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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약 2억 8천만(3.8%)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

하고 있으며[1], 정신건강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증 유병률이 2006년 3.7%, 2011년 

4.8%, 2013년 5.3%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2] COVID-19 대유

행으로 2020년에 우울증의 전 세계적 유병률이 27.6%, 증가하

고 불안장애 유병률이 25.6% 정도 증가하였다[3]. 2021년에 조

사한 우리나라의 우울장애(주요 우울장애와 지속성 우울장애

를 합친 진단군) 평생 유병률은 7.7%이다[4]. 우울증의 높은 유

병률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자살 및 생산성 저하

의 문제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2019년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

제적 비용은 4조 8,280억 원으로 그 부담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5]. 

간호사는 다른 전문 직종과 비교하면 우울을 겪는 비율이 거

의 두 배이며 간호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하는 우울 증상으

로는 지속적인 피곤, 불면, 죽음에 관한 생각,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가 있다[6].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 인력 부족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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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 타 직종들과의 팀워크, 불규칙

한 업무시간, 불충분한 환자 간호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업

무를 수행하여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 또한 높다[7]. 또한, 

COVID-19 대유행 동안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유의한 수준의 

불안, 우울 그리고 불면을 경험하였다. 일선에서 COVID-19 환

자와 접하고 빈번하게 접촉하는 간호사는 다른 의료 종사자

들에 비해 높은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수

록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

적인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다[8]. 

우울의 치료를 위한 중재는 환자가 겪는 우울증의 종류와 우

울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임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경도에

서 중등도의 우울은 외래 진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심한 우울증

을 겪는 환자는 입원을 고려할 수 있다. 환자의 병력, 복용 약물, 

사회경제적 지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물요법, 전기경련요법, 

비약물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9].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60%가 식욕 저하, 하품, 체온 상승, 구갈, 발한, 변비 등의 부

작용을 보고하였다[10]. 약물요법은 중요한 우울증 치료방법

이지만 장기 복용 때 해당 부작용의 발생으로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한다[10]. 

우울증 개선을 위한 비약물요법 중 음악요법, 웃음치료, 댄

스치료, 및 귀 지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

스, 우울 및 피로가 감소하였고[11], 음악요법으로 중환자실 간

호사의 스트레스와[12] 암 병동 간호사의 웰빙이 개선됐다

[13].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골관절염 노인의 통증, 우울 및 삶

의 질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14], 댄스치료가 경도 우울증을 

감소시켰다는[15] 연구결과들이 있다. 귀 지압이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처한 외래 간호사의 우울과[16] 초기

산욕기 산모의 우울 및 산후 피로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17]. 

비약물요법 중의 하나인 귀 지압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작은 돌, 금속이나, 자석, 씨앗 등을 귀

에 부착하여 자극을 주는 대체요법이다. 귀 지압은 침술에서 사

용하는 혈점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비침습적이고 비용 효과적

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18]. 귀 지압이 어

떻게 우울을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가 거의 없어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이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침이 쥐

의 세로토닌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켰는데 세로토닌은 우울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이다[19]. 우울증에서 귀 지압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 연구대상이 특정 질환 환자가 대부

분이고[20], 무작위 통제실험을 시행한 연구가 적었다[20]. 또

한, 씨앗을 이용한 연구는 있으나 서암봉을 이용한 연구가 거

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서암봉을 사용한 귀 지압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귀 지압이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귀 지압을 받은 실험군은 귀 지압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우울 점수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귀 지압의 

우울증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 모집은 경기도 I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병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우울증 평가 척도, 0~27)점에서 5점 

이상인 자를 모집하였다. 

1) 연구 포함 기준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사람

 우울하다고 생각하는(PHQ-9, 5점 이상)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조무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 제외기준

 동의 능력이 손상된 사람

 임신한 사람

 귀에 염증이 있는 사람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PHQ-9 척도가 20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으로 적극적인 치

료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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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집방법

연구의 필요한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Suandika [21]의 연구에서 투석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 96명을 

대상으로 귀 지압을 일주일에 3번 4주간 적용 후 우울증 점수가 

실험군은 7.86±2.20 (n=49), 대조군은 14.94±4.23 (n=25)로 

효과 크기가 2.1이었다. 본 연구의 중재 기간이 2주로 짧아서 

1.3으로 조정하여 표본 수를 계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12

일간(3일에 한 번*4회) 지압을 시행했을 때 우울이 감소하였다

는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중재 기간을 2주로 잡았다[17]. 

