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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먼저 대학원의 진학부터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주제선정부터 논문의 완성까지 학문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진심어린 격려로 힘을 주신 김희순 지도 교수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연구방법 및 연구전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허혜경 교수님,항상
따뜻한 격려로 힘과 용기를 주시고,아낌없는 조언과 검토를 해 주신 김 수 교수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응급의료센터 최원자 간호팀장님

께 감사드리며,직접 환아를 간호하면서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던 소아응급실 윤오
복 간호사님,연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소아응급실 식구들 모
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위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명은 수간호사님,

유순애 수간호사님,유명숙 수간호사님께 감사드리며,병동식구들께도 고마움을 전
합니다.
또한 대학원 학위과정내내 항상 같이 하며 위안과 의지가 되어 준 박미영 선

생님께 이 감격과 기쁨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신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감사드리며,힘
들고 지칠때 변함없이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남편,아들 민기와 이 기
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5년 12월 유하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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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가가가 학학학령령령전전전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정정정맥맥맥채채채혈혈혈시시시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임상에서 치료나 검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사는 아동에게 긴장감과 두려움,
통증을 유발하는 처치로 이러한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간호사의 중
요한 책임이다.짧은 통증경험에 대한 통증경감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보고되는 전
환은 청각,시각,촉각 자극에 주의를 집중시켜 통증자극의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정맥채혈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으로 동영상 동화를 노트북 컴퓨터 상에 구현시켜 전환을 유도하였고,그 효과를
생리적,행동적 통증지표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 어린이 응급실에 내원한 만 3-7세 학령전

기 아동으로 주사처치 전까지 금식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당뇨의 기왕력이 없고,
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아가 아니고,시각,청각 장애나 발달지연이 없
는 아동으로 응급실 내원당시 주호소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골절,교통사고등
의 손상아동이 아닌,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허락한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수집은 200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
며 10월에 내원한 아동은 대조군으로 11월에 내원한 아동은 실험군으로 임의 무
작위 할당하였다.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이었다.
아동의 자기보고 통증반응은 포커칩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간호사의 관

찰에 의한 통증행동반응은 얼굴표정 통증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생리적 통
증반응으로 주사 전,주사시 심박동수를 측정하였고,주사후 혈중코티졸과 혈당을
측정하였다.



- vi -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 편차, x2 test, t-test, paired t-test,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ency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 상 동화 환 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조군보다 자기보고 통증반

응이 유의하게 낮았다(t= 2.267, p= .029).

2. 동 상 동화 환 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조군보다 얼굴표정 통증 

반응이 유의하게 낮았다(F= 5.679, p= .022)

3. 동 상 동화 환 재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조군의 정맥채 시 심박동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059, p= .809).

4. 동 상 동화 환 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조군보다  코티졸이 

유의하게 낮았다(t= 2.132, p= .043).

5. 동 상 동화 환 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조군보다 당이 유의하게 

낮았다(t= 3.207, p= .003).

이상을 종합할 때 실험군이 조군보다 낮은 통증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동 상 

동화를 이용한 환 재가 효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Poker Chip Tool이 연령이 어린 아동의 통증강도 측정하는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 으며, 추후 아동 간호 실무에서 환 재

를 통증 재방안으로 활발히 활용할 것과 통증 재의 효과를 생․행동  지표

로 증명하기를 제안한다. 

주요어: 동 상 동화 환 재, 학령 기, 정맥채 , 통증반응



- 1 -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통증이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
험(InternationalAssociationforthestudyofPain,1979)으로 병원에 방문한 아
동은 질병 자체 뿐만아니라 각종 진단과 치료 절차에서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진
단과정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맥혈 주사와 채혈은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과 스트레스원이 된다(송지호,1990;Stevens,1981).아동의 병원
관련 긴장의 주요 요인으로 주사처치가 꼽히고 있으며,Timmerman(1983)은 수술
을 받는 10-12세 아동에게서 수술보다는 주사처치에 대해 더 두려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Burling(1969)도 주사처치가 아동의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보고하였고,문영임(1991)은 학령기 입원 아동의 병원관련 공포에 대한 연구에서
주사를 가장 큰 공포요인으로 보고하였다.그러나 대부분 의료현장에서 주사나 처
치시 통증은 치료와 관계된 것이고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 의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윤혜봉과 조결자,2000).
아동에게 통증은 공포,불안,슬픔,분리감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을 일으키고

(Polkki,1997),대사증진,심폐기능 부전,심부정맥 등의 합병증을 초래하여 치료
를 지연되게 하고(Johnston& Stevens,1990),치료되지 않은 통증은 상처 회복을
방해하며,쉽게 감염을 초래하고,입원기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의 원
인이 될 수도 있다(윤혜봉,2002;Schechter,Berde& Yaster,1993).
이와같이 통증이 아동에게 주는 신체적,심리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

이 아동의 통증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Eland & Hellstrom,1992;
Romsing,Moller-Sonnergaard,Hertel,& Rasmussen,1996).통증관리는 간호사
들에게 주요한 간호 문제이고,간호사는 아동의 통증경험이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처치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
가 있다(윤혜봉과 조결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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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유발 사건에 대한 반응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Gaffney,1993).학령전기는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단계로 논리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자기중심적인 표현이 많은 시기로(서봉연과 이순형,1983),신체통
합 개념이 거의 발달되지 못하였으며,거세 불안과 더불어서 신체손상에 대한 두
려움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이 두려
움에 의해 통증이 강화된다(Hart& Bossert,1994).또한 질병에 대한 내재적 정
의가 지속되어 통증유발 처치나 질병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벌로 잘못 해석하기
도 한다(Carlson,Broome& Vessey,2000).또한 조결자 등(2000)은 가역성의 개
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바늘이 들어간 부위가 닫히지 않고 신체내부의
것이 다 나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합리한 공포를 가지기도 한다고 하였다.이러
한 이유로 학령전기 아동은 통증이나 고통을 경험할 때 가장 심리적으로 상해받
기 쉬운 발달단계에 속한다(Reape,1990).
주사처치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EMLA 국소마취연고

를 도포하거나,피부자극,관심전환,심상유도법,정보제공,이완술 등의 중재방법
들이 이용되었다(박정숙,1998).이중에서 전환은 짧은 통증경험에 대한 통증경감
전략으로 유효하며,주사실이나 암병동 같이 바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빠르고 단순한 통증 중재법이라고 하였다(French,Painter& Courty,1994).전환
은 통증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 즉 청각,시각,촉각자극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통증
자극의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McCaffery & Beebe,1989)으로,Dahlquistet
al(2002)은 전환중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전환물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학령전기 아동은 상상력이 풍부하고,호기심이 많으나
글과 문장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할 때 시
각과 청각 자극을 이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전환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최근 국내연구에서 류혜란(2003)은 아동의 주사시 손인형극을 이용한 전환중재

를 적용한 바있고,이분심(2004)은 학령전기 아동의 정맥주사시에 작동인형을 가
지고 전환중재를 시도하였다.그러나 추가인력이나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상에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한 바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주사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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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시각과 청각 자극으로 지속적인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는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생리적,행동적 통증지표
로 검증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맥채혈시 학령전기 아동에게 적용한 동영상 동화 전환중
재가 아동의 통증에 미치는 생․행동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CCC...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제 1가설: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보고
통증반응이 낮을 것이다.

제 2가설: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얼굴표정
통증 반응이 낮을 것이다.

제 3가설: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박동수
가 낮을 것이다.

제 4가설: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중 코
티졸이 낮을 것이다.

제 5가설: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당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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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동영상 동화 전환중재 :전환은 청각,시각,촉각 자극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통
증자극의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McCaffery& Beebe,1989),본 연구에서는
청각,시각자극에 초점을 둔 동영상 플래시 동화를 노트북 컴퓨터상에 구현시켜
정맥채혈시 아동의 관심을 전환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자 시도하는 중재를 말한
다.

