방문하여 먼저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 대상자(실험군, 대조군)에게 일반적 사항 및 질병, 치료 관련 특

성에 관해 면담과 챠트, 전산기록을 분석하여 자료수집을 하 다. 

 자료수집은 난소암 진단하에 난소 및 자궁 절제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와 수술 전 항암화학 요법을 위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첫주기 항암요법 사이클에서는 입원순서대로 실험군, 대조군을 차

례로 설정하고 두번째 항암 화학요법 사이클에서는 먼저 실험군을 대조군으

로, 대조군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내관지압을 적용하 으며 이로 인해 대상

자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주기간에 약 3주의 시간차이로 인해 

이월 효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항암화학요법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 및 불안, 우울 및 피로정도를 측

정한 후 실험군에게는 항암화학요법 기간 동안 매일 점심식사 30분전에 10분

과 저녁식사 30분전에 10분간의 내관(P6) 지압을 시행하 다. 1회 지압은 8초 

동안 지압하고 즉, 2초간 서서히 누르고, 4초간 일정한 압력을 주며, 2초간 서

서히 떼며, 2초간 쉬는 방법으로 시행하 다. 좌, 우 내관에 각각 5분씩 총 10

분간 시행하며 매일 같은 방법으로 2일간 지속하고 3일째에 1회 시행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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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총 5회 지압을 실시하 다(그림 1).

 대조군(placebo group)에게는 내관(P6)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수평으로 

2-3cm 떨어진 지점, 즉 경락을 피해서 뼈가 만져지는 딱딱한  부위에 실험군

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압을 적용하 다. 대상자는 본인이 실험군과 대조군 중 

어디에 속하는 지 모르는 채 지압을 받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항암화학요법 기간 3일 동안 매일 저녁 식사 30분전 

지압 전에 오심, 구토 질문지를 읽어주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오심ㆍ구토 정

도를 대답한 것을 본 연구자가 기록하 고,  항암제 투여전인 입원하는 날 1

회, 항암제 투여 후 1, 2 ,3일째까지 4회에 걸쳐 측정하 다. 4회 째는 전화방

문으로 조사하 다(표 2).

      지압적용시간                향암치료제 투여 시간             지압적용시간

 11시50분    12시                  1시                         4시             5시50분     6시

좌            

1일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우                                                      

 11시50분    12시                  1시   1시40분                               5시50분     6시

좌             

2일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우                                                      

 11시50분    12시                  

좌 

3일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퇴원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우                                   

그림 1. 항암제 투여와 내관지압시기

 1일째 항암제는 1시에 시작하여 4시까지, 2일째는 1시부터 1시40분까지 투여되며 

내관지압이 시행되는 시간은 각각 11시 50분부터, 5시 50분부터 10분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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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 측정 모형설계       

Experimetnal group Control group

 D0 D1 D2 D3  D0 D1 D2 D3

일반적 특성  *   *

불안 우울 피로 측정  *   *

오심구토 측정  *  * * *  * * * *

내관(P6)지압  * * *

placebo 지압 * *  *

*D0:항암화학요법 전날, D1: 항암화학요법 1일째 

 D2: 항암화학요법 2일째, D3: 항암화학요법3일째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그룹당 대상자의 수가 10명으로 Sahpiro-wilk test로 정규분포에의 적합성 검

정시 정규분포를 하지 않으므로, 비모수 통계분석법을 이용하 다.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2)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지압 시행 전 오심ㆍ구토와 우울, 불안, 피로 정도

의 동질성 검증은 McNemar test와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 다.

3) 지압을 시행하는 3일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오심ㆍ구토 점수 및 하

부 역 점수의 두 그룹간 차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 다.