G power에 two tail, t test, means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effect size 1.3, ⍺ 0.05, power 0.95를 투입 시 표본 수

는 34명이 필요하였고, 탈락률 약 15%로 고려하여 실험군 대

조군 각 20명 총 40명을 모집하였다.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종교, 직장 등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의 외생변수가 될 수 있는 흡연, 음주[22], 신체적 질환 등

을 조사하였다.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는 1999년 Spitzer [23] 등이 개발하였고 한국에서는 2007년 

Choi [24] 등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설문지는 

9개의 문항으로, 기존 우울증 설문지에 비해 문항 수가 적고 소

요되는 검사 시간이 짧으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하여 임상

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PHQ-9은 0점에서 최대 27점이다. 5~9

점은 가벼운 우울, 10~19점은 중등도의 우울, 20~27점은 심한 

우울로 해석한다. 한국판 PHQ-9의 신뢰도는 Cronbach’s ⍺
로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로 기준인 .70

을 넘었다[25]. 

5.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1) 연구자 교육

연구책임자는 미국의 침술사 자격증을 소유한 정신 전문간

호사로 10년 이상 지압과 관련된 실무와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들에게 귀 지압 위치에 대해 교육하

였다.

2) 자료수집

공고문을 경기도 I 병원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22년 5월 6

일부터 5월 21까지 경기도에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

자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과정에 대

하여 설명을 한 후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Random.org에서 생성된 40개의 번호표를 만들어 안이 

보이지 않는 봉투에 넣어 준비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

가 번호를 뽑으면 무작위표를 보고 연구자가 실험군(20명) 혹

은 대조군(20명)으로 배치하였다.

3) 중재

서암봉 Figure 1은 스티커 뒤에 알루미늄 혹은 동으로 된 돌

기가 약 1 mm 정도 뾰족하게 튀어나와 피부에 압박을 주는 지

압 스티커로서 금속의 이온 자극, 압박 자극, 약간의 침 자극 

등 3가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구이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근무지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모두 귀 사정을 시행하고 가

장 압통을 많이 호소하는 곳과 주관적 증상에 대해 설문 작성하

였다. Oleson [18]의 메뉴얼에 근거하여 선택한 Tragus (TG1)

과 Antihelix (AH1)은 우울을 완화한다고 하였다. 위치는 

Figure 2와 같다. 실험군에 알루미늄 혹은 동으로 적합한 서암

봉을 선택하였다. 과거력에서 알루미늄이나 동에 알레르기 반

응이 없었다면 연구자가 임의대로 하나를 선택하였다. 실험군

은 귀 지압 스티커를 주 1회 2주간 부착하였고, 다른 별도의 처

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1주일 되는 날에 근무를 안 하는 경우, 1

회차 방문 후 1주±2일에 귀 지압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였다. 

귀 지압 스티커가 제거되었을 때는 추가 부착하지 않았다. 대상

자 모두에게 실험 전과 후(2회차 방문 후 1주±2일) PHQ-9 설

문지로 우울을 측정하였고 대조군에는 실험 후 설문지 작성 후 

귀 지압 스티커를 제공하고 귀 지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

였다. 대조군에는 실험 기간 동안 귀 지압을 시행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실험 후 제공한다고 설명함으로 실험의 확산을 방지

하였다. 귀 지압은 우울장애에 대한 표준치료가 아니고 귀 지압
Figure 1. Acu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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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던 대상자가 아니라 하고 있지 않던 대상자에게 2주

간 대기 집단에 있게 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어 위와 같이 시행하였다(Figure 3). 

4) 대상자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기 지역 I병원의 생명윤

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2-04-009). 연구자

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하거나, 안전

상의 이유로 탈락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동의한 대상자들은 

서면으로 서명하였다. 

5) 자료분석 및 통계 분석

SPSS/WIN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

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기본 정보는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동질성 비교는 independent 

t-test, 카이제곱 test를 사용하였다. PHQ-9의 점수 분포는 정

규성을 만족하였다. 귀 지압의 우울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효과 크기는 두 비교 집

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 비교적 작은 표본 수일 때 사용

되는 Hedges g를 사용하였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에 실험군, 대조군 각각 20명, 총 40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실험군 2명, 대조군 2명 총 4명은 휴가로 직접 방문이 불

가능하여 연구에서 탈락하였다. 실험군 중 귀 지압 스티커 부착 

기간은 2주간 평균 9.44±2.73일이었으며, 서암봉으로 인한 부

작용으로는 압통 8명 44.4%, 열감 5명 27.8%, 부스럼 1명 5.6%

로 나타났다. 부작용이 없었던 대상자는 4명으로 22.2%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우울 관련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