2.통증 반응 :실재적 또는 임박한 조직 손상을 나타내는 유해한 자극에 대해 개
인이 느끼는 주관적 통감이며,인체가 손상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생리적 현상을
의미한다(Sternbach,1968;Melzack& Torgerson,1971).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통증반응과 얼굴표정 통증반응,생리적 통증반응을 의미한다.

1)자기보고 통증반응 :Hesteretal(1992)의 포커칩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아동이 자가 보고한 통증반응을 말한다.통증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
개의 흰색,4개의 빨간색 플라스틱 “포커칩”을 이용하여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척도로 측정된 통증점수이며,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높음을 의미한다.

2)얼굴표정 통증반응 :Wong & Baker(1988)의 얼굴표정척도(FaceRating
Scale)를 이용해 연구 보조 간호사 1인이 관찰 보고한 통증정도이며,통증
이 없는 웃는 표정인 얼굴부터(0점)통증이 매우 심해 눈물을 흘리는 표정
인 얼굴까지(5점)구성된 6점 척도로 측정된 통증 점수이며 점수가 높으면
통증이 높음을 의미한다.

3)생리적 통증반응 :주사처치시 통증자극으로 나타나는 분당 심박동수,혈중
코티졸,혈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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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아아아동동동의의의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

통증의 인식은 비교적 간단한 신경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통증 반응은 신
체적,정서적 상태가 종합되어서 나타나는 복잡한 과정이다.아동의 통증 반응은
언어,행동,생리적 징후로 표현되며,공포,불안,슬픔,분리감과 같은 정서를 동반
한다(Broome& Slack,1990;Burokas,1985).또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즉,
재태연령,출생 후 연령 그리고 질병이나 임상상태,통증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나는데,영아기 아동은 강직되거나 몸부림치는 전신적인 신체반응,자극 영
역이 위축되는 국소반사,아픈 얼굴표정,큰소리의 울음 등으로 반응하며,유아기
에는 신체적인 저항을 나타낸다.학령전기 아동은 통증부위의 위치에 따라 통증을
정의하고 통증을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언어적 표현을 시작하
고,비협조적이어서 신체적 억제가 필요하게 된다.학령기 아동은 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의 반응을 나타내거나 핑계를 댄다.청소년기에는 통증과 생리적 과정을 연결
하여 통증을 더 추상적으로 볼 수 있고 언어적 저항이 적으며,근육 긴장과 신체
통제력이 증가된다(Porter& Anderson,1989;김미예 등,1999;조결자 등,2000).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자기표현(환아가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만,영

아나 유아,인지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소아 환자에서는 자기표현이 부적절하여
행동이나 생리적인 측정법이 사용된다(강정완,윤덕미,1995).

111...자자자기기기보보보고고고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
2살 정도의 유아면 비록 통증의 크기를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해도 통증을

표현할 수 있다.통증에 대해 묻는 사람이 낯설거나,자신이 용감하게 보여야 한다
고 믿거나,겁이 나거나,또는 통증 때문에 주사 맞는 것이 예상될 때에는 어떤 연
령의 소아 환자이든 통증을 부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전기 아동에게 있어
서도 통증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질문을 할 때 아주 참을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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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아동에게 친밀한 말을 사용해야 하며 부모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종종
도움이 된다(강정완,윤덕미,1995).
Eland& Coy(1996)는 2세 이상의 아동들은 자신의 통증에 대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믿어야 하고,Beyeretal(1992)은 자가 보고법은 통증의 부위와
강도를 가장 유용하게 판단하는 방법이고,4세 이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
적합한 방법이지만,단기간의 통증을 주는 아픈 시술에 대한 공포나 통증을 표현
할 수 없거나,현재 질병의 진행으로 부모의 보호가 요구될 때,부모가 있기를 원
하거나 아이를 달랠 때는 통증을 작게 보거나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였다.
아동은 언어적 능력이 제한적이고,아동의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정확하게 통증

을 사정하기 어려우므로,아동이 통증을 보다 손쉽게 표현하고 사정자가 쉽게 이
해하고,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이분심,
2004;Colvelletal,1996;Marshaetal,2002;Sarah& Lois,1995;Singeretal,
2002).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FacesPainRatingScale(얼굴그림 동통척
도)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장 좋은 척도이며(Wong& Baker,1988),아동이 가
장 좋아하는 도구이다(김정선,1989).그에 대한 연구도구 개발과 신뢰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어(Bierietal.,1990;이은옥,1991;김주희와 김진경,
1995)간호사에 의해 객관적 이용이 가능한 도구이다.6-7세의 아동에게는 낱말-
그림 등급법(word-graphicratingscales)을 사용할 수 있다.다섯 개의 낱말 마디
로 된 선에서 자신들의 통증 정도를 가리키게 한다.지시와 숫자 개념이 있는 7세
이상의 아동은 숫자척도(numericalscale)와 도표척도(GRS)(Savedraetal,1993),
청소년들은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윤혜봉,2002).4-5세의
아동이면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McGrathetal.,1985).Hester의 Poker
ChipTool은 4세 이상의 아동들이 통증을 수량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인 시각보조자료를 형성한다.이 도구는 연장아와 청소년에게도 유효하지만,너무
어려서 통증을 개념화할 수 없는 아동에게 특히 유용하다.Hesteretal(1992)은
이 도구를 5개의 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조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추가된 하얀색 칩은 “통증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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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통통통증증증 행행행동동동반반반응응응
행동반응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영아나 유아에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이며,

언어 능력이 성숙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동의 통증사정에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가 된다(McGrath,1987).행동반응 관찰의 초점은 소리(울음,낑
낑거림,신응소리),표현하는 말,얼굴표정,근육 긴장도 및 강직,위로하는 능력,
조심하는 신체부위,신경질,활동,그리고 일반적인 겉모습 등이다(Craig,1992;윤
혜봉,2002).아동의 통증행동반응에서 먼저 흐느낌이나 울음은 건강간호 제공자들
이 아동의 통증인지도구로써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Fuller,Thomson,Conner와
Scanlan,1996).통증상황에서 울음은 다른 상황에서의 울음과 비교하여 울음소리
가 다르며,울음의 고저와 강도,멜로디,쉰목소리 등은 아동의 통증정도를 파악하
는 수단이 된다(Fuller,Conner,1995).통증 행동 반응으로 얼굴표정 반응은 얼굴
근육의 긴장,눈을 감는 행위,콧구멍의 벌렁거림,이마 찡그림,턱의 긴장 등이 있
다(Craigetal,1994).신체적 움직임으로는 안절부절,부동,근육긴장 혹은 이완,
방어적 움직임,문지르는 행위 등이 있는데,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통증에 대해 회
피 혹은 저항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이고 국소적인 반응을 보인다(Fuller,Conner,
1995).
그러나 통증 행동반응과 통증의 표준인 자기표현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

문에 행동반응으로 통증을 추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통증의 행동 반응과 자기
표현의 일치는 바늘로 찌를 때와 같이 짧고 날카로운 통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강정완,윤덕미,1995).
통증 행동반응을 관찰하여 사정하는 것은 아동의 언어능력 미성숙으로,통증에

대해 자가보고로 충분히 보고되지 못할 때 신뢰성 있는 통증사정도구가 된다
(Soetengaetal,1999;McGrath,1987;Willisetal,2003;Buttner& Finke,
2000).
통증행동반응을 사정하는 도구의 예로는 Merkel, Shayefitz, Lewis &