4) 실험군 및 대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의 3일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차이

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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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나이와 성별, 교육정도, 직업, 종교, 결혼상태 등의 일반

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한 대상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한번씩 속

하도록 하는 반복측정설계를  시행하 으며 실험군이 10명, 대조군이 10명이

었다. 난소암 환자가 대상자이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전원 여자이며 연령의 

분포는 31세에서 63세로 평균 50.4세로 40세 이상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2명(20.0%), 국졸이 2

명(20.0%), 중졸 1명(10%), 무학이 1명(10%)으로 고졸 이상이 6명(60%)으로 나

타났다. 결혼유무는 7명(70.0%)이 기혼, 2명(20.0%)이 사별이었으며 미혼이 1명

(10%)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기독교가 5명 (50.0%), 무교가 3명(30.0%), 불교가 

2명(20.0%)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대상자 모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질병 ․치료관련 특성 및 동질성 검증

1) 대상자의 질병 -치료 관련 특성        

대상자의 진단명은 10명 모두 난소암이었고, 병리학적으로 세포의 종류는 

유두상 장액성암(papillary serous carcinoma)이 9명(90.0%)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은 상피성 점액성암(intraepithelial mucinous carcinoma)이 1명을 차지

했다.

병기는  Ⅲc기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60.0%), Ⅳ기가 2명, Ⅲa가 1명, Ⅰa

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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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난소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 n=10 )

변수 분류   빈도          비율(%)

나이

31-40 2 20.0

41-50 3 30.0

51-60 3 30.0

61-70 2 20.0

교육정도

무학력 1 10.0

초등학교 졸업 2 20.0

중학교 졸업 1 10.0

고등학교 졸업 4 40.0

대학교 이상 2 20.0

결혼유무

미혼 1 10.0

기혼 7 70.0

사별 및 이혼 2 20.0

직업유무
유 0 0.00

무 10 100

종교

기독교 5 50.0

천주교 0 0.00

불교 2 20.0

기타 3 30.0

전이 여부는 전이가 된 대상자가 실험군 2명(20.0%), 대조군 2명(20.0%)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여받는 항암제의 종류는 다양했으며, Taxol+ carboplatin 병합요법이 

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Taxol＋ cisplatin과 Taxotere+ cisplatin 병합요법이 

각각 2명(20.0%)이며 Genexol＋carboplatin이 1명(10%)로 나타났으며 Carbo- 

platin을 투여받는 대상자가 6명(60%), cisplatin을 투여 받는 대상자가 4명

(40.0%)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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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질병 치료관련 특성                      ( n=10 )

변수 분류      빈도        비율(%)

진단

Ovarian Ca

(Papillary serous 

carcinoma) 

9 90.0

Ovarian Ca

(Intraepithelial mucinous 

carcinoma)

1 10.0

병기 

Ⅰa 1 10.0

Ⅲa 1 10.0

Ⅲc 6 60.0

Ⅳ 2 20.0

전이유무
유 2 20.0

무 8 80.0

화학요법

종류

Taxol＋Cisplatin 2 20.0

Taxol＋Carboplatin 5 50.0

Genexol＋Carboplatin 1 10.0

Taxotere＋Cisplatin 2 20.0

화학요법 일주기 동안 대상자에게 투여된 진토제의 종류와 투여 회수를 파

악한 결과 주치의에 따라 투여되는 진토제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난소

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제1일과 제 2일에 dexamethasone, Benadryl, 

Tagamet을 전처치로 시행하고 Anzermet이나 Zofran을 주치의에 따라 주사하

여 투여된 전처치와 진토제가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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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치료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질병 관련 특성 중 변화가 있었던 진단기간에 따른 동

질성을 McNemar 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진단기간에 따라 두 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실험군과 대

조군의 특성 중 변화가 있었던 항암제 투여 횟수에 따른 동질성을 McNemar 

test를 통해 검증하 으며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

3. 항암화학요법 전 오심․구토와 불안, 우울, 피로의 동질성  검증

항암 화학요법 전 오심․구토는 INVR로 측정하 고(Badger 등, 2001; 김

진,2002), 불안, 우울, 피로 등의 심리적 상태는 LASA Scale(The Linear 

Analogue Self Assessment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대상자들의 항암화학요법 전 우울, 불안, 피로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5).    