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30명, 남자 6명으

로 여자가 많았고, 실험군은 여자 17명(94.4%), 남자 1명(5.6%), 

대조군은 여자 13명(72.2%), 남자 5명(27.8%) 분포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3.20, p=.177). 종교는 종교가 없

는 대상자가 실험군 14명(77.8%), 대조군 11명(61.1%)으로 많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2.50, p=.645). 대

상자들의 실험 전 PHQ-9 점수는 5~9점 84.2%, 10점 이상이 

16.67%였으며 실험 후 5~9점 28.9%, 10점 이상은 13.89%로 

측정되었다. 실험 전 PHQ-9 점수는 실험군 7.89±2.22점, 대조

군 7.72±3.12점 실험군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9 p=.860). 

2. 효과 검증

Table 2는 귀 지압 효과 검증을 위해 independent t-test를 

한 결과를 보여준다. PHQ-9의 실험 전후 평균 차이는 실험군

은 -4.11±2.27, 대조군은 -1.72±3.82로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 p=.030). 본 연구에서 귀 지압 

중재의 효과크기 h는 0.74로서 이는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이

다. 귀 지압을 받은 대상자는 귀 지압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

해 우울이 감소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PHQ-9 5점 이상인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2주간 귀 지압을 적용하여 교대 간호사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인 

“귀 지압을 받은 실험군은 귀 지압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 점수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Figure 3. Flow of study.

Figure 2. Auricular acupressure points (permission by Oles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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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주 1회 2주간 적용한 귀 지압은 교대 간호사의 

우울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서 귀 지압 중재의 효과 크기 h는 

0.74로써 이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이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17,27]의 귀 지압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

였다. Lee [17]는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 신문, 수전, 뒷머

리에 압봉스티커를 한쪽 귀에 첩압하여 5주간 시행한 실험군

은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 우울 점수 변화와 세로토닌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귀 지압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Chang과 

Park [27]은 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6주간 신문, 신상선, 내

분비, 신장, 심장, 교감, 피질 하, 침점에 귀 지압 적용 시 근골격

계 통증, 수면 및 우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두 

논문의 효과크기를 분석해 보면 Chang과 Park [27]의 연구에

서 6주 동안 적용한 귀 지압 중재의 효과크기 h는 1.94였고 Lee 

[17]의 연구에서 5주 동안 적용한 귀 지압 중재의 효과크기 h는 

Table 1. Demographics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N=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nt. (n=18) Exp. (n=18)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1.17±7.16 　31.11±7.11 0.23 .982

Sex Female
Male

13 (72.2)
 5 (27.8)

17 (94.4)
1 (5.6)

3.20 .177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4 (22.2)
14 (77.8)

 3 (16.7)
15 (83.3)

0.18 .500

Religion No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m

11 (61.1)
 2 (11.1)
 3 (16.7)
 2 (11.1)

14 (77.8)
 2 (11.1)
1 (5.6)
1 (5.6)

　
2.50
　

　
.645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Master's degree

 3 (16.7)
14 (77.8)
1 (5.6)

 3 (16.7)
14 (77.8)
1 (5.6)

0.00 ＞.999

Career Months 64.28±81.20 97.06±83.70 0.23 .242

Position General nurse
Charge nurse 

16 (88.9)
 2 (11.1)

16 (88.9)
 2 (11.1)

0.00 ＞.999

Physical disease Yes
No

0 (0.0)
 18 (100.0)

 2 (11.1)
16 (88.9)

2.12 .486

Smoking 1 (5.6) 0 (0.0) 1.03 ＞.999

Drinking alcohol 0.23 ＞.999

Period of drinking (year) 8.67±7.80　 8.61±6.77 0.02 .982

Frequency of drinking (per week) 0.61±2.35 0.28±0.75 1.73 .093

Amount of drinking (soju glass) 3.44±4.00 3.56±3.24 -0.09 .928

Black out experience after drinking alcohol 0.61±2.35 0.28±0.75 0.57 .571

Insomnia 7 (38.9) 10 (55.6) 1.00 .505

1 day sleep hour 5.56±2.09 6.39±1.69 -1.32 .197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2. Effect of Auricular Acupressure on Depression (N=36)

Variables Categories
Pre Post Mean difference

t p
M±SD M±SD M±SD

PHQ-9 Exp.
Cont.

