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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갑상선

전절제술 후 추가로 시행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대상자 또한 증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간호학분야의 연구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 갑상선암 환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에 대해 중재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

암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신체적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적극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량 방사성요오

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가 치료 시 경험하게 되는 증상 중 

빈번하게 호소하는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무작위 다실험군 전후 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3차 S 종합병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갑상선

암 환자 가운데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대조군은 28명, P6 지

압을 제공한 실험군 1은 26명,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는 28명으로 총 82명이었다. P6 지압은 지압이 가능한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였고, 심상요법은 오디오 CD로 제작하여 제공하

였으며, 대조군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상례 간호를 제공하였다. 

각 군은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 도구 설문지를 방사성요

오드를 복용하기 전, 복용 후 치료 1일째 21시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총 7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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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동질성 검정은 

Chie-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P6 지

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

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는 반복측정 분

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Post-Hoc Test로 Scheffe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심은 세 집단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3.003, p<.001),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오심 정도는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p=.007)과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적었고(p<.001),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의 오심 정도도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38). 

 2. 구토는 세 집단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4.297, p<.017),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구토 정도는 실험군 

1(p=.774)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보다는 구토가 유의하게 

적었으며(p=.022),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의 구토 정도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27). 

 3. 헛구역질은 세 집단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2.219, 

p=.013),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헛구역질 

정도는 실험군 1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294)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고(p=.007),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의 

헛구역질 정도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74). 

 4. 식욕부진은 세 집단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11.799, 

p<.001),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식욕부진은 

실험군 1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204)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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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고(p<.001),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의 식욕부진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p=.017). 

 

이상의 결과를 통해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 치료로 인한 오심, 구

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

상선암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비침습적, 비약물적 간호 중재를 적

용하여 신체적 부작용을 감소시켰다는 점과 향후 연구에 근거중심

실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 오심, 구토, 헛구역질, 식욕

부진, P6 지압, 심상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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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체 악성 종양의 1%를 차지하는 갑상선암은 가장 흔한 

내분비기관의 악성 종양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발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Leenhardt, Grosclaude & Cherie-Challine, 2004).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2009년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전체 암 발생 비율의 

16.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28.7%로 발생률 

1위를 기록하였다(국가암정보센터, 2011).  

조직학적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갑상선암은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분화갑상선암(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DTC) 중 갑상선유두암(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화갑상선암의 우선적인 치료는 갑상선절제술이며 이후 

재발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여 

대부분이 완치가 되고(김선욱, 2009), 재발 시에도 다시 방사성요오드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므로 갑상선암 발생 증가율을 고려할 때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박민재 

등, 2008). 

방사성요오드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치료 후 수시간 내지 수일

에 걸쳐 오심, 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급성 방사선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배상균, 2001),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희(2011) 연구에서도 치료 직후 오심, 구토, 

속쓰림, 두통, 식욕감소, 구강건조, 미각변화 순서로 신체 부작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다. 실제로 임상에서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 예방적으로 진토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

에도 환자들은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진토제와 같은 약물로 인해 환자들은 어지러움, 저혈압, 우

울,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Bridge, Chakraborti, 

Tomas, Filkins & Fleet, 2003) 약물적 중재 이외에 비 약물적 중재가 

필요하다. 

  Oncology Nursing Society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likely to be 

effective) 비약물적 중재로 침, 지압, 심상요법, 음악요법, 점진적 근

육이완법과 심리교육적인 지지와 정보제공을 제시하였는데(Tipton et 

al., 2007),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경우 격리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의료진의 접근이 제한적임을 고려했을 시 치료로 인해 갑상선

암 환자가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

진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중재로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고

려할 수 있다. 그 중 P6 지압은 신체의 경혈점(Acupoint)이라 불리는 

P6(Nei-Guan, 내관) 부위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오심, 구토와 식욕부

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백금선, 2008; 

최영희, 2003; Bridge et al., 2003; Dibble, Chapman, Mack & Shin, 2000; 

Suh, 2012), 치료적으로 심상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

도록 하는 심상요법이 복합되면 오심, 구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Halter, 1998; 

Troesch, Rodehaver, Delaney & Yanes, 1993). 이러한 P6 지압과 심상요

법은 모두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적용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 효율

적인 중재로 임상 활용성이 높다(권정희, 2011; 김의정, 2008). 

갑상선암 환자 혹은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국외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과정 

동안 시기별로 방사성요오드 치료로 인한 신체 부작용을 조사하였

으며(Van Nostrand, Neutze & Atkins, 1986), 국내에서는 대상자들의 삶

의 질과 영향요인을 보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곽근혜, 2009; 



 

 

김창희, 2006; 김영숙, 2010; 유선희, 2011). 또는 정보제공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심리 및 신체적 불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거

나(손성미, 2005), 불안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김영순, 김순구와 김기련, 2006). 하지만 방사성요

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생존율이 높아 환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

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P6 지압뿐만 아니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여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또한 이를 통해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한 근거중심실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

자가 경험하는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P6 지압과 심상

요법이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P6 지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

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제 1 가설: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

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오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제 2 가설: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

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구토의 정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제 3 가설: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

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헛구역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4 가설: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

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식욕부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P6 지압(P6 acupressure) 

 



 

 

(1) 이론적 정의: 내관(P6, Nei-Guan) 은 수완관절 전면위 요측 수

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과 장장근(Palmaris longus)의 인대 사

이에 있으며 손목이 접히는 부위에서 세 손가락 넓이만큼 올

라가 두 힘줄 사이에 있는 경혈을 의미한다. 지압이란 경혈의 

자극을 통해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막힌 인체 내 기의 흐름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한다(김두원, 1999; Bridge et al.,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양쪽 손목 P6 부위에 

영국회사(Sea-Band Ltd., Leicestershire, UK)에서 제작된 Sea-

band를 입원기간(4일) 동안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심상요법 

 

(1) 이론적 정의: 구체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혹은 

치료적으로 상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에 대하여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불안과 같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신·심리학적인 

중재방법이다(Achterberg et al., 199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에 

맞춰 심상의 내용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음성으로 8분 정도 

녹음한 오디오 CD를 사용하여 입원기간 동안 총 6번에 걸쳐 

환자가 심상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High Dose-Radioactive Iodine Therapy: 

HD-RAIT) 

 

(1) 이론적 정의: 방사성요오드(I
131

)가 우리 몸의 갑상선세포에서 

만 섭취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치료로, 액체나 캡슐에 든 

방사능을 내는 동위원소를 붙인 요오드를 경구로 투여하면 

장에서 흡수되고 그것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목 부위에 수술 

후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 및 갑상선 이외의 부위에 퍼져있는 

갑상선암 세포 안에 모여 방사성요오드를 섭취한 세포들을 

방사능으로 파괴하는 치료를 의미한다(국가암정보센터, 201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가 받는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치료용량이 100mCi(millicurie)이상으로 

일정기간 격리를 위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 

 

(1) 이론적 정의: 오심(Nausea)은 목 뒤와 상복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쾌한 느낌의 관찰할 수 없는 현상으로 구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구토(Vomiting)는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해 위의 내용물이 강압적으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며, 헛구역질(Retching)은 구토물의 배출 없이 구토를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Rhodes & McDaniel, 200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hodes와 McDaniel(1999)이 

개발한 Index of Nausea Vomiting and Retching(이하 INVR)를 

김영재, 김지영, 최인령, 김미원과 Verna Rhoede(2000)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INVR을 

이용하여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증상에 따른 항목별 점수가 높을수록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5) 식욕부진  

 

(1) 이론적 정의: 먹고 싶은 욕구의 감소로 자연적인 음식섭취의 

감소가 일어난 상태이다(최은숙,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Grant(1987)가 개발한 식욕부진 

도구를 김정순(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식욕부진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Ⅱ. 문헌고찰 

 

 

1. 방사성요오드 치료와 치료에 따른 오심, 구토 및 식욕부진 

  

갑상선암은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유두암(PTC), 여포암(Follicular 

Thyroid Carcinoma, FTC), 저분화 갑상선암(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 Poorly DTC) 및 미분화암(Undifferentiated or Anaplastic 

Thyroid Carcinoma, ATC)과 C세포에서 기원하는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으로 나뉘는데 그 중 유두암과 여포암을 

분화갑상선암(DTC)으로 분류한다(김선욱, 2009; 김원배, 2009). 