  우울은 실험군에서 평균점수가 33.90, 대조군에서 35.90 이 고, 불안은 실험

군에서 33.10, 대조군에서 31.20이 으며, 피로는 실험군에서 37.9, 대조군에서  

40.9로 나타났다.

표 5. 항암 치료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불안, 피로의 분석

Variables
Exp(n=10) Cont(n=10)

Z two-tailed P
Mean ± SD Mean ± SD

Depression 33.90±13.86 35.90±12.62 -.227 .820

Anxiety 33.10±13.74 31.2±13.64 -.454 .650

Fatigue 37.9±12.70 40.90±14.86 -.643 .520

Total POMS** 103.90±35.42 104.00±41.30 -.076 .940

 *: p <.05

 * * POMS (Profile of Moo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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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 처음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는  대상자에서 불안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항암요법 회수가 증가할 수록 우울과 피로 정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두 군 사이에 우울, 불안, 피로 정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p>.05) 실험군과 대조군은 화학요법 전 우울, 

불안, 피로 정도에 있어 동질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항암화학요법 전 오심․구토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6). 항암 화학

요법 전 오심 ․구토 총점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은 0.80, 대조군은 1.00이 으

며, 세부 역의 점수는 오심의 경우 실험군 0.60, 대조군 1.0, 헛구역질은 실험

군  0.20, 대조군 0.00, 구토는 실험군 0.00, 대조군 0.00으로 나타났다.

 두 군의 항암 화학요법 전 오심․구토 정도를 Wilcoxon signed rank test

로 비교한 결과 오심 ․구토 정도 및 세부 역에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p>.05), 실험군과 대조군은 항암 화학요법 전 오

심․구토 정도에서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항암 치료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헛구역질, 구토 정도

변수
Exp(n=10) Cont(n=10)

Z
two-tailed 

pMean ± SD Mean ± SD

D0

N/V .80±1.39 1.0±1.63 -.187 .852

Nausea .60±.966 1.0±1.63 -.421 .674

Retching .20±.632 0.0±.00 .000 .317

Vomiting 0.00±0.00 0.0±.00 .000 1.000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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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압의 효과 검증

1) 제 1가설 검증

제 1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험

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오심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의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 3일간의 오심 정도의 

평균 점수는 총 12점 만점에 7.80, 대조군은 13.1으로 대조군이 높았으며 , 이

들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5)가 나타내어 제 1가설은 

채택되었다. 

한편 항암화학제 투여시기별 오심 정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항

암요법 1일째는  실험군 0.90, 대조군 1.60, 2일째는 실험군 2.60, 대조군 4.70, 

3일째는 실험군 4.30, 대조군 6.80으로 측정되어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

군에 비해 오심 정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일째  두 군간의 

오심 평균점수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다(표 7, 그림 2 참조).

그림2. 항암화학요법 일주기내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정도의 비교

       D1: 항암화학요법 1일째 D2: 항암화학요법 2일째 D3: 항암화학요법 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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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가설 검증

제 2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지압군(실험

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헛구역질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의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 3일간의 헛구

역질 정도의 평균 점수는 총 8점 만점에 2.10, 대조군은 4.30으로 대조군이 높

았으나, 이들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따라서 제 2 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

어 내관(P6)지압군(실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

일간 헛구역질 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암화학제 투여시기별 헛구역질 정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항암요법 1일째는  실험군 0.2, 대조군 0.5, 2일째는 실험군 0.50, 대조군 1.40, 

3일째는 실험군 1.40, 대조군 2.40으로 측정되어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

군에 비해 헛구역질 정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째, 2일째, 3일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7)

3) 제 3가설의 검증

제 3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험

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구토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의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 3일간의 구토 정도의 

평균 점수는 총 12점 만점에 .50, 대조군은 1.10으로 대조군이 높았으나, 이들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따라서 제 3 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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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군(실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구토 정

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암화학제 투여시기별 구토 정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항

암요법 1일째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모두 구토가 없었으며, 2일째는 실험군 

0.30, 대조군 1.00, 3일째는 실험군 1.10, 대조군 2.90으로 측정되어 지압을 실

시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구토 정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일

째, 2일째, 3일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표 7).

