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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오심과 구토는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으로 

환자를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드는 증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탈수 

 해질 불균형 등으로 회복을 지연시키고 퇴원이 늦어지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 이를 

방하기 해 비약물 인 방법에 한 심이 커져 침, 기침, 경

압박, 경피  경 기자극 등이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의의

있게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고2-7) 한 경피  경

 기 자극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ReliefBandⓇ도 

상품화되어 나왔다.  

    이  자리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내 은 수궐음심포경의 

로 寧心安神, 和胃, 진정 등의 효과가 있고 치는  掌後 去腕 

2寸兩筋間으로 해부학  치로는 손바닥쪽장근(Palmaris 

Longus)과 요골측수근굴근(Flexor carpii radialis)의 인  사이에 

치하며 손목 횡선과 팔굽 앞쪽의 횡선 사이의 손목쪽에서 6분

의 1 길이에 해당되는 곳이다.8)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조 을 한 환자 자가 통증 조 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아편양제제에 의한 오심과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9)

    항암치료나 임신에 의해 발행되는 오심구토, 수술후 오심구

토에 한 내 의 효과에 한 논문10-12)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아

편양제제에 의한 오심구토에 한 내 자침의 효과를 알아본 논

문은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자들은 내 에 한 자침이 아편양제제에 의해 유

발된 오심과 구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

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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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Ⅰ 내지 Ⅱ에 해당하

는 건강한 환자  환자 자가 통증 조 법에 한 동의를 하고 

수술 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

구참여에 동의를 한 83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자가 통증 

조 법에서 사용된 약제는 Fentanyl과 Ketorolac이다.

    호흡기계, 심 계, 뇌질환이 있거나 신장이나 간에 이상이 

있는 환자, 노인환자, 소아환자, 수술  24시간 이내에 구토증이 

있거나 항구토제를 받은 환자, 수술 후 오심구토의 기왕력이 있

었던 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2. 연구방법

    실험군은 수술시 신마취를 시행하 고 마취유도후에 통증

조 을 하여 자가 통증 조 법을 이용하여 정주를 시작하 다. 

자가 통증 조 법에 이용된 약제는 Opioid제제인 Fentanyl과 

NSAID제제인 Ketorolac을 병용하 고 기구를 사용하여 48시간

동안 지속 으로 일정한 속도로 정주하게 하 다. 통상 으로 

Fentanyl 단독으로 정주시에는 12 μg/Kg/day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으나 본 실험의 경우 오심, 구토의 빈도를 이고 통증조

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Ketprolac을 병용함으로 5 μg/Kg/day

로 여서 사용하 다.

    실험군은 수술 후 회복실로 이동한 직후 내 에 1cm 깊이

로 자침하고 득기를 확인하 다. 본 시술에 사용한 침은 스테인

스침(동방침구사, 0.3×30mm, 한국)이고 기자극은 주 치

료기 Rebirth(Sae Ik Medical. 한국)로 5Hz의 주 수를 이용하여 

자극하 다. 기침을 이용한 자극시간은 20분으로 설정하 다.

    침시술도  불편감이나 훈등의 증세가 있을 때에는 치료

를 단하도록 하 고 이번 연구에서 환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조군은 회복실에서 어떠한 처치도 받지 않았다. 

    환자에게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나 어주어 수술 후 48시간

동안 발생한 오심, 오심의 강도, 구토횟수를 체크하게 하 고 환

자의 군 분류를 모르는 담당간호사가 면담하여 기록하 다.

    오심의 강도는 4가지 척도로 구성하여 0:없음, 1:약함, 2:보

통, 3:심함으로 표시하게 하 다.

    통계방법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각 군의 인

구학  자료는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분석하 고 오심, 구토의 

발생률의 비교와 오심의 강도비교는 chi-squre test로 시행하 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것을 통계학 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치료군과 조군의 성별, 연령, 마취시간은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data

N(n=43) A(n=40)

Age(yr) 38.6±15.8 43.3±14.2

Duration of anesthesia(min) 76.2±27.8 84.9±32.3

Values are mean±SD, N: no antiemetic agent or device, A: acupuncture at P6 poin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2. 수술 후 48시간동안 나타난 오심 발생빈도는 치료군이 10.0%, 

조군이 23.3%이었고 구토는 치료군에서는 0%, 조군에서는 

11.6% 으나 통계 으로 의의가 없었다. 항구토제에 한 투여

요구는 치료군에서 3건, 조군에서 1건이 있었고 양 군간에 차

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The Incidence of Nausea and Vomiting, and Required 

Rescue Antiemetics during 48 Hours after Operation

N(n=43) A(n=40)

Incidence[n(%)]

Nausea 10(23.3) 4(10.0)

Vomiting 5(11.6) 0(0)

Required antiemetics[n(%)] 3(6.8) 1(2.5)

Values are number(n), percentage(%). N: no antiemetic agent or device, A: acupuncture 
at P6 poin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3. 오심이 발생한 경우에 오심의 강도는 치료군과 조군의 차이

가 없었다(Table 3).

Table 3. The Severity of Nausea

0(none) 1(mild) 2(moderate) 3(severe)

N(n=43) 33 5 2 3

A(n=40) 36 3 1 0

Values are number. N: no antiemetic agent or device, A: acupuncture at P6 poin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고    찰

    수술 후 발생하는 오심과 구토는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

로서 환자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지만 발생

기 이 확실하지 않고 유발요인도 매우 다양하여 방하기가 쉽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후 오심구토는 환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기억으로 오랜 기간 남아 있기도 하고 환자의 

수술에 한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

실 체류 시간의 연장  이에 따르는 의료인력의 소모, 항구토제 

등 처치에 필요한 비용 는 입원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비용 증

가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손실이 래되기도 한다.