분화갑상선암 치료의 주된 방법은 갑상선전절제술이며, 수술 후 

잔류갑상선암 조직의 제거(Ablation)와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1; 배상균, 

2006).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1941년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를 대상으로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처음 시도하였고(배상균, 2001), 

갑상선암 환자 대상으로는 1940년대 Seidlin 등에 의해 분화 

갑상선암 치료에 방사성요오드(I-131)가 도입되었다(김유경 등, 1997).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란 불안정 상태에서 방사선(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상태로 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원자이며, 베타선의 경우 고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것이 질병의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다(백성민, 2010).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용액(또는 알약)으로 만들어진 방사성요오드를 경구로 

섭취함으로써 요오드가 암 조직에 흡수되고 암 조직은 치료 효과로 

제거되는 치료방법이다(백성민, 2010; 손성미, 2005). 이러한 방사성요



 

 

오드 치료의 용량은 대부분 수술병기, 연령 등을 고려하여 미리 경

험적으로 정해진 용량에 따라 투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량 

치료 시 80~200mCi의 용량이 투여된다(송영기, 김원배, 홍석준, 류진

숙과 문대혁, 2002; 조보연, 2005). 이처럼 방사성요오드를 체내 투여

할 경우 몸 전체가 선원이 되고 신장을 통해 전체가 배설 될 때까

지 선량이 계속 발생되므로 국내병원에서는 특히 고용량 방사성요

오드를 투여하는 환자는 주변 사람이 받는 피폭선량을 선량한도 이

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병원마다 환자를 방 전체가 납으로 차폐된 

격리병실에 일정기간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고, 퇴원 후에도 일정기

간 생활격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백성민, 2010). 

현재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면서 이에 따라 30mCi이하로 외래에서 

저용량으로 치료하던 환자들도 여건만 되면 입원하여 150-200mCi를 

투여하는 방향으로 치료방침이 바뀌어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생존율이 높아 다른 암과는 달리 일단 발병한 환자

는 계속 누적되는 경향을 보이며, 평생 추적관찰 대상이 된다(박민

재 등, 2008; 백성민, 2010). 

방사성요오드 치료와 관련된 신체 부작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치료 전 준비로 인한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이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투여된 

방사성요오드 갑상선내 섭취는 혈청 내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에 의해 좌우되므로 적어도 TSH 수치가 30 

µIU/ml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치료 예정일 2-4주 전부터 

갑상선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1-2주 동안 저요오드 식이를 

시행하여 체내 요오드 풀이 결핍되도록 한다(배상균, 2006; 배진호, 

2004; Cooper et al., 2006). 갑상선호르몬 복용 중단으로 초래되는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은 복용을 중단한 후부터 서서히 발생하여 



 

 

방사성요오드 치료시기에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Botella-

Carretero et al., 2003).  

다음으로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나서 나타나게 되는 신체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단기 부작용으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성 방사선증이 나타나거나 장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주로 급성 

방사선증에 해당되는 것들로 오심, 구토와 식욕부진, 타액선염 등이 

있다(배상균, 2001; Lee, 2010). 

Kita 등(2004)의 연구에서 분화갑상선암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방사성요오드 투여 후 96시간 이내에 발생되는 단기 부작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장관 장애(65.2%)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는데 위장관 

장애로는 식욕감소(60.9%), 오심(40.2%)와 구토(7.6%)가 있었으며 이 

외에 통증이 동반된 타액선부종(50%), 미각변화(9.8%), 두통(4.4%) 

등이 보고되었다. 이는 15명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원기간 동안 치료로 인해 80%의 환자가 

즉각적인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그 중 위장관 장애는 66%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Van Nostrand 등(1986)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유선희(2011)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방사성요오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직후이며 오심, 구토, 속쓰림, 두통, 피로, 식욕감소, 구강건조, 

미각변화와 같은 신체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게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환자들은 만성 구강건조증,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체중증가, 미각소실 등을 호소하였고(Menzoda et al., 2004), 

장기간의 추적관찰 연구에서 골수기능저하와 뼈나 연조직 종양, 직 

장 결장암, 침샘종양, 백혈병등과 같은 이차 암(Secondary Primary 

Malignancies) 발생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용량과 

관계가 있었다(Rubino et al., 2003). 그 외에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여성에서 일시적인 난소기능장애로 무월경 혹은 성선자극호르몬의 

상승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불임, 유산, 태아의 기형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aymond et al., 1989).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간호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술 후 혹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곽근혜, 2009; 김영숙, 2010; 김창희, 2006; 유선희, 2011),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 

정보제공을 통해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 신체적 불편감, 

면역기능 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김영순, 2006; 손성미, 2005)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 

중재를 적용한 연구로는 역량관리프로그램(Competence Management 

Program)을 적용한 김주성(2010)의 연구 외에 찾기 어려웠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갑상선암은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를 통해 완치를 기대하고 최근 치료방침의 변화로 고용량 방사성요

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경

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두려움과 격리 치료라

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되어 중재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간호학 분야에서 드

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고용량 방사성요

오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대한 간호

중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대한 P6 지압의 효과  

 

최근 암환자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초래

되는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적 방법 이외에 비약물적 방법으

로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임시은, 2008). 특히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

면요법, 점진적 이완요법, 심상요법과 같은 행동요법과 지압, 음악요

법 등이 추천되고 있다(King, 1997; Tipton et al., 2007). 

그 중에서도 지압은 약물이나 기구를 쓰지 않고 손가락과 손바닥 

그리고 팔꿈치 등으로 경락상의 요혈을 자극함으로써 정체된 경락 

계통의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신체기관의 기능과 음

양의 조화를 통해 올바른 신체기능을 유지시켜 주며, 신경자극을 통

해 대뇌피질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동서간호학연구소, 

2000). 또한 지압은 경락 상에 경혈과 반응점을 자극하여 경맥을 소

통시키고 막힌 것을 열어주며 인체에서 복잡한 생리 및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기의 균형을 이루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

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창환과 김용석, 2001; Bridge et 

al., 2003). 이러한 지압은 비침습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면서 방법이 

간단하고 안전하여 환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시행할 수 

있다(Mann, 1999; Dibble et al., 2000). 

오심과 구토에 효과가 있는 지압점으로 내관(Nei-Guan; P6)과 족삼

리(Chok-Samni; ST 36), 합곡(Hegu; L14) 등이 있는데(백금선, 2008), 그 

중 내관은 다른 부위보다 정확하게 위치를 찾기 쉬어 환자 스스로

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내관 부위를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오심, 

구토 완화 효과가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신미숙, 2002; 

Dibble et al., 2000). P6의 위치는 수완 관절 전면 위 장장근(Palmaris 

longus)건과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 사이에 있으며 대릉혈

(손목 접히는 부위)에서 손가락 2마디 만큼 또는 약 4cm 상방 위로 



 

 

올라가서 두 힘줄 사이에 있는 경혈로 찾을 수 있는데(김두원, 1999; 

Yang et al., 1993), P6 부위를 지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손을 이용

하거나 스티커 침을 부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

로 손목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백금선, 2008; Bridge et al., 2003). 손 지

압을 적용하는 경우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켜줄 수 

있지만 환자 스스로 또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중재를 해 주어야 

하는 시간 소모적이고 제한적인 중재가 될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재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손목밴드의 경

우 밴드가 내관 부위를 벗어나게 될 수도 있지만 재사용이 가능하

고, 환자 스스로 쉽고 안전하게 지속적인 압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남초, 유제복, 조명숙, 신은주와 함태수, 2010; Ming, 

Kuo, Lin & Lin, 2002).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지압이 오심과 구토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기전이 아직 명백하지는 않으나 몇 가지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제시되는 기전으로 지압은 신경전달물질과 

신경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뇌의 화학물질, 감각, 불수의적인 신체 

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전으로는 지압은 

통증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아편유사물질계(Opioid System)의 

활성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기전으로 경혈점의 자극을 

통한 지압은 빠른 전자기적인 신호의 전도로 엔도르핀과 

모노아민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초조함이나 오심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Dibble et al., 2000; Ming et al., 2002). 