표 7. 항암화학요법 일주기내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헛구역질 구토정도의 비교

Variable
Exp(n=10) Cont(n=10)

Z two-tailed p
Mean ± SD Mean ± SD

Nausea

D1 0.9±1.45 1.6±1.43 -1.237 .216

D2 2.60±2.12 4.70±2.11 -1.917 .055

D3 4.30±1.34 6.80±1.99 -2.856 .004*

Total 7.80±4.31 13.1±4.53 -2.350 .019*

Retching

D1 0.2±0.63 0.5±1.08 -.669 .503

D2 0.50±0.85 1.40±1.71 -1.249 .212

D3 1.40±1.35 2.40±1.58 -1.467 .142

Total 2.10±2.13 4.30±4.00 -1.378 .168

Vomiting

D1 0±0.0 0±0.0 .000 1.000

D2 0.30±0.949 1.00±2.31 -.669 .503

D3 1.10±1.79 2.9±3.54 -1.070 .285

Total .50±.84 1.10±1.44 -.985 .325

*: p< .05



- 36 -

항암화학요법 일주기내 오심, 구토, 헛구역질의 하부 역을 비교해 보면 항

암화학요법 제 1일과 제 2일에는 오심, 헛구역질, 구토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제 3일에

는 오심만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8 참조).

오심․구토의 하부 역 점수 중 제 2일째의 오심 횟수와  제 3 일의 오심 

횟수, 오심 불편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즉,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은  

Placebo 지압을 실시한 대조군보다 지압 시행 후 제 2일의 오심 횟수과 제 3

일에 오심 횟수 및 오심 불편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추가 분석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과 

Placebo 지압을 실시한 대조군의 지압 시행 후 1일, 2일, 3일에의 시간에 따른 

오심. 구토 변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검정하기 위

해서  Wilo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모두 오심․구토 총점 및 오심, 헛구역질, 구토 경험 

정도의 제 2일과 제 1일의 변화량을 비교하고, 제 3일과 제 2일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표 9).  

그러나 실험군에서 제3일과 제2일의 오심구토 총점 평균의 차이가 3.40이고 

제2일과 제1일의 오심구토 총점 평균의 차이가 2.20인데 비해 대조군에서는 

오심구토 총점 평균의 차이가 각각 5.0으로 그 차이 정도가 실험군에 비해 크

므로 이는 내관지압을 실시한 군이 placebo 지압을 시행한 군보다 오심구토정

도의 증가폭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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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항암화학요법 일주기내 오심 구토 헛구역질의 하부 역의 비교

Exp(n=10) Cont(n=10)
Z

two-tailed 

pMean ± SD Mean ± SD

D1

오심 횟수 .50± .707 .80± .632 -1.128 .259

오심 불편감 .20± .422 .30± .483 -.503 .615

오심 지속시간 .20± .422 .50± .527 -1.371 .170

헛구역질 횟수 .10± .316 .30± .675 -.669 .503

구토횟수 .00± .000 .00± .000 .000 1.000

구토 불편감 .00± .000 .00± .000 .000 1.000

구토 양 .00± .000 .00± .000 .000 1.000

D2

오심 횟수 .90± .738 1.90± .738 -2.523 .012
*

오심 불편감 .70± .675 1.30± .825 -1.673 .094

오심 지속시간 1.00± .816 1.50± .850 -1.244 .214

헛구역질 횟수 1.20± .422 .60± .699 -1.446 .148

구토횟수 .10± .316 .30± .675 -.669 .503

구토 불편감 .10± .316 .40± .966 -.669 .503

구토 양 .10± 3.16 .30± .675 -.669 .503

D3

오심 횟수 1.40±.516 2.70±.823 -3.224 .001
*

오심 불편감 1.30±.483 2.10±.876 -2.338 .019*

오심 지속시간 1.60±.699 2.0±.471 -1.563 .118

헛구역질 횟수 .80±.632 1.40±.843 -1.670 .095

구토횟수 .30±.483 .90±1.101 -1.250 .211

구토 불편감 .40±.699 1.20±1.549 -1.158 .247

구토 양 .40±6.99 .80±.919 -1.034 .3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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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항암화학 요법의 시간 경과에 따른 오심 구토의 총점 변화의 비교