    수술 후 오심구토의 발생빈도는 20-30%정도이며 이  회복

실에서의 발생빈도는 9-10%, 술 후 24시간내에는 30%로 증가한

다.13) 한 수술 후 통증 리를 한 아편양제제의 사용은 오심

구토의 발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주 요인 의 하나
14,15)

로 김
16)의 논문에서는 정맥로를 통한 아편양제제를 사용한 경우 유의

하게 발생빈도가 높았다고 하 다.

    이 외에도 수술 후 오심구토를 일으키는 험요인으로는 환

자의 나이, 성별, 수술후 오심구토의 기왕력, 흡연유무, 수술시간 

등이 있다.

    수술 후 오심구토에 한 처치로는 항구토제를 투여하나 약

제마다 구갈, 진정, 떨림 과 같은 추체외로 증상  압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아직까지 완 히 방할 수 있는 약제는 없다. 따

라서 이에 한 보완으로 비약물  방법이 재검토되었으며 침술

과 함께 경 에 한 기자극 등이 이의 방에 도움이 된다

는 보고들이 있고 1998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성인에서 침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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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오심구토와 항암제 투여로 인한 구토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 다.17)

    그러나 항암치료나 임신에 의해 발생되는 오심구토, 수술후 

오심구토에 한 내 의 효과에 한 논문
10-12)

은 많이 보고되었

으나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아편양제제에 의한 오심구토에 한 

내 자침의 효과를 알아본 논문은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자들은 수술환자  아편양제제를 이용한 자가 통증 조 법을 

받는 환자들을 상으로 침술이 수술 후 오심구토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고안하게 되었고 연 된 여러 경  

에서 가장 많은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리인 내 을 선택하 다.

    내 은 수궐음심포경의 로 寧心安神, 和胃, 鎭靜 등의 효

과가 있고 치는 掌後 去腕 2寸兩筋間으로 해부학  치로는 

손바닥쪽장근(Palmaris Longus)과 요골측수근굴근(Flexor carpii 

radialis)의 인  사이에 치하며 손목 횡선과 팔굽 앞쪽의 횡선 

사이의 손목쪽에서 6분의 1 길이에 해당되는 곳으로8) 이 은 

치가 수술 이거나 수술 후 회복기에도 시술하기 쉬운 치이

고 기구를 착용하기도 용이하며 환자자신도 조 하기 쉬운 치

이므로 수술 후 오심구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 이다.18)

    침술에 의한 항구토효과에 해서는 추신경계에서 

endorphin, serotonin, norepinephrine과 같은 신경화학물질의 

활성도에 변화를 일으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 을 자

극하면 주 기자극을 일으켜 A-β와 A-δ섬유를 활성화시키

고 활성화된 이러한 섬유들은 추신경내에서 endorphin을 분비

하여 내인성항구토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추  

serotonin 섬유와 norepinephrine 섬유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

아 serotonin 달 과정에 변화를 일으켜 항구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48시간동안 나타난 오심 발생빈도는 

치료군이 10%, 조군이 23%이었고 구토는 치료군에서는 한 건

도 없었고 조군에서는 5건이 발생하 으나 통계 으로 의의가 

없었다. 한, 오심이 발생한 경우 오심의 강도차이를 알아본 결

과 두 군간의 강도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극의 항오심효과에 해 많은 연구에서는 오심발생을 

인다고 하 으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그 지 않다고 하 다. 

한편  Dundee와 Ghaly는20) 각 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

은 내 을 자극하기 시작한 시 이 다르기 때문이며 오심유발요

인이 발생하기 에 자극을 시작해야만 효과 이라고 하 다. 이

것은 경 자극에 의해 분비된 신경화학물질이 뇌에서 구토자극

을 탈감작시켜 오심구토를 방하는데 일단 뇌의 구토 추가 감

작이 일어나면 이것을 탈감작시키거나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

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과 유19)등은 내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수술종

류에 따른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유방수술
19)

과 복강경 담낭 제술21)을 받는 환자에서 내  자극이 오심발

생을 방하 으나 비뇨기과 내시경 수술 환자22)
나 사시

23)
에 

련된 수술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 자침이 수술후 오심구토에  통계 으로 의의가 없는 결

과를 나타낸 것이 이와 련되는 것인지에 해 추후 잘 고안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 본 연구에는 많은 제한 이 있다. 개체수가 고 실험

군과 조군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군에게 Sham acupuncture

를 시행하지 못한 , 자가 통증 조 법을 시행한 복강내 수술환

자를 상으로 하 으나 수술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을 꼽

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내  단독 경 을 치료 으로 삼았

으나 실제 오심구토의 증상이 있을 때 임상에서 다용되는 

인 내 -공손, 내 -족삼리 등의 복합경 사용에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아편양제제에 의한 오심구토에 한 내 자침의 효과를 알

아본 결과 수술 후 48시간동안 나타난 오심 발생빈도는 치료군

이 10.0%, 조군이 23.3%이었고 구토는 치료군에서는 0%,  

조군에서는 11.6% 으나 통계 으로 의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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