P6 지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Bridge 등

(2003)의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로 인해 오심을 호소하는 환자 27명

을 대상으로 대조군 없이 진토제 복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목밴

드를 함께 적용하여 P6 지압의 효과를 설문지와 진토제 복용 횟수

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2주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85%

의 환자에서 2주째 진토제의 복용이 증가하지 않았고, 평균 오심과 



 

 

구토 점수를 61%나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손목밴드를 이용한 P6 지압은 사용하기가 쉽고 부작용이 없으며 다

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중재라고 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오심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보통의 암환자

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 우울 및 무력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

다. 또한 Dibble 등(2007)은 텍사스 MD Anderson 암센터를 비롯한 미

국 전역의 10개 암센터에서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를 시행

하여 P6 지압이 유방암 환자들의 항암제로 인한 오심과 구토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 오심, 구토에

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지연된 오심, 구토에는 지압을 제공한 

실험군이 위약 실험군이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

고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진숙, 최하연, 박차흔, 나현우와 홍성숙(2006)의 

연구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시작부터 회복실 퇴실 후 2시간까지 손목밴드를 이용한 내관지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각 시간 당 실험군의 

오심과 구토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 이명윤(2008)의 연구에서도 중이염으로 

중이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마취 시작 30분 전부터 마취 종료 후 

24시간까지 양쪽 팔목의 내관부위에 손목밴드를 착용하여 지압을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오심과 구토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최근 Suh(2012)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P6 지압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경혈지압을 이용하여 식욕부진 완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선행 연구는 드물었지만 최영희(2003)의 연구 결과 내관지압과 

고려수지요법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함께 적용하는 것이 

오심, 구토와 식욕부진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백금선(2008)의 연구에서도 스티커 침을 이용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2일째 아침부터 4일간과 퇴원 후 7일까지 총 11일 동안 매 

식사 30분전에 실험군의 경우 내관, 족삼리, 합곡 부위에, 대조군의 

경우 곤륜과 합양 부위에 경혈지압을 시행하여 오심, 구토,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오심과 오심 지속시간, 구토와 식욕부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연실, 조의영, 이영숙, 양혜림과 이화정(2010)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 환자에게 치료 시작일 아침부터 퇴원일 

아침까지 매 식사 30분-1시간 전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내관(P6) 

지압을 적용하였는데 보호자와 환자를 교육하여 내관지압을 

적용했을 시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간호사가 직접 

내관지압을 적용한 결과, 증상에 따라 살펴보면 퇴원 시 오심의 

정도(p=.003)와 횟수(p=.036)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오심 불편감, 구토 횟수와 불편감, 헛구역질 정도와 

불편감 식욕부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모든 증상에 따른 점수를 총합으로 봤을 시 p=.01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P6 지압은 각각의 연구마다 지압을 

적용한 방법이나 횟수, 적용기간 등 차이를 보였지만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의 감소에 대부분 효과적인 간호 중재법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P6 지압의 효과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비침습적이면서 부작용이 없고 시간과 

비용 효과적이며 환자 스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이용한 

P6 지압을 의료진의 출입과 접근이 어려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적용하여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심상요법  

 

심상요법은 고대로부터 사용된 치유의 기술로(Achterberg, 1985), 상

상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치시켜 치

료목적을 달성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Halter, 1998; Tuyn, 1994;). 

심상요법의 종류는 이론적 배경, 진행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정신분

석적 심상요법, 행동주의적 심상요법, 역동적 심상요법으로 나누어 

진다(최범식, 1999). 그 중에서 이완과 인식의 변화기능에 초점을 둔 

상상적 사고 수준의 심상을 응용한 행동주의적 심상요법의 하나인 

지시적 심상요법은 본질적으로 환자 자신이 자연스럽게 치유과정으

로 전환되도록 주위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오원옥과 석민현, 

2002; Jeanne & Frank, 1982).  

Hard(2008)는 암환자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증상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서적인 증상은 전형적으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 

치료에 대한 불안, 재발 가능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된다고 

하였다. 가장 흔하게 암환자가 겪는 신체적 증상으로 항암화학요법

이나 방사선치료로 인한 오심과 구토가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진토제가 사용되지만 최근 진토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60%에 가까

운 암환자가 오심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King, 1997). 이는 진

토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약물적 중재만으로는 

오심과 구토의 정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정서적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Troesch et al., 1993; Zook & Yasko, 

1983). 이에 심상요법과 같은 비 약물적 중재는 항암화학요법과 방

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고(Hard, 

2008), Simonton(1978)은 심상과 이완을 함께 적용하면 상징적으로 암

이나 암을 공격하는 자신의 신체나 치료를 시각화함으로써 암 치료

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에 열성적이고 긍정적인 효능을 믿는 

환자들에게는 질병의 완화기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상요법은 기구의 사용이나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 효율적이고 매우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도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김의정, 2008; 석

민현, 길숙영과 박혜자, 2002). 

오심과 구토의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추신경계의 

활동과 점진적 근육운동에 의해 나타난다고 여겨지는데 심상요법 

또한 근이완을 통해 식도, 위장, 소장의 근육 운동과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해 준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실제로 진토제는 진정효과

와 이완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대뇌의 피질에서 작용하여 화학수용제

동대(Chemoreceptor Trigger Zone, CTZ)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데 근육이완 역시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 오심과 구토를 감소

시킬 수 있고, 이완을 통해 근긴장이 감소되면 직접적으로 불안과 

신체적 자극이 감소되어 오심과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게 된

다. 또한 심상요법은 전환(Distraction)을 시킴으로써 오심, 구토나 불

안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자극을 제거할 수 있다(변희진, 

1997; Lyle, Burish, Krozely & Oldham, 1982).  

심상요법을 통해 오심과 구토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하고자 한 

국외 연구로 Burish, Carey, Krozely & Greco(1987)의 연구에서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24명의 암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점진적근육이완 프로그램과 심상요법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실험군의 오심, 구토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불안 또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Troesch 등(1993)의 연구 결과에서는 

심상요법이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에 효과가 있지 않았으

나 심상요법을 실시한 후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므로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사용될 수 있고, 나아가 화학요법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

처하는 자가간호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간호연구에서 적용된 심상요법을 살펴보면(오원옥 등, 2002), 

심상요법은 혈액투석환자(최귀윤, 2000), 암환자(김향하, 2000) 등 환



 

 

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장순복 등, 2007), 간호학생(석민현 등, 2002) 

등 다향한 대상자에게 적용되었고, 적용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9

주, 적용간격은 크게 주(week)단위로 적용된 경우는 1회에서 6회까

지, 일(day)단위로 적용된 경우는 하루 2회씩 적용되었다. 심상요법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도 자가보고식의 심리적 변인으

로 상태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자존감이 있었고 생리적 변인으로는 

맥박수, 수축기 혈압, 코르티졸로 매우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심상요법도 P6 지압과 같이 항암화학요

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는

데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는 파악하고자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격

리를 필요로 하는 제한적 치료 환경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환자 스

스로도 시행할 수 있는 P6 지압만이 아닌 심상요법을 같이 적용하

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대조군(기존의 상례간호), 실험군 1(P6 

지압)과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의 세 개의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하였으며, 중재 제공 전후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의 정도를 측정하는 무작위 다실험군 전후 

실험설계(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Pre test Procedure Post test 

C ○  ○ 

E1 ○ X1 ○ 

E2 ○ X1 + X2 ○ 

C: Control group 

X1: P6 acupressure 

X2: P6 acupressure and Guided Imagery 

 

  대조군, 실험군 1과 실험군 2의 경우 모두 방사성요오드 치료로 

인해 격리병실로 입실 전 입원생활 안내와 함께 치료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받고, 오심과 구토를 조절하기 위해 처방에 따라 기존에 

투여하던 진토제(Ondasetron 8mg) 경구 복용을 유지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HD-RAIT: High Dose-Radioactive Iodine Therapy)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인 S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후 입원하여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로 하였다. 심리적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60세 정도를 

기점으로 60세 이전의 성인과 차이가 있다는 연구(Sherwood, et. al., 

2005)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용량이 100mCi 이상인 환자 

2) 나이가 만 60세 이하의 환자 

3) 갑상선암 진단 이외의 다른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 

4) 정신 질환이나 소화기계 병력이 없는 환자 

   

표본의 크기는 Cohen (1988)의 공식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로 했을 시 각 군당 22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최초 대상자는 세 군 모두 각각 

 Nausea, Vomiting, 

Retching & 

Anorexia 

P6 acupressure 
+ 

Guided Imagery 

 

HD-RAIT 



 

 

30명씩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무작위화를 위하여 난수표에 의한 

무작위 할당법에 의해 연구대상자의 그룹을 나누었다. 대조군은 

30명 중 2명은 사후 결측치가 있어 자료에서 제외시켰고, 실험군 

1은 30명 중 4명이, 실험군 2는 30명 중 2명이 손목밴드 착용 후 

불편감을 호소하여 탈락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 대상자는 

대조군은 28명, 실험군 1은 26명, 실험군 2는 28명으로 총 

82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정도, 직업, 종교는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고, 질병관련 특성인 병기, 세포병기결과, 림프절제술 

범위, 치료용량, 치료날짜, 치료횟수, TSH 투여 여부, 추가 진토제 

복용 유무 및 횟수 등은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2)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 도구 

 

본 연구에서는 Rhodes와 McDaniel(1999)이 개발한 INVR를 김영재 

등(200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INVR을 

이용하여 오심의 경우 기간, 발생 정도와 불편감에 관한 3항목, 

구토의 경우 빈도, 양과 불편감에 관한 3항목, 헛구역질의 경우 

빈도와 불편감에 관한 2항목에 대해 각 증상에 따른 항목을 점수화 

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역산 문항이고 



 

 

증상에 따른 항목별 점수가 높을수록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김영재 등(2000)의 연구에서 INVR 개발 

당시 Cronbach’s α=.84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2 

였다.  

 

 

3) 식욕부진 도구 

 

Grant(1987)가 개발한 식욕부진 도구를 김정순(1997)이 22개 

문항으로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식욕부진과 관련한 식욕정도, 섭취정도, 섭취에 대한 관심 

3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10cm 길이의 일직선 상에 1점 

간격으로 0-10점까지 시각적 상사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욕부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92 였다.  