　7.89±2.22
　7.72±3.12

3.78±2.80
6.00±3.55

-4.11±2.27
-1.72±3.82 

2.28 .030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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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이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중재 기간에 따른 효과 크기

의 차이를 보는 연구에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Tragus (TG1)과 Antihelix (AH1) 지압 점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촉진 결과 Tragus (TG1) 0명, Anti-

helix (AH1) 1명으로 관찰되었다. 대상자들이 제일 많이 귀 

압통을 느낀 부위는 Antihelix (AH) 18점이 5명, Triangular 

fossa (TF) 6점이 4명, TF5 점이 3명, Scaphoid fossa (SF) 6점

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Oleson [18]은 불안, 우울, 불면을 감

소하는데 AH1, lobe (LO)1, LO6-8, posterior intermediate 

(PL) 2-6, SF1, SF6 부분이 효과 있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AH1, SF6 점에 압통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치하

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압통을 호소하는 AH18은 발가락

과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뇌하수체와 관련

되어있다. TF5는 발목과 종아리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18]. 간

호사 특성상 쉬지 못하고 계속 서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있

어 이 두 점에 압통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다리와 발목 통증 있는 대상자에게 AH18, TF5 점에 귀 지

압을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추후 다양한 귀 지압 점을 

사용하여 귀 지압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귀 지압이 우울을 어떠한 기전으로 호전시켰는

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압을 이용한 우울 관련 메커니즘 연

구가 거의 없어 같은 기전을 가진 침을 이용한 문헌을 고찰해 

본 결과 침은 HPA 축 과잉 행동 및 염증의 억제, 신경 펩타이드 

및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 해마 시냅

스 가소성의 복원,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발현 증가 및 여러 

신호 전달 경로의 조절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추후 연구에서는 serotonin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사

용하여 지압의 기전을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 중 PHQ-9로 측정한 우울 점수 5~9

점은 84.2%(가벼운 우울), 10점 이상(중등도의 우울)인 사람은 

16.7%였다. COVID-19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겪는 정신

건강 문제 중 우울이 50.4%, 불안은 44.6% 그리고 불면은 

34.0%였다[8]. 응급실 간호사들의 43.61%가 우울증을 호소하

였는데 그 이유는 감염된 환자와 접한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된 임상 지식 및 보호 장비 

및 기타 의료용품의 불충분한 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29].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47.2%가 응급실 간호사로 

우울 점수가 높은 이유는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와 코

로나 환자를 돌보는 일로 업무 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상이 거

의 없고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들어간 동료 대신 일 하느

라 쉬지 못하는 열악한 업무 상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우울 치료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데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용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되

는 귀 지압을 간호사의 우울을 줄이는 중재방법의 하나로 사용

해 보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우울의 측정을 심리적 지표만을 사

용한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로토닌과 같은 생리적 지표도 

같이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종합 병원 한 곳의 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이 적어 본 연구결과를 간호사 전

체로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 동일 병원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두 근무하고 있고, 대상자 중 일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험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험 기간인 2주 동안 귀 지압을 하지 말고 실험 후 귀 지압을 제

공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추

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표본 수를 늘려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가

진 대상을 모집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 18명 중 14명은 서암봉의 부작용으로 

압통, 열감, 부스럼을 호소하였다. Lee [29]가 귀 지압을 경험한 

188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해 본 결과 대상자의 35.8%가 

귀의 통증, 15.1%는 이물질감, 7.5%가 염증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귀 지압을 지속해서 받으면 부작용이 줄어들고 처음

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 성인이 67.6%였으며 질병 예

방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5점 만점 중 평

균 4.22). 압통, 열감, 부스럼에 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속

해서 귀 지압을 적용 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주간의 귀 지압이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실험 후 대상자 우울 점수는 실험군

과 대조군 사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조군의 귀 지압을 통

한 우울 점수 전후 차이는 미미하였지만, 실험군의 귀 지압을 

통한 우울 점수 전후 차이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귀 지압이 

안전한 비약물적 요법의 하나로 간호사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중재 요법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귀 지압이 간호사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실험연

구이다. 주 1회 2주간 적용한 귀 지압은 교대 근무 간호사의 우

울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는 적은 표본 수로 시행하였으므로 

추후 표본 수를 확대하여 귀 지압의 효과를 재검정할 것을 제

언한다. 추후 귀 지압을 적용하는 지압 점과 중재 기간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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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

관적인 우울 도구와 함께 세로토닌과 같은 생리적 지표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간호사 자신의 건강을 돌보

고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귀 지압을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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