Exp(n=10) Cont(n=10)

Z
two-tailed 

p
Mean ± SD Mean ± SD

D2-D1

Nausea 1.70±1.64 3.10±1.73 -1.669 .095

Retching .30±.95 .90±1.19 -1.255 .210

Vomiting .30±.95 1.0±2.31 -.669 .503

N/V total 2.20±2.04 5.00±4.42 -1.268 .205

D3-D2

Nausea 1.70±1.70 2.10±1.52 -.696 .486

Retching .90±1.52 1.00±1.05 -.039 .969

Vomiting .80±1.47 1.9±2.37 -1.026 .305

N/V total 3.40±3.06 5.00±3.36 -1.144 .25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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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게  1회에 10분씩 총 5회의 

내관지압을 3일간 시행한 결과, 내관지압이 항암화학요법 기간동안 오심 정도

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관지압은 구토와 헛구

역질 정도에는 향이 없었으며, 오심 정도에 있어서도 제 1, 2일에는 차이가 

없고 제 3일 치료주기 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내관지압의 효과가 치료 주기 말에 나타나는 점과 오심정도에만  

효과가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내관지압을 적용한 선행 연구와 문헌에서  내관지압 처치의 횟수 및 지압시

간을 살펴보면 임신성 오심을 가진 대상자에게 P6 부위를 침습적(침술 또는 

전기침술) 또는 비침습적(TENS 또는 지압) 방법으로 5-10분간 자극을 주고, 

지압은 2시간 간격으로 5분간 시행하여 임신성 오심의 감소효과를 보 으며

(Dundee 등, 1991),  Dundee 및 Yang(1990)은 35-40명의 항암제를 투여 받는 

대상자에게 P6를 매 두시간마다 5분간  sea-band를 사용하여 지압을 하도록 

하여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압의 오심 

감소 효과는 부작용 없이 약 6-8시간 지속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기능적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은 150명을 대상으로 손으로 지압한 그룹, 손목밴

드를 한 그룹, 대조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 1시간, 수술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직후, 수술 후 10시간 후에, 각 부위마다 5분씩 20분간 P6와 H7 부위에 지압

을 실시한 연구에서, 세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손으로 지압한 그룹이 

대조군과 오심구토의 불편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Ming 등; 2002).

 국내에서는 신미숙(2002)이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 환자  40명

을 대상으로 대조군(20명)에게는 일상적인 상례 간호를 제공하고, 실험군(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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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용 교재와 실습을 통한 지압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항암 화학요법제가 투여되는 5일 동안 매일 항암제 투여 직전, 점심 

식사 전, 저녁식사 전에 5분 동안 연구자가 직접 내관 지압점(P6)을 5분간 지

압하고, 이외의 시간에 오심, 구토를 경험할 때마다 환자와 보호자가 내관 부

위를 5분간 지압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오심구토 정도, 오심 지속시간 및 구

토 횟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김 진(2002)은 지압만의 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폐암환자 10명

을 대상으로 하여 대조군을 'sham' 지압을 실시하는 군으로 두어 실제 내관 

지압을 실시한 실험군과 비교하는 연구를 자체 개발한 내관 지압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하 으며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이틀 간 제 1일에 1회, 제 2일에 2

회, 식사시간 30분전에 지압을 10분간 시행하고 제 3일에 1회 내관 지압을 시

행하여 제3일째에  오심ㆍ구토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 진(2002)과 동일한 내관지압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시점에 내관지압을 적용했으나 처치횟수에 있어 본 연구에