 

 

4. 연구의 중재 

 

1) P6 지압 

 

Nei-Guan(내관)으로도 불리는 P6(Pericardium 6)는 오심과 구토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경혈점(Acupoint)으로, 이 부위를 지압함으로써 

신체에 흐르는 기의 균형을 되찾아 오심과 구토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Bridge et al., 2003). P6는 손목이 접히는 

부위에서 손가락 2마디만큼 올라가 수완관절 전면 위 장장근건과 

요완굴근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김두원, 1999). P6 부위에 지압을 

적용하기 위한 쉬운 방법 중 하나로 wristband를 사용할 수 



 

 

있는데(Bridg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영국회사(Sea-Band Ltd., 

Leicestershire, UK)에서 제작된 Sea-Band를 사용하였다. Sea-Band는 

안쪽에 작고 둥근 플라스틱 버튼이 있는 탄력 밴드로 양쪽 팔에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양쪽 손목의 P6 부위(Figure 2)에 안쪽의 

플라스틱 구로 압력을 가하게 만들어진 손목밴드이다(Figure 3). 

버튼은 P6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고 흰색의 구를 P6 

위에 위치하도록 양쪽 손목에 착용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한 시점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입원기간(4일)동안 양쪽 손목에 착용하도록 하였고, 세안 시에는 

잠시 빼놓고 다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들이 밴드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거하도록 하였다. 

 

Figure 2. Location of P6 (Nei-Guan)         Figure 3. Sea-Band™ 

 

 

2) 심상요법 

 

  (1) 심상요법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화학요법 암환자의 오심과 구토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개발한 변희진(1997)의 지시적 심상요법,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김의정(2008)의 영상을 첨가한 심상요법과 도경회(2004)가 



 

 

슬관전 전치환술 환자의 수동적 관절운동 시 통증, 안녕감 및 

관절운동범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심상요법 등 

관련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상요법 실행문을 작성한 후 심상요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여 실행문을 완성하였다. 작성된 

실행문은 연구자가 직접 녹음하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클래식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총 8분의 CD를 완성하였다.  

 

  (2) 심상요법의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상요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적 이완을 유도하기 위한 도입기,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하여 정서적 이완을 유도하고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성공적 회복을 상상하고 확신하는 

치유확신을 위한 심상기, 현실로 돌아오는 정리기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심상요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s of the Guided Imagery 

단

계 

명칭 

및 

소요시간 

목적 내용 

1 

단계 

도입기 

(2분) 

심상효과 

증진을 위한 

이완유도 

심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적 이완 유도 

2 

단계 

심상기 

(4분) 

즐거운 

심상 

치유확신 

심상 

 1)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 

장소, 소리 등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여 정서적 이완 

유도 

 2) 방사성요오드로 수술 후 

남아있는 갑상선암 세포가 점점 

없어지고 치유가 성공적으로 될 



 

 

 

 

3) 연구 중재의 적용 

 

  대조군에게는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격리 병실로 입실되기 

전 입원생활안내와 함께 치료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상례간호를 그대로 적용하고, P6 지압을 

시행하는 실험군 1의 경우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한 시점부터 퇴원할 

때까지 Sea-Band를 양쪽 손목에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시행하는 실험군 2의 경우에는 실험군 1과 동일하게 

Sea-Band의 착용뿐만 아니라 CD로 제작된 심상요법을 듣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상요법이 제공된 장소는 환자의 격리 

병실이었고, 각 방에 놓여진 CD player를 통해 CD로 제작된 

심상요법을 듣도록 하였는데 오디오 볼륨은 대상자가 직접 조절 

하도록 했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인 S 

종합병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후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라는 상상을 유도 

 3) 치유를 위한 에너지의 

원천은 자신에게 있으며, 심상을 

통해 치유에 대한 자기 효능감 

증진 

3 

단계 

정리기 

(1분) 

지시된 

심상으로부터 

현실로 

나오게 함 

 1) 자신이 크게 치유되었음과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음을 느낌 

 2) 조용히 눈을 뜨면서 

심호흡 3번 실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 가능성, 설문지 작성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의 의사를 밝힌 환자를 대상에게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이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중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세 

군을 배정하여 환자가 등록되는 순서대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로 각 군당 30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각 군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대한 설문지의 

작성시기 및 횟수는 먼저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기 전 1회 

작성하고 핵의학과에서 방사성요오드를 투여하고 난 후에는 

당일(D1) 21시부터(Post-intervention 1, 이하 P1) 12시간 간격(이하 P2, 

P3, P4, P5, P6)으로 6회 작성하였으며, 퇴원하는 날(D4)까지 총 7회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기존의 상례간호를 적용하였고, 

예방적 목적으로 처방된 진토제(Ondasetrone 8mg) 경구 복용도 

유지하였다. 실험군 1의 경우에는 추가로 Sea-Band를 제공하여 세안 

시를 제외하고는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한 직후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감이 있을 시 바로 알리도록 하였다. 실험군 2의 

경우에는 실험군 1에게 제공된 Sea-Band의 착용뿐만 아니라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에 맞춰서 개발된 심상요법 CD를 

식사제공시간을 고려하여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한 날 21시부터 

동일하게 12시간 간격으로 총 6회 듣도록 하였다.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관한 설문지의 경우 심상요법 CD를 듣고 

바로 작성하거나 대조군과 실험군 1은 실험군 2와 비슷한 시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4).  



 

 

 

 
 

  

   

 
  

 
 

 
 

Figure 4. Procedure of P6 acupressure and the Guided Imagery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대조군과 실험군1, 실험군 2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였다.  

2)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과 Post-Hoc test로는 

Scheffe test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NVR + 식욕부진 

설문지 작성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기 전과  

복용 후 21시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총 7회  

      기존의 정보제공과 진토제 복용 

      중재: Sea-Band를 이용한 P6 지압 

중재: Sea-Band를 이용한 P6 지압 + 심상요법(총 6회) 

대조군 

실험군 

1 

실험군 

2 

D1: 방사성요오드 복용      D2           D3            D4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기관 임상연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011-12-034-001). 

  연구 참여를 위한 서면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 절차, 발생 가능한 

부작용, 연구참여로 얻게 되는 이점, 연구자와의 연락, 연주 진행 중 

언제라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구두 설명을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자물쇠가 달린 서랍장에 보

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이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는 대조군은 28명, 실험군 1은 26명, 실험군 2는 28명으로, 

총 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 중 남자는 24명(29.3%), 여자는 58명(70.7%)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18세에서 60세까지였고, 평균연령은 

43.8(±9.6)세였다. 결혼상태는 91 퍼센트가 기혼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68.3%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가운데 

종교가 있는 경우가 58명(70.7%), 종교가 없는 경우가 

24명(29.3%)이었다. 갑상선암의 분류는 갑상선 유두암이 79명(96.3%), 

여포암이 3명(3.7%)이었다. 대상자의 60명(73.2%)은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처음이었으며, 12명(14.6%)은 두번 째 치료를 

받는 것이었고, 10명(12.2%)은 3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 치료 용량은 

100mCi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35명(42.7%), 150mCi는 43명(52.4%), 

200mCi 4명(4.9%)으로 평균 방사성요오드 치료용량은 135.2mCi 였다. 

또한 TSH 주사는 16명(19.5%)이 맞지 않은 상태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았고, 정규로 투여되는 진토제 이외에 입원기간 동안 

추가로 진토제(Metoclopramide 2T)를 복용한 경우는 14명(17%)이 

있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대조군, 실험군 

1과 실험군 2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또는 Fisher’s Exact 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정에서는 추가 진토제 

복용여부에 있어 세 집단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p=.001), 실험군보다 대조군에서 복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추가적인 통계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82) 

Characte

r-istics 
Catergories 

C 

(n=28) 

E1 

(n=26) 

E2 

(n=28)  χ²  

or F 
p 

n(%) n(%) n(%) 

Gender 

Male 
7  

(25%) 

7 

(27%) 

10 

(36%) 
0.877 0.645 

Female 
21 

(75%) 

19 

(73%) 

18 

(64%) 

Age 
M 

±SD 

43.4 

±11.5 

45.5 

±8.5 

42.5 

±8.8 
0.691 0.504 

Marital 

status 

Single 
4  

(14%) 

1  

(4%) 

2  

(7%) 
1.786 0.492 

Married 
24 

(86%) 

25 

(96%) 

26 

(93%) 

Religion 

None 
8  

(29%) 

8 

(31%) 

8 

(28%) 

5.933 0.665 

Catholicism 
12 

(43%) 

6 

(23%) 

7 

(25%) 

Protestantism 
2  

(7%) 

6 

(23%) 

5 

(18%) 

Buddhism 
5  

(18%) 

6  

(23%) 

7 

(25%) 

Others 
1  

(4%) 

0  

(0%) 

1  

(4%) 

Edu 

-cation 

Elementary school 

and below 

0  

(0%) 

1  

(4%) 

0  

(0%) 

5.888 0.375 

Middle school 
0  

(0%) 

1  

(4%) 

2  

(7%) 

High school 
8  

(29%) 

9 

(34%) 

5 

(18%) 

University and 

above 

20 

(71%) 

15 

(58%) 

21 

(75%) 

Dx. 