Malwiya(1997)가 개발한 FLACC(Faces,Legs,Activity,Cry & Consolability),
McGrath,Johnson& Goodman(1985)이 개발한 CHEOPS(Children'sHospitalof
Eastern Ontario Pain Scale), Buttner & Finke(2000)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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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PS(Children's & Infants' Postoperative Pain Scale), Lebaron과
Zeltzer(1984)가 개발한 PBCL(Procedure Behavior Check List) 등이 있다.
Lebaron과 Zeltzer(1984)가 개발한 PBCL은 급성통증을 유발하는 처치에서 통증을
사정할 때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Schiff,Holtz,Peterson과 Rakusan,
2001),이것은 8개의 행동영역이 공포와 통증에 대한 행동반응 항목이 모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 사정만이 아니라 불안,공포반응사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통증행동반응을 사정하는 도구들은 복잡하여 실제적으

로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손쉽게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333...통통통증증증의의의 생생생리리리적적적 반반반응응응
통증에 의한 생리적 변화로는 심폐기관의 변화로 심박수의 증가,혈압상승,경

피산소분압의 감소, 손바닥의 발한이 있다. 호르몬과 대사변화로는 renin,
catecholamines,growth hormone,glucagon,cortisol,aldosterone,및 다른
corticosteroid의 분비증가와 insulin의 감소가 있고 이에 따라 고혈당증,lactate,
pyruvate,totalketonebodies,nonesterifiedfattyacid의 상승,혈청 aminogram의
변화,질소 배설의 증가 등이 일어난다(Anand,Hickey,1987;윤혜봉,조결자,
2000).
통증 사정에 이용되는 생리적 지표는 맥박,혈압,호흡,산소포화도,땀의 분비

가 있다(Soetengaetal,1999).미주신경 긴장도와 호흡에 따른 심박수의 변동이
통증이나 고통의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심박수는 짧고 날카로운 통증에 있어 용
이하고 일반적으로 유용한 척도이다.동맥혈 산소포화도는 마취나 집중치료시 광
범위하게 감시되고 있으며,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도 자주 사용된다.포경수술이나
요추천자,기관내삽관과 같은 아픈 시술 동안 산소포화도는 감소하지만,다른 이유
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단순히 영아를 다룰 때도 발생한다.소아 환자들은
오랫동안 현저한 통증이 있어도 산소포화도는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강정완,윤
덕미,1995).
신희선 등(1994)은 1-2세 아동 20명에게 흉관제거시에 얼음팩을 적용하고 맥

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호흡수를 측정하였는데,맥박을 가장 민감한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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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산소포화도의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통증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고,미숙아나 신생아의 통증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조은주,2003;임혜상,2000).
통증이나 조직손상에서 신체는 교감신경성 -부신수질,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피질과 내인성 진통체계(endogenousopiatesystem)를 활성화시킨다.이와 같
은 대사성,내분비성 반응은 항상성을 유지하고,회복을 도모한다(Anand,1993).
가장 짧은 시간동안 생리적 반응은 시상하부 중심의 피질과 피질하의 자극의 결
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체계(HPA system)가 활성화되고,교감신경성-
부신수질 체계(S-A system)에서 catecholamines을 유리시킨다.HPA system의
활성화로 cortisol이 상승되고,SA system의 활성화로 유리된 에피네프린과 노르
에피네프린은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심박출량의 증가 및 혈압을 상승하게 할 뿐
만아니라 특히 에피네프린은 glucose,glucagon등을 증가시켜 혈중 혈당치를 높이
게 된다.
따라서 대사성 생리적 지표로서는 카테콜라민,글루카곤,인슐린과 코티졸이 측

정된다(Gunnar,1992;Lewis& Thomas,1990;Ramsay& Lewis,1994).이들 지
표 중에 아이들의 연구에서는 코티졸과 미주신경 긴장도가 가장 유용한 지표이다
(Wilson,Megel,McLaughlin,2003).
Hawley(1984)는 3세 이상의 아동은 2개 이상의 통증 사정도구를 사용한 경우

아동은 자신의 통증정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고,Stein(1995)은 학령전
기 아동의 통증사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의 불안,심박수,아동의 통증에
관한 언어적 표현, 행동, 엄마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Robertson(1993)은 7-14세 아동의 통증 유무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사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통증사정 도구의 선택은 대상 아동의 연령,성별,인지수준,통

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Piauardetal.,1987),신뢰성 있는 사정도구
로 다양한 시간에 특히 진통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정되어야 한다(Catheri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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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아아아동동동의의의 주주주사사사처처처치치치시시시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

아동의 주사처치시 통증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방안으로 관심전환,정보제공과
모델링기법,이완,심상요법,놀이요법,대처기술훈련,경피적전기신경자극술 등이
있으며(Kuttner,1988;Richard,2003),대체적으로 비약물적 통증 중재방안은 약물
적 중재방안과 같이 사용하든 단독으로 사용하든 아동의 통증을 낮추고 통증 행
동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Carlsonetal,2000;Powers,1999).
전환은 청각,시각,촉각자극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통증 자극의 지각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짧은 통증경험에 대한 통증 경감 전략으로 유효하고 단순한 통증 중
재법이다(French,Painter& Courty,1994).이제까지 시도된 전환 방법으로는 음
악듣기,심호흡,TV 보기,운동경기 관람,독서,그림그리기,만화경보기,장난감
가지고 놀기,비누방울 불기 등이 있다.영아의 경우에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모빌
을 주시하게 함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으며,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는 책
을 읽어주거나 이야기 해주기 또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활동들이 이용될 수 있
고,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복잡한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윤혜봉,조결자,2000).
Laletal(2001)은 정맥혈 채혈 전에 아동에게 국소마취제인 EMLA을 사용해도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여 4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EMLA와 위약
중에서 어느 하나를 무작위로 적용하고 인지행동 중재인 심호흡과 비누방울불기
와 같은 전환요법을 정맥혈 채혈 전과 정맥혈 채혈 시에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한
후 통증을 사정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통증점수도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전환의 효과라고 보고하였다.
Fassler(1985)는 6세에서 9세 사이의 입원아동 30명에서 처치 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해주기,그림그리기,의료진 역할 해보기를 통해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아
동의 주사관련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공
포반응과 통증 반응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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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ler-Kerry& Lander(1987)는 예방주사를 맞는 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
악을 이용한 관심전환과 암시법을 사용하여 주사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결
과 관심전환군의 통증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Frenchetal(1994)은 예방주사를 맞는 1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누방울 전

환요법을 적용하여 실험군에서 주관적 통증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객관적 행동관찰 통증 점수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Vessey,Carlson& McGill(1994)의 연구에서는 정맥천자를 시행하는 3-12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만화경 전환요법을 적용하고 실험군 아동들이 유의하게
낮은 통증지각(주관적 통증)과 행동적 통증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Megeletal(1998)은 예방접종을 받는 3-6세 아동 99명에게 자장가를 들려주고

실험군에서 통증반응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Bowen& Dammeyer(1999)는 예방접종을 하는 학령전기 아동 80명을 대상으

로 풍선불기,팔랑개비 돌리기를 이용하여 풍선불기가 아동의 통증행동반응이 적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Sparks(2001)는 4-6세 아동 105명의 예방접종시 접촉
과 비누방울 불기를 이용하여 아동의 통증지각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국내의 연구에서 류혜란(2003)은 4-9세의 수술을 위해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피내주사와 정맥주사시 손인형극을 적용 후에 실험군에서 주사 후 맥박,주사공포,
보호자가 추측한 통증정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고,이분심(2004)은 정맥주
사 삽입시 작동인형을 이용한 관심전환 중재를 학령전기 아동에게 적용하여 자가
보고 통증,통증행동반응,맥박의 변화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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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근근근거거거

통증기전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는 관문통제 이론과 내인성 통증 조절이론이
주로 사용되고,기타 특이성 이론,형태이론,정서이론,시상뉴런 이론 등 여러 가
지 접근법이 있다.이중에서 1965년 Melzack과 Wall에 의해 소개되고 그 후
Casey와 Melzack등에 의해 수정보완된 관문통제 이론은 전환중재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박정숙과 박청자,1995).