서 제 1일 점심식사 30분전에 내관지압을 10분간 1회 더 적용하는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항암화학요법 제 1일과 제 2일에는 오심, 헛구역질, 구토 모

두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3일에는 

오심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제 2일과 제 3일에 헛구역질과 구토 점수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Dundee 및 Yang, 1990; 신미숙, 2002; 김 진, 2002)와 수술 후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Ming 등, 2002),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Belluomin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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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와 같이 내관지압이 오심ㆍ구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는 내관 지압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난소암 환자의 오심ㆍ구토를 경감

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오심 구토의 하부 역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제 2일에는 오심 횟수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5), 제 3일에는 오심 횟수, 오심 불편감에서 실험군

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김 진(2002)의 연구

결과는 제 2일에 오심 지속시간, 제 3일에 오심 불편감, 오심횟수, 오심 지속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이러한 차이는 처치 횟수의 차이 외에 다

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내관지압으로 오심ㆍ감소 효과

가 얼마나 지속되는 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며 연구의 결과를 기반

으로 하여 하루에 적용되어야 하는 적정선의 처치 횟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로 내관지압을 적용하는 횟수를 달리하여 오심 지속 시간에 대한 

반복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항암요법 제 1일에 오심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제 1일에 

투여되었던 약물이 오심, 구토 유발 정도가 10-30%로 낮은 Taxol, Taxotere, 

Genexol등 이 으나, 제 2일에 투여되는 약물이 cisplatin, carboplatin 등 오

심, 구토 유발정도가 60-90%로 높은 약물이 고,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은 치료 후 48-72시간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지므로(Seigel 

& Longo, 1981), 대상자들이 제 1일에는 오심, 구토 정도를 낮게 호소하거나 

호소하지 않았으며, 제 2일이 지나 제 3일 새벽부터 또는 제 2일 저녁부터 오

심,구토를 호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선행 연구(양 회 등, 

2001; 신혜숙 등,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심 구토 정도 및 오심, 헛구역질, 구토 정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2일과 제 1일의 변

화량과 제 3일과 제 2일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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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 반복연구를 통하여 3일 이상의 기간

이 적용되는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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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항암화학 치료를 받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관지압이 항암

화학요법 중 오심구토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간호중재로서 지압의 효과를 확인하고, 암환자의 입원 시 간호 및 퇴원 교육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오심과 구토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로서 현재 임상에서도 항암치료 시 오심ㆍ구토를 감소, 예방

하기 위하여 거의 규칙적으로 항구토제를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

자의 25%에서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가 끝난 이후에도 오심 구토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구적으로 투여되는 진토제를 제외하고는 보조요법으로 대체 요법을 

이용하고 있다.

지압은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침습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시행할 수 있고 자가간호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

를 통하여 내관지압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오심구토 정도를 완화시

키는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 일 3차 종합병원 산

부인과 2개 병동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난소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

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오심 정도가 낮

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z=-2.856, 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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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

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헛구역질 정

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z=-1.378, p=.168).

3) 제 3가설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 있어 내관(P6) 지압군(실

험군)은 placebo 지압군(대조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구토 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z=-.985, p=.325).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다는 제한점을 가지지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난소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중 점심, 저녁 식사 30분전에 제1일에 2회, 제2

일에 2회, 제 3일에 1회, 양쪽 내관(P6)에 각각 5분씩 1회에 총 10분간 지압을 

실시하면 항암화학요법 주기 3일간 오심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결

론지을 수 있다.

2.제언

1) 좀더 많은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지압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순수 대조군, placebo군, 내관지압 실험군을 두

어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이후의 지연성 오심ㆍ구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종

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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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학과 석사 과정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귀하의 오심 구토의 정도를 파악하

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비약물적 중재 방법인 지압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평소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시 오심과 구토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대하며  오심 구토를 완화시킬 수 있는 비

약물적 중재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압력을 주어 시행하게 될 지압은 안전하며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도중에 그만 두실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및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오심 구

토의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방법으로 발전시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이근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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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오심 · 구토 정도 질문지               날짜             이름

귀하께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지난 24시간동안 경험했던 증상의 횟수, 정도, 불편감이 어

느 정도인지 해당란에 ○ 표 해주십시오. 