Papillary carcinoma 
27 

(98%) 

25 

(96%) 

28 

(100%) 
1.32 0.764 

Follicular carcinoma 
2  

(2%) 

1  

(4%) 

0  

(0%) 

Tx. 

times 
1st. 

19 

(68%) 

21 

(81%) 

20 

(71%) 
3.277 0.533 



 

 

2nd. 
4 

(14%) 

2  

(8%) 

6 

(22%) 

3rd. and more 
5 

(18%) 

3 

(11%) 

2  

(7%) 

Dose of RAI 

100mCi 
7 

(25%) 

17 

(65%) 

11 

(39%) 

9.743 0.025 150mCi 
19 

(68%) 

9 

(35%) 

15 

(54%) 

200mCi 
2  

(7%) 

0 

 (0%) 

2  

(7%) 

TSH 

injection 

None 
24 

(86%) 

19 

(73%) 

21 

(75%) 
1.487 0.505 

Done 
4 

(14%) 

7 

(27%) 

7 

(25%) 

Adding None 
17 

(61%) 

24 

(92%) 

27 

(96%) 12.45

9 
0.001 

antiemetics Done 
11 

(39%) 

2  

(8%) 

1  

(4%) 

RAI, radioactive iodine remnant ablation; Dx., diagnosis; Tx., treatment;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사전 

종속변수, 즉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대한 대조군, 

실험군 1과 실험군 2의 동질성 검정결과 구토의 경우 세 그룹에서 

모두 3점으로 동일하였고, 나머지 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세 군은 동일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Table 4). 

 

Table 4. Homogeneity Test of the Dependent Variables              (n=82) 

Dependent 

variables 

C(n=28) E1(n=26) E2(n=28) 
F p 

M±SD M±SD M±SD 

Nausea 4.8±2.6 4.8±3.1 4.4±3.1 0.116 0.890 

Vomiting 3 3 3     

Retching 2.1±0.5 2.2±0.7 2.5±1.6 0.716 0.492 

Anorexia 19.0±6.6 20.3±6.8 21.8±6.9 1.246 0.293 

 



 

 

3. 연구 가설 검정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갑상선전절제술 후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조군, 실험군 1, 실험군 2의 치료 

전(Pre), 방사성요오드 복용 후 치료 당일 21시부터 측정한 치료 후 

6 시점간 종속변수 차이를 Repeated measures ANOVA와 Post-Hoc 

Test로 Scheffe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 또는 Shapiro-Wilk test를 사용하였으며 정규 

분포하지 않는 변수는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한 값으로 

분석하였다.  

 

1) 제 1 가설 :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

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오심의 정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대조군의 오심 정도 점수는 치료 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P6 시점에서는 평균 점수 7.8(±3.2)점으로 실험군 2와 

실험군 1과 비교했을 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5). 이에 반해 

실험군 1의 오심 정도 점수는 치료 전부터 P3까지 높아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P6에서는 치료 전 점수와 비슷하였고, 실험군 2는 치

료 전에 비해 치료 후 모든 시점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5). 

세 집단의 중재 전 후 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

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오심 정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F=3.511, p<.004), 집단과 시기의 교호작용에도 유의한 차

이가 있으므로(F=3.003, p<.001) 시간과 중재 방법에 따른 집단간 오

심 정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체-간 효과 검



 

 

정에서 시간 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군별 유의확

률 값이 p<.001 이므로 각 군은 오심 정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Post-Hoc test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1은 p=.038, 대조군과 실

험군 2는 p<.001, 실험군 1과 실험군 2는 p=.007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6). 

 

Table 5. Scores of Nausea between the Groups                  (n=82) 

Vari 

-able 
Group 

Pre D1(P1) D2(P2) D2(P3) D3(P4) D3(P5) D4(P6) 

M 

±SD 

N 

C 

(n=28) 

4.6 

±2.8 

4.5 

±1.9 

6.7 

±3.7 

7.9 

±3.8 

8.1 

±3.2 

8.2 

±3.3 

7.8 

±3.2 

E1 

(n=26) 

4.6 

±2.8 

4.8 

±2.3 

5.6 

±2.3 

6.2 

±3.0 

5.7 

±2.2 

5.4 

±2.0 

4.6 

±2.6 

E2 

(n=28) 

4.2 

±2.7 

3.5 

±1.3 

3.9 

±1.5 

3.4 

±0.9 

3.8 

±2.1 

3.4 

±1.0 

3.6 

±1.2 

N: Nausea 

Pre: Pre test  

P: Post-intervention test 

 

 

Table 6. Repeated Measures ANOVA on Nausea 

Source   SS df MS F p 

Within- 

Subjects 

Time   6   3.511 0.004 

Time*Group 
 

12 
 

3.003 0.001 

Between- 

Subjects 

Group 861.319 2 430.659 17.830 <0.001 

Error 1908.144 79 24.154     

 

 



 

 

 

  

 

 

 

 

   

 

 

 

 

 

Figure 5. Comparison on Nausea 

 

2) 제 2 가설 :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

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구토의 정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구토 정도 점수는 대조군, 실험군 1, 실험군 2 모두에서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P4 시점 이후 대조군에서 실험군 1과 실험

군 2보다 평균 점수가 모두 높았다(Table 7). 

세 집단의 중재 전 후 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

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구토 정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지만(F=3.291, p<.006) 집단과 시기의 교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F=1.643, p<.085), 시간과 중재 방법에 따른 집단간 구토 

정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체-간 효과 검정에

서 시간 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군별 유의확률 



 

 

값이 p<.017 이므로 각 군은 구토 정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Post-Hoc test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1은 p=.127, 실험군 1과 실

험군 2는 p=.77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과 실험군 2는 

p=.0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

되었다(Table 8). 

 

Table 7. Scores of Vomiting between the Groups                (n=82) 

Vari 

-able 
Group 

Pre D1(P1) D2(P2) D2(P3) D3(P4) D3(P5) D4(P6) 

M 

±SD 

V 

C 

(n=28) 
3.0 

3.9 

±1.8 

3.3 

±1.5 

3.4 

±1.2 

3.6 

±1.4 

3.4 

±1.1 

3.8 

±1.5 

E1 

(n=26) 
3.0 3.0 3.0 

3.5 

±1.9 

3.5 

±1.4 
3.0 

3.3 

±1.0 

E2 

(n=28) 
3.0 

3.1 

±0.6 
3.0 3.0 3.0 

3.1 

±0.8 

3.2 

±1.1 

V: Vomiting 

Pre: Pre test  

P: Post-intervention test 

 

 

Table 8. Repeated Measures ANOVA on Vomiting 

Source   SS df MS F p 

Within- 

Subjects 

Time   6   3.291 0.006 

Time*Group 
 

12 
 

1.643 0.085 

Between- 

Subjects 

Group 18.873 2 9.437 4.297 0.017 

Error 173.491 79 2.196     

 

 



 

 

     

Figure 6. Comparison on Vomiting 

 

 

3) 제 3 가설 :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

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헛구역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조군의 헛구역질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으나, 실험군 1은 P4 시점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실험군 2

는 치료 전 평균 점수가 2.5점(±1.6)으로 대조군과 실험군 1에 비해 

높았다가 치료 후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였다(Table 9).  

세 집단의 중재 전 후 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

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헛구역질 정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F=1.827, p<.105), 집단과 시기의 교호작

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F=2.219, p<.013) 시간과 중재 방법



 

 

에 따른 집단간 헛구역질 정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체-간 효과 검정에서 시간 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군별 유의확률 값이 p<.007 이므로 각 군은 헛구역질 정

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ost-Hoc test 결과 대조군과 실험

군 1은 p=.274, 실험군 1과 실험군 2는 p=.29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대조군과 실험군 2에서는 p=.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10). 