<그림 1>관문통제 이론의 개념적 모형

관문통제 이론은 척수수준의 관문통제계,대뇌의 특정부위에 따른 감각식별계,
동기유발정의계 및 중추조절과정,그리고 반응으로 나타나는 운동기전으로 나누어
서 설명할 수 있다.먼저 관문통제계(gatecontrolprocess)를 살펴보면,통증을 전
달하는 소섬유,즉 A delta와 C섬유가 자극을 받으면 척수후각에 있는 교양질의
활동을 금지하여 자극을 전이세포(transmissioncell)로 다량 전달하게 된다(관문열
림).반면에 통증을 전달하지 않은 대섬유,즉 A alpha섬유가 자극을 받으면 교
양질을 활성화시켜 자극이 전이세포로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관문닫힘).이때 대
섬유는 자극을 직접 후주(posteriorcolumn)를 통해 급속히 대뇌피질로 전달하기
도 한다.또한 관문통제계의 기능은 대뇌피질에서 내려오는 정보에 의해 억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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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감각식별계(sensorydiscriminativeprocess)는 자극이 척수에서 대뇌피질의 체

성 감각중추에 전해져서 통증의 기간,위치,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동기유발정의계(motivationalaffectiveprocess)는 자극이 척수에서 망상계와

변연계에 이르러 그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강력한 동기유발과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추조절과정(centralcontrolprocess)은 소섬유를 통해 서서히 감각식별 영역

과 동기유발정의영역에 도착한 통증정보가 대섬유-척수후주를 통해 더 빨리 대뇌
피질에 와 있던 정보에 의해 재조정되는 것이다.또한 중추조절 과정은 관문통제
계의 전이세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억제하기도 한다.뿐만아니라 중추조
절 원심성 신경섬유는 과거경험,기존반응방법,정서상태,통증에 대한 관심도 등
에 의해 억제신호를 내려보내기도 한다.
운동기전(motormechanism)은 대뇌의 특정부위에 따른 감각식별계,동기유발

정의계 및 중추조절 과정의 3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반응이다.
전환은 시각,청각 등 여러 자극이 뇌간으로 들어오면 금지신호가 내려와서 통

증 지각이 적어진다는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McCaffery& Beebe(1989)는 정맥
주사나 처치시에 음악을 들려주거나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관심전환을 활용하여
통증지각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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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내원한 환아 중 정
맥채혈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동영상 동화 전환 중재를 실시하고 이 중재가 아
동의 통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 중에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설계이다.

Yc₁:대조군의 정맥채혈 전 통증반응
Yc₂:대조군의 정맥채혈 후 통증반응
Ye₁:실험군의 정맥채혈 전 통증반응
Ye₂:실험군의 정맥채혈 후 통증반응
X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

<그림 2>연구설계 모형

대조군 Yc₁ Yc₂
실험군 Ye₁ X Ye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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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 어린이 응급실에 2005년 10월 1일
부터 11월 30일 기간에 내원한 3-7세 아동으로 어린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첫 번
째 정맥채혈을 받는 아동 중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1.주사처치 전까지 금식시간이 4시간 이상인 아동
2.당뇨,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치료받는 기왕력이 없는 아동
3.시각,청각장애나 발달지연이 없는 아동
4.골절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손상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지
않은 아동

5.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허락한 아동

연구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한 연구대상 아동 중에 10월에 내원한 아동은 대조
군으로 11월에 내원한 아동은 실험군으로 배정하였다.대상자수는 대조군 24명,실
험군 23명 이었으나,대조군 24명 중 2명은 주사처치후 계속 울면서 자기보고 통
증반응의 보고를 거부하여 탈락되었고,1명은 주사처치가 일차시도에 실패하였고,
1명은 혈액 채혈량이 너무 적어 탈락되었다.따라서 분석에 참가한 대조군은 20명
이었다.또한 실험군 23명 중 2명은 주사처치가 일차시도에 실패하여 탈락되었고,
1명은 주사처치 후 자기보고 통증 반응의 보고를 거부하여 탈락되었다.따라서 최
종분석에 참가한 대상자는 대조군 20명,실험군 20명으로 총 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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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

전환 중재를 위한 동영상 동화는 http://kids.empas.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 동화 중에 어린이가 가장 많이 접속하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병원 상황과 관련된 ‘호박 같은 간호사’를 일차로 선정하였다.선정된 동화는 2인
의 간호학 교수와 소아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3명에게 시연하여 내용 및 구성,
진행이 학령전기 아동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그 후 학령
전기 아동 4명에게 보여주었고,4명의 아동은 동영상 동화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
지 집중하면서 상영후에도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는 집중력을 보여 이 동영상을
선정하였다.
‘호박같은 간호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상영시간은 3분으로 줄거리는 주인공 재동이가 유치원에서 ‘아프리카 사람

들’이라는 노래를 배우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사
에게 주사를 맞게 되는 내용이다.
화면구성은 매초마다 전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옆으로 움직이고,등

장인물들이 입모양과 머리모양,손모양이 다양하게 바뀌거나 움직인다.
색조는 시각적으로 피곤하지 않으면서,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스텔톤의 색으로

구성되었고,등장인물의 머리색도 각양각색으로 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시각적 자극이 계속된다.
배경음악과 효과음은 장면마다(놀란 표정을 지을 때,웃기는 표정이 나올 때,

각 장면이 바뀔 때 등)바뀌고,“아프리카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반복적으로 나오
면서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청각적 자극이 반복된다.
또한 출현 인물들의 목소리의 고저와 크기가 만화적 기법을 이용하여 재미있

게 표현된 동영상으로 ATOONZ.NET에 의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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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자자자기기기보보보고고고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
자기보고 통증 반응은 Hester(1992)의 포커칩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포

커칩 척도의 원본은 Eland& Anderson(1977)이 네 개의 하얀색 칩을 사용한 것
이 시초이며,Molsberry(1979)가 통증이 전혀 없는 0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증 정도를 4개의 빨간색 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통증이 없을 때 한개의 흰색
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Hesteretal(1992)은 4세-13세의 입원아동 120명을 대상
으로 임의 무작위로 한군은 네 개의 빨간색 칩만을 사용하고 다른군은 네 개의
빨간칩과 한개의 흰색칩을 사용하여 자기보고 통증의 측정을 실험하였고,두 군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면서 두 개의 방법을 모두 제안하였다.본 연구에
서는 흰색 칩 1개와 빨간색 칩 4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칩들을 아이앞에 수평
으로 정렬하고,아이에게 이 칩들을 "통증의 조각들이다"라고 말해주었다.먼저 통
증이 전혀 없을 경우 흰색칩을 집도록 하였으며,아동의 왼쪽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첫 번째 빨간색 칩으로 “아주 조금 아프다”이며,아이의 오른쪽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네 번째 빨간색 칩으로 “아주 많이 아프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환아에게 얼마나 많은 통증의 조각이 있는지를 물어 아이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측정하였다.
흰색 칩을 선택한 경우 통증 점수는 0점이고 첫 번째 빨간색 칩 1점부터 네

번째 빨간색 칩 4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통증이 높음을 의미한다.

222...얼얼얼굴굴굴표표표정정정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
얼굴표정 통증 반응은 Wong& Baker(1988)의 FacesPainRatingScale을 이

용하였다.측정은 연구보조 간호사에게 아동이 나타내는 표정을 관찰하여 아동의
얼굴표정과 가장 일치하는 얼굴 표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얼굴표정은 0-5로 얼굴표정 0은 전혀 아프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다,

얼굴표정 1은 아주 조금 아프거나 고통스럽다,얼굴표정 2는 얼굴표정 1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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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프거나 고통스럽다,얼굴표정 3은 얼굴표정 2보다 좀 더 아프거나 고통스럽
다,얼굴표정 4는 많이 아프거나 고통스럽다,얼굴표정 5는 아주 많이 아프거나 고
통스럽다의 6점 척도록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ong& Baker(1988)는 FPRS가 모든 연령의 아동의 통증 측정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신뢰도는 .74,타당도는 .60으로 보고하였다.이중에서 학령전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통증 측정시에 신뢰도는 .61,타당도는 .49로 보고하였다.