· 메스꺼움: 토하지는 않지만 속이 메슥거리는 경우 

· 헛구역질: 토물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토하는 경우 

· 구토: 토할 때 토물이 넘어오는 경우

1.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_____ 회 토했다. 

1) 7회 이상 2) 5-6회 3) 3-4회 4) 1-2회

5) 토하지 않았다

2.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헛구역질 때문에 

1) 불편하지 않았다 2) 약간 불편했다 3)보통으로 불편했다 

4) 약간 불편했다 5) 매우 심하게 불편했다

3.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구토 때문에 

1) 불편하지 않았다 2) 약간 불편했다 3)보통으로 불편했다 

4) 약간 불편했다 5) 매우 심하게 불편했다

4.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메스꺼움을 

1) 전혀 느끼지 않았다 2) 1시간 정도 느꼈다 3) 2-3시간 정도 느꼈다 

4) 4-6시간 정도 느꼈다 5) 6시간 이상 느꼈다 

5.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속이 메스꺼움 때문에 

1) 불편하지 않았다 2) 약간 불편했다 3)보통으로 불편했다 

4) 약간 불편했다 5) 매우 심하게 불편했다

6.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토할 때 마다 

1) 매우 많은 양(3컵 이상)을 토했다          2) 많은 양(2컵-3컵 미만)을 토했다 

3) 보통의 양(1/2컵-1컵미만)을 토했다 4) 적은양(1/2컵 미만)을 토했다 

5) 전혀 토하지 않았다

7.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위에서 오심이나 메스꺼움을 ______회 느꼈다. 

1) 7회 이상 2) 5-6회 3) 3-4회 4) 1-2회

5) 토하지 않았다

8.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구역질을 ______회 했다. 

1) 7회 이상 2) 5-6회 3) 3-4회 4) 1-2회

5) 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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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일반적 특성 기록지

날짜:_______________                이름:

1. 연령__________년 생 (만 ______세)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교육정도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⑤ 기타 (             ) 

4. 결혼유무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별거 

⑤ 기타 (             ) 

5. 직업 

① 유 ② 무 ③ 기타 (             ) 

6. 종교 

①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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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

질병 · 치료 관련 사항 기록지 

ID:___________________    그룹: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

1. 주진단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진단받은 기간 _______________ 개월 

3. 항암제치료                 

프로토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항암제 치료 횟수 ①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7회 이상

5. 암 단계 :__________________

6. 전이 여부 ① 유 ② 무 

7. 전이부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항구토제 사용

항암제 투여 후  1일째 종류 및 횟수    _____________________ 

2일째 종류 및 횟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3일째 종류 및 횟수___________________________

9.현재 투여되는 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키/몸무게 _____________ cm / ___________ kg (증감:            ) 

11. 질병력 ① 고혈압② 당뇨    ③ 간염      ④ 빈혈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없음 

12. 여성 호르몬 복용 여부  예(  )  아니오(  )    복용했다면 기간

13. 임신력____________  14. 초경나이          ____________

15. 현재 식이종류  및 섭취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사용하고 있는 대체요법 또는 약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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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

정서적 상태 질문지 

귀하께서 현재 다음 항목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수평선 위에 V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극도로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100

2. 전혀                                                         극도로

혼돈되지  않는다                 혼돈된다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100

3. 전혀             극도로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다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100

4. 전혀            극도로 

기운이 없다                                                기운이 있다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100

5. 전혀                    극도로 

화나지 않는다                                               화가 난다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100

6. 전혀                    극도로 

피로하지 않다                                                 피로하다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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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VI

내관 지압 프로토콜 

1. 대상자에게 지압 방법과 소요시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2. 대상자는 침대에 편안하게 눕는다. 

3. 대상자는 지압을 받는 동안 편안히 쉬도록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설명한다. 

4. 대상자는 양 손바닥을 위로 가게 위치한다. 