 

Table 9. Scores of Retching between the Groups                 (n=82) 

Vari 

-able 
Group 

Pre D1(P1) D2(P2) D2(P3) D3(P4) D3(P5) D4(P6) 

M 

±SD 

R 

C 

(n=28) 

2.1 

±0.5 

3.0 

±1.7 

2.7 

±1.2 

3.1 

±1.6 

3.1 

±1.7 

3.0 

±1.3 

3.4 

±1.6 

E1 

(n=26) 

2.2 

±0.7 

2.4 

±1.3 

2.4 

±1.6 

2.9 

±1.8 

2.7 

±1.3 

2.6 

±1.0 

2.4 

±1.0 

E2 

(n=28) 

2.5 

±1.6 

2.1 

±0.6 

2.2 

±0.7 

2.1 

±0.4 

2.1 

±0.4 

2.1 

±0.4 

2.1 

±0.6 

R: Retching 

Pre: Pre test  

P: Post-intervention test 

 

 

Table 10. Repeated Measures ANOVA on Retching 

Source   SS df MS F p 

Within- 

Subjects 

Time   6   1.827 0.105 

Time*Group 
 

12 
 

2.219 0.013 

Between- 

Subjects 

Group 53.639 2 26.819 5.313 0.007 

Error 398.807 79 5.048     

 



 

 

                 Figure 7. Comparison on Retching 

 

 

4) 제 4 가설 :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

게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시 대조군, 실험군 1(P6 

지압군), 실험군 2(P6 지압과 심상요법군)간에 식욕부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조군, 실험군 1과 실험군 2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대조군이 

모든 시점에서 식욕부진 정도 점수가 낮았던 반면 모든 시점에서 

실험군 2의 평균 점수가 대조군과 실험군 1보다 높게 나왔다(Table 

11).  

세 집단의 중재 전 후 변화에 대해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

행한 결과, 시간에 따른 식욕부진 정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17.902, p<.001) 집단과 시기의 교호작용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어(F=1.526, p<.120), 시간과 중재 방법에 따른 집단간 



 

 

식욕부진 정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체-간 

효과 검정에서 시간 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군별 

유의확률 값이 p<.001 이므로 각 군은 식욕부진 정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ost-Hoc test 결과 실험군 1과 실험군 2는 p=.20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과 실험군 1은 p=.0170, 대조군과 실

험군 2는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12). 

 

Table 11. Scores of Anorexia between the Groups                  (n=82) 

Vari 

-able 
Group 

Pre D1(P1) D2(P2) D2(P3) D3(P4) D3(P5) D4(P6) 

M 

±SD 

A 

C 

(n=28) 

19.0 

±6.6 

16.4 

±8.1 

12.6 

±6.8 

10.5 

±6.6 

7.9 

±5.6 

8.9 

±7.5 

8.5 

±6.8 

E1 

(n=26) 

20.3 

±6.8 

20.2 

±7.4 

15.2 

±7.9 

14.8 

±6.9 

13.5 

±7.2 

14.9 

±7.9 

16.0 

±7.8 

E2 

(n=28) 

21.8 

±6.9 

23.1 

±6.0 

18.3 

±7.0 

18.7 

±7.2 

16.0 

±7.7 

17.8 

±7.4 

18.2 

±6.4 

A: Anorexia 

Pre: Pre test  

P: Post-intervention test 

 

 

Table 12. Repeated Measures ANOVA on Anorexia 

Source   SS df MS F p 

Within- 

Subjects 

Time   6   17.902 <0.001 

Time*Group 
 

12 
 

1.526 0.120 

Between- 

Subjects 

Group 5118.347 2 2559.174 11.799 <0.001 

Error 17134.363 79 216.891     



 

 

 

 

 

 

 

 

 

 

 

 

 

 

 

 

Figure 8. Comparison on Anorexia 

 

 

 

 

 

 

 

 

 

 

 

 

 

 

 

 



 

 

Ⅴ. 논 의 

 

 

 갑상선암 환자는 좋은 예후에도 불구하고 수술 또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

욕부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대상자의 오심 

정도는 기존의 상례간호를 적용한 대조군보다 P6 지압만을 적용한 

실험군 1과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군 1과 실험군 2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심을 완화

하는데 P6 지압만을 적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대상자의 구토 정도는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적용한 실험군 2에서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과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실험군 1의 

구토 정도는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27). 

구토와 마찬가지로 헛구역질 정도에서도 실험군 2가 실험군 1과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실험군 1은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27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심과는 다르게 구토와 헛구역질은 보다 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P6 지압만이 아닌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식욕부진에 대한 P6 지압과 심상요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과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실험군 1과 

실험군 2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04). 이러한 결과는 구토와 

헛구역질과는 다르게 식욕부진을 완화시키는데 P6 지압만을 

적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지만 유의수준에 있어서 실험군 2와 

대조군 사이에 더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P6 지압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식욕부진을 

완화하는데 더욱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로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 연구가 없었기에 각각의 중재를 적용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6 지압과 관련된 연구로 권정

희(2011)의 연구에서는 손목밴드를 이용한 내관지압을 마취 시작 30

분 전부터 회복실 퇴실까지 적용하고 수술 후 24시간 동안 여성 갑

상선 절제술 환자의 오심, 구토 및 헛구역질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오심의 경우 회복실에 체류하는 동

안에만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수술 후 6시간

과 수술 후 24시간 시점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며, 구토와 헛구역질을 

완화하는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6 지압이 적용된 

기간 및 설문 측정시점을 고려하여 비교했을 시 오심의 경우 P6 지

압만으로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있었으나 구토와 헛구역질의 경우 완

화 효과가 없었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연구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기간 3일 동안 매일 저녁식사 1시간 전에 1시

간 동안만 Wrist band를 이용한 내관지압의 적용을 통해 간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김은주

(2007)의 연구가 있는데, 연구 결과 오심과 헛구역질에는 효과가 있

었고 구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교 했을 시 



 

 

헛구역질에 있어서만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오심과 구토에 있어서

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P6 지압을 적용하여 오심, 구토뿐만 

아니라 식욕부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는데, 백

금선(2008)과 김윤정(2009)은 스티커 침을 이용하여 내관, 족삼리와 

합곡 부위에 병용지압을 적용하였고 오심, 구토 및 식욕부진을 감소

시켰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P6 지압만을 적용

했을 때에도 오심과 식욕부진에서는 효과적이었던 결과를 지지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상요법을 적용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오심, 구토를 완화하고자 하였던 변희진(1997)의 연구에서 

Cisplatin 투여 전날부터 투여 후 5일동안 총 11회의 심상요법을 적

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오심, 구토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까지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위에 언급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을 모두 완화하기 위한 중재로 P6 지압이나 심

상요법의 단독 적용보다는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입원해서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일정기간 격리 후 

퇴원하는 시점인 P6 시점에서의 대조군의 상태를 살펴보면 오심의 

경우 치료 전 4.6(±2.8)점에서 P6 시점에서는 7.8(±3.2)점, 구토의 경

우 치료 전 3.0점에서 P6 시점에서는 3.8(±1.5)점, 헛구역질의 경우 

치료 전 2.1(±0.5)점에서 P6 시점에서는 3.4(±1.6)점, 식욕부진의 경우

에도 치료 전 19.0(±6.6)점에서 P6 시점에서는 8.5(±6.8)점으로 각각

의 증상이 치료 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전 보다 치료 후 

퇴원하는 시점에서는 증상에 대한 평균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또

한 실험군 1과 실험군 2에서도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치료 후 퇴

원하는 시점에서의 평균 점수가 치료 전과 비슷하거나 치료 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에 각각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나 치료 전부



 

 

터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방사성 요오

드 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하는데 이

로 인해 대상자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것과 환자의 선

택 하에 투여하는 TSH 주사에 대한 부작용, 저 요오드 식이 섭취와 

치료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통

해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부터 치료를 마치고 퇴원

하는 시점 이후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맞춰 중재 

적용의 시점을 고려하고 중재를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적용된 P6 지압과 심상요법 중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언

급하고자 한다. 먼저 중재 적용 시 장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해

보면 Sea-band를 이용한 P6 지압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 Sea-band가 

판매되지 않아 추후 환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적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 교육 시간이 짧고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심상요법의 경우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P6 지압과 마찬가지로 간단하였지만 보통의 연구와는 다

르게 연구자 진행 없이 사전에 훈련되지 않은 환자들이 직접 입원

기간 동안 스스로 심상요법을 시행해야 했으므로 심상요법 시행 시 

방해요인 및 몰입 정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중재 적용 시 발생했던 부작용과 대상자들의 만족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하여 중재를 적용한 대상자 

중 실험군 1에서 4명, 실험군 2에서 2명이 지속적으로 손목밴드를 

착용하여 P6 지압을 적용했을 때, 양 손이 붓는 느낌과 손목밴드를 

차고 있는 부위에 가려움을 호소하거나, 손목밴드 안에 위치하고 있

는 플라스틱 돌출 부위가 지속적인 압력을 주어 P6 부위가 요흔성 

부종(pitting edema)이 있을 때처럼 변화가 있어 탈락되었다. 이는 본

래 손목밴드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는데, 치료의 특성상 대



 

 

상자들이 얼굴과 손의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상태

에 있을 뿐만 아니라(Luster, et al., 2005) 방사성요오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손목밴드로 인한 불편감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라

고 판단된다. 하지만 손목밴드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효과를 직접 본인이 느끼면서 효과가 있다고 표