333...심심심박박박동동동수수수
심박동수 측정은 분당 심박동수를 말하며,대상 아동의 심첨부위에 청진기를

두고 30초동안 측정한 후 2배수 한 분당 횟수를 말한다.

444...혈혈혈중중중 코코코티티티졸졸졸
혈중코티졸을 측정하기 위해 24게이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정맥주사나 정맥

내 채혈이 이루어질 때 함께 혈액 0.5cc를 추가로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555...혈혈혈당당당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24게이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정맥주사나 정맥내 채혈

을 통해 얻어진 검체에서 아동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진단 검사항목에 사용되
고 난 후 검체를 이용하였다.이 때의 혈당은 4시간 이상 금식 상태에서 채혈된
공복시 혈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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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절절절차차차

111...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의 어린이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영상 동화를
이용한 전환중재를 시도하였다.예비조사의 목적은 동영상 상영 시작시점이 언제
가 가능한지,심박동수 측정시점과 타액을 통한 코티졸 측정이 가능한지,주사처치
에 걸리는 시간과 연구도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할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함이었다.
동영상 상영시점은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주사처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인턴에 의해 주사처치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아동에게 관심 전환이 필
요하였다.사전 심박동수 측정에서 아동에 따라 어린이 응급실에 내원 후 안정되
는 시점이 다르므로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어질 때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타액을 통한 코티졸 수집은 1명의 아동만
이 방법을 지켜 수행하였고,나머지 3명의 아동은 타액수집이 불가능하였다.따라
서 타액을 통한 코티졸 분석이 불가능하여 혈중코티졸을 이용한 코티졸 분석을
시도하였다.주사처치시 채혈은 대부분 2분이내에 이루어졌고,정맥주사 확보후 채
혈은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4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자기보고 통증반응의 측
정을 위해서는 반복해서 설명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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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절절절차차차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기관의 간호수련실을 통하여 연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전자간호기록(ElectricalNursingRecord)을 통해서 어린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아들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였다.실험군에 속한 모든 아동의 보호자를 만나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환아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연구를 보조할 간호사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소아 응급실 경력 7년차인 간호사
였으며 연구보조 간호사는 주사처치 전과 주사처치시의 아동의 얼굴표정을 관찰
하여 보고하고,심박동수를 측정하는 자료 수집의 역할을 하였다.연구를 보조해
줄 간호사와 주치의,주사처치를 시행할 인턴에게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얻었다.
실험군에서는 주사처치전에 아동이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연구보조원이 자연

스럽게 접근하여 보호자가 옆에 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청진기를 통해 심박동수를
측정하고,얼굴표정 통증반응을 관찰하였다.연구보조원이 심박동과 얼굴표정 통증
반응을 측정한 후,연구자는 아동에게 포커칩을 설명하고 아동에게 자기보고 통증
반응을 측정하였다.포커칩 척도는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개의 하얀색,
4개의 빨간색 플라스틱 “포커칩”을 이용하였고,수평으로 배열된 “포커칩”은 아픔
을 나타내는 조각이라고 아동에게 먼저 설명해 주었다.흰색 칩은 “통증 없음”을
의미하고 빨간색 첫 번째 포커칩은 “아주 조금 아파요”라고 설명해 주었고,두
번째 포커칩은 “조금 아파요”,세 번째에는 “많이 아파요”,네 번째에는 “아주 많
이 아파요”라고 각각 설명한 후에 얼마나 많은 조각의 아픔을 경험하였는가를 물
어보았다.연구자는 주사처치가 있음을 인턴에게 알려주고,인턴이 주사처치를 위
한 준비를 할 때,연구자는 동영상 동화를 상영하기 위해 노트북을 아동의 침상으
로 가져와 아동의 관심을 전환시키기 시작하였다.인턴이 다가와 주사처치를 위해
tourniquet을 팔에 묶을 때 “호박같은 간호사”동영상 동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주사처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즉 바늘이 혈관을 통과하여 혈액이 보이면,연구보조
원은 청진기를 통해 30초 동안 심박동을 측정하였고,이 때 얼굴표정 통증정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정맥채혈동안 혈액 0.5cc를 추가로 채혈하고,정맥채혈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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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자는 포커칩을 다시 꺼내어 정맥채혈 후 자기보고 통증정도를 물어보았다.
정맥채혈을 통해 혈액이 얻어질 때 추가로 0.5cc를 더 얻음으로 연구참여 대상

자에게 추가로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었고,연구분석에 쓰여질 혈액을 최소량
으로 얻어 이 혈액량 때문에 아이의 신체에 위험이 없도록 하였다.
대조군에서는 실험군과 동일하게 연구대상자에 속한 모든 아동의 보호자를 만

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주사처치전 자기보고 통증반응,얼굴
표정 통증반응,심박동을 측정하였고,평상시처럼 정맥채혈이 이루어졌다.정맥채
혈 동안의 심박동수와 얼굴표정 통증반응을 측정하였고,혈액 0.5cc를 추가로 채혈
하고,주사처치가 끝난 후 포커칩을 이용한 자기보고 통증정도를 물어보았다.실험
군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위해없이 아동의 혈액을 연구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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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est로 검증하였다.
2.사전 통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연구 집단간 비교를 하였다.집단간의 동
질성 검사는 t-test로 검증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포커칩 척도를 이용한 자기보고 통증점수,얼굴표정척도
를 이용한 간호사 관찰 통증 점수와,심박동수,혈중 코티졸,혈당은 t-test로 분석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검증하였다.또한 각 집단내 통증정도의 전후차이
는 pairedt-test로 분석하였다.
4.ANCOVA를 이용하여 사전 변인을 통제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얼굴표정 통
증반응과 심박동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5.행동적 통증반응 척도들과 생리적 통증반응 지표간의 상관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coefficient를 사용하여 관계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6.혈중코티졸은 채혈된 혈액을 실온에서 20분간 두었다가 응고가 되었는지 확인
후에 병원내 임상검사실에 보내어져 원심분리를 시행하였다.원심분리 후 이 검체
는 2℃에서 냉장보관 후에 다음날 서울의과학 연구소에 보내어져 -70℃에 냉동보
관하였다가 모든 검체가 다 모여진 후 일괄해동하여 Radioimmunoassaymethod
로 분석되었다.
7.혈당은 병원내 임상병리학과에 보내어 glucoseoxidatemethod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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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아동의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아가 13명(65%),여아가 7명(35%)이었고,대조군
에서는 남아가 15명(75%),여아가 5명(25%)으로 두군 모두 남아의 비율이 더 많
았다.
아동의 월령은 실험군에서 평균 5.49±1.31세,대조군에서 평균 4.61±1.37세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약 10개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실험군에서는 13명(65%),대조군에서는 15명(75%)

으로 두 군 모두 첫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이전 정맥주사나 채혈경험 여부에서는 실험군이 경험이 있다가 12명

(60%),경험이 없다가 8명(40%)였고,대조군은 경험이 있다가 11명(55%),경험이
없다가 9명(45%)이었다.
아동의 질병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실험군에서 호흡기계 문제로 내원했던 아

동이 4명(20%),위장관계 문제로 내원했던 아동이 7명(35%),검사목적으로 내원했
던 아동이 5명(25%),기타가 4명(20%)이었고,대조군에서는 호흡기계 문제로 내원
했던 아동이 5명(25%),위장관계 문제로 내원했던 아동이 7명(35%),검사목적으로
내원했던 아동이 1명(5%),기타가 7명(35%)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성별,출생순위,정맥주사나 채혈경험 유무,대상자의 질병