5. 대릉 혈(손목의 주름진 부위 중앙)에서 대상자의 손가락 2마디 만큼 올라가 

두 힘줄 (장장근건과 요완굴근건) 사이에 있는 내관 경혈을 찾는다. 

6. 지압 시술자는 대상자의 옆에서 서서 한쪽씩 지압을 시행한다. 

7. 몸 표면을 향하여 주먹을 가볍게 쥔 다음 팔굽은 되도록 쭉 펴고 엄지 손

가락을 수직으로 하여 엄지 손가락 끝으로 누른다(수직압). 힘의 강도는 약

하게 시작하여 서서히 강하게 지압한다. 

8. 수직압을 가하고 나 후 손가락을 계속 붙인 채로 2초간 서서히 누르고, 4초

간 일정한 압력을 주며, 2초간 서서히 힘을 늦추어 떼어 총 8초간 지압을 

실시한다(지속압). 이후 2초간 쉬고 나서 다시 지압을 실시하여 좌, 우 내관

에 각각 5분씩 총 10분간 시행한다. 

9. 수직압과 지속압을 가할 때 시술자와 대상자는 서로 신뢰하고 치료하겠다

는 마음이 일치된 속에서 마음과 기를 모아서 정성 들여 누르며 정신을 집

중한다(조화압). 

10. 지압 상태 중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지압 시행 전, 후에 대상자의 

상태, 지압 후 반응에 대한 면담을 한다. 

11. 한쪽 내관의 지압이 끝나면 대상자의 반대편 옆으로 가서 다른 한쪽을 동

일한 방법으로 지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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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ei-Guan Acupressure on 

Chemotherapy-related Nausea and Vomiting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Lee, Keun-Hwa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and validate the effects of 

Nei-Guan(P6) acupressure on easement of nausea and vomiting in ovarian 

cancer patients during chemotherapy. The result can be used as base 

education material for nursing care to cancer patients when they are both 

hospitalized and discharged. 

The research design is a repeated measure one with counter-balancing 

experiment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10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receiving chemotherapy admitted to a major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from October to November 2003. All the ten participants were 

treated alternately in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or a maximum 

homogeneity.

The primary research tool used is INVR translated in Korean by 

Young-Jae Kim and others (2000) after having validated its adequacy and 

credibility. This tool was first developed as INV-2 by Rhodes and others 

(1984) and later adjusted and amended as INVR by Rhodes and McDaniel 

(1999). The tool used to measure anxiety, depression and fatigue to gauge 

the homogeneity of all participants before being treated with chemotherapy 

is the LASA Scale (The Linear Analogue Self Assessment Scale) used and 

validated by Young-Jin Kim (2002), which was first develop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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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herland and others (1988).   

The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Hypothesis One that “Ovaria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Nei-Guan(P6) acupressure during chemotherapy will experience less nausea 

than the placebo acupressure patients for the chemotherapy cycle of 3 

days” was supported. (z=-2.856, p=.019).   

2) Hypothesis Two that “Ovaria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Nei-Guan(P6) acupressure during chemotherapy will experience less 

retching than the placebo acupressure patients for the chemotherapy cycle 

of 3 days” was turned down. (z=-1.378, p=.168).

3) Hypothesis Three that “Ovarian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Nei-Guan(P6) acupressure during chemotherapy will experience less 

vomiting than the placebo acupressure patients for the chemotherapy cycle 

of 3 days” was turned down. (z=-.985, p=.325).

In conclusion, despite its limitations of using small sampl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cupressure treatment given on the both Nae-Guen(P6) 

points located on the forearm of the ovarian cancer patients for 10 minutes 

at a time, 5 minutes each, about half an hour before lunch and supper, 

during the three days of chemotherapy cycle - 2 times on the first day, 2 

times on the second day, and one time on the third day - is effective in 

reducing nausea experienced by patients during chemotherap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Nei-Guan(P6) acupressure, nausea, vomiting, retching,           

      chemotherapy, ovarian can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