현하였고, 일부는 손목밴드를 차고 있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정도 느

낄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심지어 이후 6개월 뒤에 있을 치료에 

대비해서 손목밴드의 추가 제공을 원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리고 

심상요법의 경우에도 대상자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횟수를 더 늘여서 듣고 싶다" 라고 표현하며 심

상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대상자들을 통해서 

손목밴드를 이용한 P6 지압과 심상요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고, 적용 방법이 간단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중재인 동시에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격리를 요하

는 특수한 치료로 의료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시 본 연구에서 적용한 P6 지압과 심상요법은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간호 중재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P6 지압과 심상요법은 두 중재 모두 비 

침습적이면서 적용 방법이 간편하여 비용 효율적인 중재로 제시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

군 2가 대조군에 비해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

자에게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중재

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들이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의 병동에 입원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출한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혼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상요법의 경우 6번의 반복적인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시험효과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중 치료 기간 동안 

정규로 투여되는 Ondasetrone 8mg 이외에 추가 진토제 투여 유무에 

있어서 집단간 동질성 검증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윤리적 문제로 진토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격리로 인해 의료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질적인 간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동안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질적이고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 약물적인 중재의 하나로 

정보제공 이외의 간호중재를 적용하였다는 점과 무작위 다실험군 

전후 실험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신체적 부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바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 P6 지압과 심상요법 이외에 다른 

중재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갑상선전절제술 후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가 치료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루어졌고, 연구 대상자는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갑상선암 환자로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대조군은 28명, 실험군 1은 26명 그리고 실험군 2는 28명으로 총 

82명이었다. 연구 도구로 오심, 구토와 헛구역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hodes와 McDaniel(1999)이 개발한 INVR를 김영재 등(200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INVR을 이용하였고, 

식욕부진의 정도는 Grant(1987)가 개발한 식욕부진 도구를 

김정순(1997)이 22개 문항으로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연구 중재로 적용된 P6 지압은 양쪽 손목에 Sea-band를 입원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험군 1과 실험군 2에게 

적용되었고, 실험군 2의 경우 총 6번의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은 기존의 상례간호가 제공되었다. 설문지의 

경우 실험군 2는 심상요법을 듣고 나서 바로, 실험군 1과 대조군은 

실험군 2와 동일한 시간에 작성하도록 하였고, 치료 전을 포함하여 

작성 횟수는 총 7회였다. 자료분석은 Window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동질성 검증을 위해 

Chie-square test또는 Fisher’s Exact 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고,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 검증은 

Repeated Measures ANOVA, Post-Hoc Test로 Scheff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의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오심 정도는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p=0.007)과 대조군(p<.001)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구토 정도는 

실험군 1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774) 대조군 보다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22). 

 3.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헛구역질 

정도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7),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의 헛구역질 정도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74). 

 4. P6 지압과 심상요법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 2의 식욕부진 

정도는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P6 지압만 적용한 

실험군 1의 식욕부진 정도 역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17). 

 

이상과 같이 P6 지압과 심상요법은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중재였다. 앞으로 약물적인 중재 이외에 

비 약물적인 중재로서 안전하고 적용하기 쉬워 바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중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에 대해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치료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에 대해 간호학적인 중재 접근 방법과 추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기간 동안 

이외에도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중재를 적용하고 설문 시점을 추가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 P6 지압과 심상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추후 연구는 솔로몬 설계(Solomon 

design)로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로 인해 격리입원을 하게 되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검증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입원기간 동안 증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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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Ⅰ> 연구과제 피험자 동의서  

 

연구과제 피험자 동의서 
 

 

* 만일 본 연구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험이나 불편 또는 손상이 발생

할 경우, 다음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제목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 및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 

연구 

담당자 
강  미  경 

소  

속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종양전문 과정 

연락처 010-8845-0365 

 

 
 

1. 참여 권유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책임자는 귀하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 이 문서를 신중히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본 연구 참가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하와 이 문서에 대해서 설명한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본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본 연구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6 지압과 심상요법이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

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오심, 구토 및 식욕부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함입니다. 



 

 

3. 본 연구의 예상참여기간 및 대략의 전체 피험자수와 대조군, 실

험군 1 또는 실험군 2 에 무작위로 배정될 확률 

 

4. 본 연구에 참여부터 종료시 귀하께서 받게 되는 검사 및 절차 

 

5.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철회 및 연구 중단 이후의 절차 

 

 

 

  본 연구가 진행되는 예상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개월로, 예상하는 참여 피험자의 수는 90명입니다. 입원 수속절차 

순서에 따라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대조군, 실험군 1또는 실험군 

2로 나뉘며, 각 군에 배정될 확률은 약 33%입니다.  

대조군은 기존에 시행되는 입원생활안내를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설문지는 방사성요오드 복용 전 1회, 

복용 후에는 아침, 저녁 식사 후 12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총 7회 

작성합니다.  

실험군 1에게는 Sea-band를 이용하여 P6 지압을 시행하는데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기 직전에 착용하여 퇴원하는 날까지 세안시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착용하며, 설문지는 대조군과 동일하게 총 7회에 

걸쳐 작성합니다. 

실험군 2에게는 Sea-band를 이용한 P6 지압만이 아닌 동영상을 

통한 심상요법과 관련하여 격리병실로 입실되기 전 20분 정도 설명과 

함께 3박 4일의 입원기간 동안 총 6번 동영상을 통한 심상요법을 

적용하며, 입원한 날은 식사를 마친 뒤인 오후 9시, 2일째와 3일째에는 

오전 9시와 오후 8시, 퇴원하는 날 아침엔 오전 7시에 동영상으로 된 

심상요법 CD를 보면서 심상요법을 시행합니다. 대조군 및 실험군 1과 

마찬가지로 설문지는 총 7회에 걸쳐 작성합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에의 참여를 결정하였더라도 귀하는 이유를 대지 않

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 참여에 불참 또는 참여 중단을 선택하였더라도 이것이 향후 귀하

의 의학적 치료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

약 귀하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결정하였다면 귀하의 

연구 담당자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자

료도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연구 참여로 인하여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사항과 손상

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배상이나 치료방법  

 

7.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의 여부 

 

8. 임상시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9. 신분의 비밀 보장 

 

10. 피험자로서의 권익에 관한 정보 제공 

 

 

 

  본 연구는 본원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

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피험자)

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당원에서 지정한 “피험자보

호 연구윤리 담당자(TEL 02-3410-2980)”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험에 참가하기로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서명된 동의서의 사본을 받

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P6 지압과 심상요법 및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연구로 피험

자에게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시험 참여로 인해 개인적인 상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응급 치료가 귀하에게 행해지지만, 이 치료에 대

한 비용 지불은 연구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 연구에 대한 참여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입니다. 이 연구에 지속

적으로 참여할 귀하의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

면 적시에 귀하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참여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기밀유지가 되고 공개적으로 

열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안

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담당자에 의해 귀하의 의무

기록이나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기밀유지

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잇는 자료는 자물쇠가 달린 책장에 보관할 것이며 연구 종료시점인 6월

에 폐기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함은 이러한 자료의 직

접 열람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거부

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동의서 내용

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므로 동의서에 서명하며 동의 후에 동의서 사본을 제공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피 험 자:  

 (성명)              (서명)              (서명일)                 

동의서 설명한 사람:   

 (성명)              (서명)              (서명일)                

 

 

 

 

 

 

 

 

 

 

 

 

 

 

 

 

 

 

 

 

 

 

 

 

 

 

본 동의서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하여  

사용을 승인한 동의서로. 

SMC철인이 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부록 Ⅱ > 일반적 사항,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지 
 

*일반적 사항,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표 해주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년 생) 

2. 성별:   □ 남자    □ 여자 

 

3. 종교:    

□ 없음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 

 

4. 결혼상태: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별거  

 

5. 교육정도: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6. 현재 직업:   

□ 없음      

□ 있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 

 

7. 방사성요오드 치료횟수(이번 치료 포함):   

□ 1회(처음)   □ 2회(이번 치료 포함)   □ 3회(이번 치료 포함) 

 

 

 

 

 



 

 

* 아래의 사항은 연구자가 직접 기록할 내용입니다 * 
 

8. 진단 당시 세포병리 결과 및 병기: (                           )                              

 

9. 갑상선전 절제술을 시행한 날짜와 림프절절제술 유, 무 

      년      월      일 ('유'라면 범위:                     ) 

 

10.방사성요오드치료를 시행한 날짜와 치료용량  

      년      월      일 (         mCi) 

 

11. TSH 주사 투여 여부 : □ 무    □ 유 

 

12. 진토제 추가 복용  

□ 무: 

□ 유: '유' 인 경우 추가된 진토제 종류 및 횟수 기록       

   (             ) 

  



 

 

< 부록 Ⅲ > 오심, 구토, 헛구역질과 식욕부진 설문지  
 

방사성요오드 복용 전/후  
 

*다음의 질문에 귀하의 오심, 구토, 헛구역질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O표

시 해주세요. 