특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두 군간의 동질성 검증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월령을 세군으
로 나누어 동질성 검증을 하였을 때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평균과 표준편차로 두 군의 월령을 t-test했을시,p=.046으로 실험
군,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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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특성
실험군(N=20)
인수(비율)

대조군(N=20)
인수(비율)

/t p

성별
남아
여아

13(65)
7(35)

15(75)
5(25)

.476 .490

월령
37개월-48개월
49개월-60개월
61개월이상

3(15)
6(30)
11(55)

8(40)
6(30)
6(30)

3.743 .154

(평균±표준편차) 5.49±1.31 4.61±1.37 2.065* .046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13(65)
4(20)
3(15)

15(75)
5(25)
0(0)

3.254 .197

정맥주사나 채혈경험
있다
없다

12(60)
8(40)

11(55)
9(45)

.102 .749

대상자의 질병특성

호흡기계문제
위장관계문제
검사목적
기타

4(20)
7(35)
5(25)
4(20)

5(25)
7(35)
1(5)
7(35)

3.59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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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사사사전전전 통통통증증증 반반반응응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아동의 주사처치전 통증 정도에 대한 점수에서는 자기보고 통증반응 점수는
실험군에서 .50±.61점,대조군에서 .60±1.05점 이었고,얼굴표정 통증반응 점수는
실험군에서 3.10±0.72점,대조군에서 2.90±0.64점 이었다.주사처치전의 심박동수는
실험군에서 103.40±18.68회/분 이었고,대조군에서는 119.00±18.75회/분 이었다.
대상자의 주사처치전의 통증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 자기보고 통증반응

과 얼굴표정 통증반응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박동수는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통증정도의 동질성검증

항목
실험군(N=20) 대조군(N=2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보고 통증반응
얼굴표정 통증반응

심박동

.05±.61
3.10±0.72
103.40±18.68

.60±1.05
2.90±0.64
119.00±18.75

.370
-.929
2.636*

.714

.35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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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를를를 받받받은은은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이이이 받받받지지지 않않않은은은 대대대조조조군군군보보보다다다 자자자기기기
보보보고고고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이이이 낮낮낮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정맥채혈후 자기보고 통증반응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1.05±1.05점,대조군이 평
균 1.95±1.43점으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2.267,p=
.029)<표 3>.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전환중재의 효과인지 두 군간의 사전 동질성에서 차이

가 있었던 월령의 효과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공분산이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를 의미하므로 공분산분석을 사용하려면 공분산과 종속변수가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박정민,나상균,2005)월령과 자기보고 통증반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고,실험군과 대조군에 사전에 차이가 있었던 월령과 자기보고
통증반응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아(r=-.268,p=.095)분석을 실시하지 않았
다.
따라서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보

고 통증반응이 낮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을 지지되었다.

<표 3>실험군,대조군의 사후 자기보고 통증반응 차이 검증
자기보고
통증반응

실험군(N=20)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20)
평균±표준편차

t p

사후값
전후차이값

1.05±1.05
-.55±1.10

1.95±1.43
-1.35±1.31

2.267*
-4.769**

.02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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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를를를 받받받은은은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이이이 받받받지지지 않않않은은은 대대대조조조군군군보보보다다다 얼얼얼굴굴굴
표표표정정정 통통통증증증 반반반응응응이이이 낮낮낮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정맥채혈후 얼굴표정 통증반응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3.90±1.45점,대조군이 평
균 5.20±1.06점으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3.245,p=
.002)<표 4>.
월령과 얼굴표정 통증반응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r=-.577,p=.000)이러한

차이가 전환중재의 효과인지 두 집단의 월령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인지를 판
단하기 위해 외생변수인 월령을 공변수로 고려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
군의 F=5.679,p=.022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얼굴표정 통증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또한 공변수를 고려했을 때 실험군,대조군에서 얼굴표정
통증반응을 설명하는 양은 39%이었다<표 5>.
따라서 월령이라는 공변수를 통제하고도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

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얼굴표정 통증반응이 낮을 것이라는 제 2가설은 지지되
었다.

<표 4>실험군,대조군의 사후 얼굴표정 통증반응 차이 검증

얼굴표정
통증반응

실험군(N=20)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20)
평균±표준편차

t p

사후값
전후차이값

3.90±1.45
-.80±1.44

5.20±1.06
-2.30±1.13

3.245**
-6.605**

.0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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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월령을 통제한 실험군,대조군의 사후 얼굴표정 통증반응 차이 분석

제제제 333가가가설설설:::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를를를 받받받은은은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이이이 받받받지지지 않않않은은은 대대대조조조군군군보보보다다다 심심심박박박
동동동수수수가가가 낮낮낮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정맥채혈시 심박동수는 실험군이 평균 119.65±26.16회/분 이었고,대조군이 평
균 140.55±27.53회/분으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61,
p=.018)<표 6>.
그러나 월령과 사후 심박동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r=-.445,p=.004),사전

심박동수도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심박동수의
차이가 전환중재의 효과인지 두 집단의 사전심박동수와 월령의 차이로 인해 나타
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변수를 공변수로 고려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7>.

Source
TypeIIISum
of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32.840(a) 2 16.420 13.483 .000

Intercept 122.542 1 122.542 100.622 .000
월령 15.940 1 15.940 13.089 .001
대상군 6.916 1 6.916 5.679 .022

Error 45.060 37 1.218

Total 906.000 40

CorrectedTotal 77.900 39

aRSquared=.422(AdjustedRSquared=.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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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량의 변동에 대한 유의확률은 사전 심박동수의 경우 F=34.531,p=.000
으로서 사후 심박동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월령의 경우 F=5.420,p=
.026으로서 사후 심박동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F=.059,p=.809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박동수가 낮을 것이라는 제 3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6>실험군,대조군의 사후 심박동 차이 검증

<표 7>사전 심박동수,월령을 통제한 실험군,대조군의 사후 심박동수 차이분석

심박동
실험군(N=20)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20)
평균±표준편차

t p
사후값
전후차이값

119.65±26.16
-16.25±21.26

140.55±27.53
-21.55±16.67

2.461*
-6.276**

.018

.000

Source
TypeIII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Model 19713.956(a) 3 6571.319 19.633 .000

Intercept 1683.964 1 1683.964 5.031 .031
사전심박동수 11557.970 1 11557.970 34.531 .000

월령 1814.164 1 1814.164 5.420 .026
대상군 19.832 1 19.832 .059 .809

Error 12049.644 36 334.712

Total 708804.000 40

CorrectedTotal 31763.600 39

a R Squared = .621 (Adjusted R Squared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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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가가가설설설:::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를를를 받받받은은은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이이이 받받받지지지 않않않은은은 대대대조조조군군군보보보다다다 혈혈혈중중중
코코코티티티졸졸졸이이이 낮낮낮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정맥채혈후 혈중 코티졸은 실험군이 평균 12.19±9.60ug/dL 이었고,대조군이
평균 16.70±12.14ug/dL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03,
p=.200)<표 8>.
그러나 혈중 코티졸은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따라 정상치 차이가 큰 지표로

오후에 주사처치가 이루어진 32명의 대상자만을 가지고 재분석을 시도한 결과 실
험군에서는 평균 9.31±5.88ug/dL이었고,대조군은 평균 16.38±12.40ug/dL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2.132,p=.043)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중 코티졸이 낮을 것이다는 제 4가설은
지지되었다<표 9>.
월령과 사후 혈중코티졸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아(r=-.210,p=.194)월

령을 공변수로 한 공분산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8>실험군,대조군 사후 혈중코티졸 차이 검증

<표 9>오후 채혈 대상자의 사후 혈중코티졸 차이 검증

혈중코티졸
실험군(N=20)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20)
평균±표준편차

t p

사후값 12.19±9.60 16.70±12.14 1.303 .200

대상자 평균±표준편차 t p
실험군(N=14)
대조군(N=18)