1.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___번 

토했다 

7번  

이상 
5~6 3~4 1~2 

토하지   

않았다 

2.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헛구역질 

때문에 ___ 고통스러웠다 

고통 

스럽지 

않았다 

약간 
중간 

정도 
많이 

아주     

심하게 

3.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구토 

때문에 ____ 고통스러웠다 

아주 

심하게 
많이 

중간 

정도 
약간 

고통 

스럽지 

않았다 

4.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____시간 

정도 속이 메슥거리는 것을 느꼈다 

0 

없었다 

1시간 

이하 

2~3시

간 

4~6시

간 

6시간   

이상 

5.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속이 

메슥거리는 것 때문에 ____ 

고통스러웠다 

고통 

스럽지 

않았다 

약간 
중간 

정도 
많이 

아주     

심하게 

6. 지난 12시간 동안 구토 할 

때마다 ____ 양을 토했다 

아주 

많은 

(3컵 

이상) 

많은 

(2~ 

3컵) 

중간 

정도 

(반컵~

2컵) 

약간 

정도 

(반컵정

도) 

토하지   

않았다 

7.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____ 

번이나 속이 메슥거리는 것을 

느꼈다 

7번 

이상 
5~6 3~4 1~2 

전혀 

없었다 

8.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____ 

번이나 토하지는 않고 헛구역질만 

했다 

전혀 

없었다 
1~2 3~4 5~6 

7번 

이상 

 

*식욕부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해주세요. 

 
*지금부터 지난 12시간 동안의 식욕은 어떠하였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없었다                          보통이다                            아주 좋았다 
 

 

*지금부터 지난 12시간 동안의 먹는 것은 어떠하였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없었다                       보통이다                             아주 좋았다 
 

  

  *지금부터 지난 12시간 동안의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였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없었다                       보통이다                             아주 좋았다 
 

 

*지난 12시간 동안 귀하의 식욕에 영향을 준 요인이 있으면 자유로이 써주세요. 

 

 

  월  일(   ) 오전/오후 9시 



 

 

< 부록 Ⅳ > 심상요법 실행문(Scripts for Guided Imagery) 

 

[도입기: 심상효과 증진을 위한 이완 유도] 

 
지금부터 심상요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시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되고, 침대에 누워도 상관없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잠시 

멈춤)  

 

이제 눈을 감습니다.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쉽니다.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 쉴 때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아주 편안하다" 

다시 들이쉽니다...(잠시 멈춤) 그리고 내쉽니다...(잠시 멈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고, 모든 생각을 마음속

에서 비웁니다.  

일상의 모든 잡념과 걱정을 멀리 떨쳐버립니다.  

나의 몸은 점점 이완되고 마음은 텅 비어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

다. 

 

 

[심상기: 치유확신을 위한 심상] 

 
자,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편안한 장소로 가봅니다. 

실제 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 상상 속의 장소여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나 높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 언덕이나 나무 

그늘 아래나  

어느 곳이든 편한 장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당신을 찾을 수 없고 해치지 않는 안전한 장소



 

 

입니다. 

그 장소에서 당신은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잠시 멈춤) 

 

자, 이제 그곳에서 당신은 마음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어떤 크기든 모양이든 색깔이든 당신의 몸 속에 있는 암세

포를 그려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따뜻한 공기가 당신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기운을 느끼면서 양손

을 목에 갖다 대어 봅니다. 

 

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당신은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였습니다. 

방사성요오드를 통해 나오는 방사선은 당신의 몸 속에 남아있는 암

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은 당신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고 있습니다.  

점점 암세포가 나의 몸 속에서 제거되고,  

정상세포만이 건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마음의 눈에 보입니다. (잠시 

멈춤) 

이제 양손을 편하게 내려놓고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방사선이 암세포를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표시 입니다.  

당신은 방사성요오드 치료로 점차 치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당신의 몸은 계속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다 잘 된 것을 알고 편안하게 느끼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

이 마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보다 건강하게 되길 바라면서 내쉬는 숨과 함

께 나쁜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 속의 긴장과 두려움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잠시 멈춤) 

 

당신은 지금까지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도 잘 견뎌내었습

니다. 

그런 당신은 지금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 입니

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모습

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리기: 현실로 돌아옴] 

 

당신은 오늘 그곳에서 보낸 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천천히 그곳에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셋까지 세는 동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

다 

하나... (잠시멈춤) 둘... (잠시멈춤) 셋... (잠시멈춤) 

 

이제 눈을 천천히 뜨세요. 

정신이 맑아지고, 이완되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 부록 Ⅴ > 중재관련 안내문 
 

1. P6(내관) 지압이란? 

 

한의학적으로 오심(울렁거림)과 구토를 다스리는 경혈로 

손목 관절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가락 세 개 정도 내려온 부

위입니다. 

 

 

 

 

 

 

 

 

 

 

 

 

 

 

 

 

 

 

 

 

 

내관부위에 손목밴드를 이용하여 지압을 합니다. 

양쪽 손목에 착용하시고, 세안 시에는 잠시 벗어두셔도 됩니다. 

 

 

 



 

 

2. 심상요법이란? 

 

마음 속에 상상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

지로 대치시켜 자신의 건강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해준다.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CD 청취 방법* 

 

치료를 시작한 날 오후 9시부터 시작하여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에, 총 6번 들으시면 됩니다. 

 

① 주변을 정리합니다. TV는 잠깐 꺼두세요.  

   1회 소요시간은 약 8분입니다. 

 

② 매일 CD를 들으시고, 듣고 난 뒤 기록지를 작성해주세요. 

 

요일 시간 청취 여부 체크 

(    )요일(    ) 오후 9시  

(    )요일(    ) 
오전 9시  

오후 9시  

(    )요일(    ) 
오전 9시  

오후 9시  

(    )요일(    )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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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roid cancer is the most common endocrine malignancy in South Korea 

with its recent rapid increase on incidence. Radioactive iodine (RAI) therapy 

is widely used as the treatment of well-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which 

follows total thyroidectomy. Patients undergoing high dose-radioactive iodine 

therapy (HD-RAIT) usually experience treatment-induced acute side effects 

such as, nausea, vomiting, retching and anorexia. There are, however, only 

few nursing studies exist on symptom management in South Korea for this 

sort of patients due to the fact that the treatment HD-RAIT is relatively new 

and symptom experiences of the patients have been underre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thus,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6 

acupressure and guided imagery on nausea, vomiting, retching and anorexia 

of the patient with thyroid cancer who are undergoing HD-RAIT. The study 

utilized a 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study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the listed three groups, i.e., 



 

 

the control group, the first experimental group (E1: P6 acupressure-only 

group) and the second experimental group (E2: P6 acupressure and a guided 

imagery group). The study subjects were the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who 

underwent HD-RAIT and were recruited from December 2011 to June 2012 in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A total of 82 thyroid cancer patients 

who had HD-RAIT were included for final analysis. The control group (n=28) 

was received usual nursing care of the cancer center, the subjects in the E1 

group (n=26) were received P6 acupressure via wristband and the E2 group 

(n=28) was received P6 acupressure combined with a guided imagery for 6 

times. The Korean version of the Rhodes INVR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s of nausea, vomiting, retching and anorexia. The data were collected at 

seven different time points from each subject (pretest and 6 post-test time 

poi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18.0 programs. Chi-

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and/or ANOVA were performed to test 

homogeneity of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among three groups. To test hypothesis repeated 

measures ANOVA and post-hoc test (Scheffe)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levels of nausea among thre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3.003,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patients in E1 (p=.038) and E2 (p<.001)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nd compared with E1, the patients in E2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p=.007) in nausea after HD-RAIT. 

2. The levels of vomiting among thre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4.297, p<.017).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2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decreasing vomiting after HD-RAIT 

(p=.022), but the patients in E1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127). 

3. The levels of retching among thre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2.219, p=.013).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patients in E2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decreasing retching of post 



 

 

HD-RAIT (p=.007), but the patients in E1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274). 

4. The levels of anorexia among three groups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11.799,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patient in E1 (p=.017) and E2 (p<.001)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decreasing vomiting after HD-RAIT, but compared with E2, the patients in 

E1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204). 

From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synergic effects of P6 acupressure and 

the guided imagery appear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nausea, vomiting, 

retching, and anorexia of the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underwent HD-

RAIT. 

In conclusion, P6 acupressure combined with a guided imagery is a safe 

and easy-to-apply intervention in ameliorate the HD-RAIT-induced nausea, 

vomiting, retching and anorexia in practice.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be a 

finite exemplar of 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 and warrants research to 

expand a venue of nursing interventions for patients with HD-RAIT in future. 

 

 

Key words: Thyroid cancer, Radioactive iodine therapy, Nausea, Vomiting, 

Retching, Anorexia, P6 acupressure, Guided imagery. 

Student Number: 2009-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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