9.31±5.88
16.38±12.40

2.132*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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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가가가설설설:::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를를를 받받받은은은 실실실험험험군군군이이이 받받받지지지 않않않은은은 대대대조조조군군군보보보다다다 혈혈혈당당당
이이이 낮낮낮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정맥채혈후 혈당은 실험군이 평균 95.95±9.24mg/dl이었고,대조군이 평균
109.10±15.84mg/dl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3.207,p=.003)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당이 낮을 것이
다 라는 제 5가설은 지지되었다<표 10>.
월령과 사후 혈당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아(r=-.111,p=.495)월령을 공

변수로 한 공분산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10>실험군,대조군 사후 혈당 차이 검증

혈당
실험군(N=20)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20)
평균±표준편차

t p

사후값 95.95±9.24 109.10±15.84 3.207**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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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 제제제변변변인인인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111...자자자기기기보보보고고고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과과과 제제제변변변인인인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아동이 자기보고한 통증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관찰에 의해 보고된 얼굴표

정 통증정도가 높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r=.495,p=.001).또한 아동이 자기보고
한 통증정도가 높을수록 심박동수가 높은 수치를 보였고(r=.344,p=.030),혈중코
티졸 또한 아동이 자기보고한 통증정도가 높을수록 상승하는 순상관관계를 보였
다(r=.304,p=.056)<표 11>.

222...얼얼얼굴굴굴표표표정정정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과과과 제제제변변변인인인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간호사 관찰에 의해 측정된 얼굴표정 통증반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박동수도

증가했으며(r=.592,p=.000),혈중코티졸도 증가하는(r=.288,p=.071)순상관관계
를 보였다<표 11>.

333...생생생리리리적적적 지지지표표표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심박동수가 높을수록 혈중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는(r=.613,p=.000)높은 순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심박동수와 혈당,혈중코티졸과 혈당간에는 유의한 상관성
이 없었다<표 11>.

<표 11>통증반응 간의 상관성 분석

*p<0.05,**p<0.01,***p<0.1

얼굴표정 통증반응 심박동 혈중 코티졸 혈당
자기보고 통증반응 .495** .344＊ .304*** .150
얼굴표정 통증반응 .592** .288*** .116

심박동 .613** .130
혈중 코티졸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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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AAA...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가가가 학학학령령령전전전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정정정맥맥맥채채채혈혈혈시시시
행행행동동동적적적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사처치는 아동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의료행위로 효과적인 통증의 관리는 간호사의 중요한 임무가 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는 아동의 자기보고 통증반응과 통

증행동반응으로서의 얼굴표정 통증반응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아동의 정맥채혈시
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간호중재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학령전기 아동의 정맥채혈시 동영상 동화 상영을 통한 전환중재를 시도한 결

과 아동이 자기보고한 통증이 실험군에서는 4점만점 중 1.05점이었는데 이는 “아
주조금아프다”인 1점에 가까운 점수였고,대조군은 1.95점으로 “조금아프다”인 2점
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실험군에서 자기
보고 통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이런 결과는 전환중재를 받은 후에 아동 자신
이 인지한 통증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행동으로 드러난 반응이나 불수의적인 생
리적 반응과는 다른 아동이 자각하는 통증을 완화시킬 정도로 동영상 동화 전환
중재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다른 전환중재법을 이용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낮추었다는 선행연

구와도 결과가 일치하는데,류혜란(2003)은 주사처치를 받는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손인형극을 이용한 관심전환을 적용한 결과 아동의 자기보고 통
증이 실험군에서는 5점 만점에 1.17점,대조군에서는 3.21점으로 실험군에서 통증
반응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고,이분심(2004)은 학령전기 아동의 정
맥주사시 작동인형을 이용한 전환을 적용한 결과 아동의 자가보고 통증이 실험군
에서는 5점 만점에 1.41점,대조군에서는 3.83점으로 실험군에서 통증반응 점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Vesseyetal(1994)은 3-12세의 정맥천자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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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만화경 전환요법을 적용하고 자기보고 통증반응이 실
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간호사가 보고한 통증행동반응은 본 연구에서는 6점만점 중 실험군에서는 3.90

점,대조군에서는 5.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이는 동영상 동
화 전환중재가 학령전기 아동의 정맥채혈시 통증 행동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론과 일치하는데,이분심(2004)은 PBCL

(ProcedureBehaviorCheckList)을 이용하여 아동의 통증행동반응을 측정하고,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증행동반응 점수가 유의하
게 낮음을 보고하였다.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전환중재가 아동의 통증행동반응
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류혜란,2003;Cassidy etal,2002;
Megeletal,1998;Frenchetal,1994;Vesseyetal,1994).
그러나 Frenchetal(1994)은 예방접종을 맞는 1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누

방울 전환요법을 적용하였지만 아동이 자가보고한 통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Megeletal(1998)도 예방접종을 받는 3-6세 아동 99
명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으나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자기보고 통증 반응은 유의
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그러나 Frenchetal(1994),Megeletal(1998)의 연
구에서는 통증행동반응은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전환중재의 효과면에서 비누방울이나 자장가와

같은 전환물보다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으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환물
선택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학령전기 아동에게 있어 흥미를 유발하면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중재였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하며,

모든 처치시 보호자의 지지가 이루어지므로 정맥채혈시 모든 대상자에게서 처치
가 이루어지는 동안 보호자 지지를 허용함으로서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제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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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동동동영영영상상상 동동동화화화 전전전환환환중중중재재재가가가 학학학령령령전전전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정정정맥맥맥채채채혈혈혈시시시
생생생리리리적적적 통통통증증증반반반응응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동화 전환 중재가 학령전기 아동의 정맥채혈시 심박동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이는 사전 심박동수와 월령
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만,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차이값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t=-6.276,p=.000)을 볼 때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가 아동의 심박
동수의 변화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류혜란(2003)은 손인형극 관심전환 중재를 적용하기 전인 즉 주사처치 전에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골맥박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관심전환 중재를 적용한 후
에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골맥박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론이다.
이분심(2004)의 연구에서는 주사처치동안의 pulseoxymeter를 이용하여 맥박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값의 차이로 전환중재의 효과를 증명하였다.맥박의 절대값의
차이를 보던 전후차이값을 보던 간에 문헌고찰에서 아동의 짧고 날카로운 통증에
생리적 통증반응 지표로 심박동수가 유용한 척도임을 지지하는 결론이다.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열이나 빈혈과 같은 건강상태를 통제하

지 못했던 점과 아동의 안정시점을 관찰자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두면서,심박동수의 측정시점과 측정방법등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통증반응 변수로 아이들에게 측정된 바 없는 혈

중코티졸 측정을 시도하여 간호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국
외에서는 주로 침을 통한 코티졸을 측정하였는데,예비조사시에 침을 통한 코티졸
측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침을 채취하는 방법을 아동에게 설명하였으나 5
세 이하의 아동들은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예비조사에 참가한 4명의 아동중 7
세된 여아 1명만이 주사처치 전 침 채취가 가능하였으나 주사처치 후 침 채취는
불가능하였다.이 방법은 입안을 헹구어 낸 뒤 10분동안 입안에 침을 고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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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집병에 흘려서 5cc이상을 모아야 되는 방법이었다.방법면에서 수행하기 힘
든 점이 있어 외국문헌에서 신생아에게 이용했던 swab을 이용한 침채취를 시도하
려 했으나 이 방법으로 얻어진 타액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분석하는 곳이 없어 활
용이 불가능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사처치를 정맥주사와 정맥혈 채혈로
국한하여 혈중 코티졸을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진단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시 0.5cc더 검체를 얻는 방법을 이용하였다.코티졸은 특별한 처치가 없어도 하루
에 변동이 있는 지표로 오전 8시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오후 4시가 되
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므로 코티졸을 이용한 분석시에는 시간 변수를 꼭 통제
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시간통제가 없이 코티졸을 분석하였을 시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을 오후로 통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는 실험군에서는 평균 9.31ug/dL,대조군에서는 평균 16.38u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이것은 주사처치시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가 아동의 스트
레스 반응에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통증반응 변수로 혈당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유의한 차

이가 있어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가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임명옥(2002)은
주사처치전에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간호정보를 학령전기 아동에게 제공
후에 주사처치후 혈당을 측정하였는데,실험군의 평균 혈당치는 104.67mg/dL,대
조군은 106.72mg/dL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던 점과 사전 침습적 처치의 노출을 배제하
기 위해 사전측정을 시행하지 못했던 점을 제한점으로 거론한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시간이상 금식과 당뇨,췌장질환,갑상선 질환 등의 외생변수를 통제
하였으며,이에 실험군에서는 주사처치후 평균 혈당이 95.95mg/dL,대조군에서는
평균 혈당이 109.10mg/dL로 측정되었고,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통증시에 짧은시간동안의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참고문헌
이 없어 실제적으로 이 혈당의 의미가 혈당상승을 적게하는 것의 의미인지 혈당
상승을 늦추는 의미인지,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혈중코티졸과 혈당은 사전 침습적 노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후 측정만

을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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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생생생 ․․․ 행행행동동동적적적 통통통증증증 반반반응응응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아동에게 있어 통증의 사정시에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의 언어적 표현
뿐만아니라 보호자와 같은 관찰자의 평가와 아동의 행동적 반응,심박수와 같은
생리적 지표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임지영,1991).본 연구에서 PokerChipTool을
이용한 자기보고 통증반응은 얼굴표정 통증반응과 높은 상관성(p<.01)을 보였고,
심박동수와도 순상관관계(p<.05)를,혈중코티졸과도 상관성(p<.1)을 보였다.이 결
과는 PokerChipTool을 이용한 자기보고 통증측정이 유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또한 간호사 관찰을 통한 얼굴표정 통증반응과 심박동수도 높은 상
관성(p<.01)을 보였으며, 혈중코티졸과도 상관성(p<.1)이 있어 얼굴표정을 통한
통증행동반응 측정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심박동수와 혈중코티졸과
도 높은 상관성(p<.01)을 보여 아동의 통증사정에 있어 생리적 지표가 객관적인
통증지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간호학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생-행동 연구를 시도함으로

써 통증반응의 주관적 지표들 이외에 객관적인 생리적 대사성 지표들의 효과들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연구의 차별화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아동통증연구에 있어 생리적 지표들이 동시에 이용된다면 다른 도구의

유용성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의한 중재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좋은 준거가 될 것이다.또한 간호수가 산정에 있어 이러한 가시적인 결과들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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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아아아동동동의의의 통통통증증증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

아동은 통증에 대한 인지가 매우 개별적이고 통증에 익숙해지지 않으며 신체
적으로 경험하는 통증의 정도와 행동적 반응이 항상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 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Wong& Baker,1988).이런 특성 때문에 아동연령에 있
어서 통증반응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임지영(1991)은 아동의 통증정도를 측정할 때는 환아의 언어적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간호사가 아동의 행동반응을 관찰하거나,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
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이것이 아동의 통증 측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라 하였다.
McGrath,etal(1990)은 출생에서 3세까지는 자기보고식의 통증사정도구는 유

용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행동측정과 다음은 생리적 측정법이 유용하다고 하였고,
3-5세의 아동에게는 특별히 발달단계에 맞도록 고안된 자기보고식 사정도구가 가
장 유용하며 그 다음이 행동측정,생리적 측정법이라 하였다.
아동 통증 반응에 대한 자기보고 측정도구로 기존연구에서는 얼굴표정 통증척

도와 색깔척도,숫자척도,도표척도,시각적 상사척도를 주로 이용하였다.자기보고
통증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PokerChipTool은 선행문헌에서 4세-5세 사이의 아
동에게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라 제시되었으나 현재,국내연구에서 사
용된 바 없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PokerChipTool이 자기보고 통증반응의 측
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도구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통증척도를 관찰자에 의해 측정되는 통증행동반

응 척도로 사용하였다.이런 까닭은 기존의 통증행동반응 척도들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증 사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임상현장에서 잘 이용되지 않고 있
고,통증 유발 처치시 신체적 제약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행동반응 관찰이 정확
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얼굴표정척도로 아동의 통증 행동
반응을 측정하였다.



- 39 -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 통증반응과 얼굴표정 통증반응과의 신뢰도에서
Cronbach's ⍺가 .66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자기보고 통증반응의 측정도구로
PokerChipTool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통증행동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FacesPainRatingScale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증반응에 대한 생,행동적 접근을 시도하여 통증

지표간의 동시,준거타당도 분석이 가능하였으며,본 연구에 사용된 통증지표간의
상관성 분석의 결과에서도 학령전기 아동의 통증정도를 사정할 때 자기보고법은
중요한 지표이며,PokerChipTool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증행동반응에서 선행연구와의 일치되는 결과의 의미는 통증행동반응

중에 하나인 얼굴표정만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도 아동의 통증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단시간에 통증정도를 사정하는 도구로 간호사 관찰에 의한 얼굴
표정척도 또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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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간호이론의 목적은 간호현상속에 있는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여 궁극적으로
그 현상을 통제하는 데 있다.그동안 통증과 관련된 중재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
분 관문통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왔지만 중재의 효과만을 입증하였고 간
호이론과의 연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가 관
문통제 이론에 바탕을 둔 중재법임을 제시하고 통증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이론을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보고 통증반응의 척도로 이용된 Poker Chip
Tool(PCT)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지만,국외에서는 4-7세 아동에게 유용한 자
기보고 통증척도로 제시되고 있다.본 연구의 결과 이 도구가 다른 도구들과의 높
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이 도구가 국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
다.또한 간호사 관찰에 의한 통증행동반응의 측정은 Faces Pain Rating
Scale(FPRS)을 이용하였는데,FPRS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통증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했던 도구이다.본 연구에서 FPRS가 다른 도구들과의 아주 높
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통증행동반응 측정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간호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법을 개발
하는데 있는데,본 연구에 이용된 생리적 지표들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용
했던 전환중재의 효과를 지지함으로써 아동의 정맥채혈시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
재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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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실무무무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임상에서 치료나 검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사는 어른과 아동 모두에게 긴
장감과 두려움,통증을 유발하는 처치로 이러한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이다.전환은 짧은 통증경험에 대한 통증경감 전략으로
유효하며,주사실이나 암병동 같이 바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빠르고 단
순한 통증 중재법이다(French,Painter& Courty,1994).
본 연구에 이용된 ‘동영상 동화’는 시각과 청각 자극을 이용한 전환 중재법이

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용된 작동인형,손인형극,풍선불기,비누방울놀이,만화
경 등과 같은 전환물은 주사부위를 오염시키거나 주사처치시 억제가 필요할 경우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간호사가 의료장비외에 준비물을 더 소지해야 하고,처치하
는 간호사 이외의 전환중재를 시행할 간호인력이 더 필요한 불편한 점이 있어 임
상현장에서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ElectricalNursingRecord로 간호상황이 바뀌면서 노트북을 병실

로 가지고 다니고,환자앞에서 환자간호와 함께 의무기록이 이루어지고,환자의 검
사결과 등의 문의사항을 그 자리에서 조회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었
다.이런 간호 현장의 변화와 맞물려 동영상 동화를 노트북에 저장해 다니면서 주
사처치가 이루어질 때 간호사가 동영상을 보도록 유도하면서 전환을 시키는 방법
으로 이용한다면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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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동영상 동화 전환중재가 학령전기 아동의 정맥채혈시 통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로 수행되었다.연구대상
은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 어린이 응급실에 내원한 만 3-7세 학령전기 아동으로
주사처치 전까지 금식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당뇨의 기왕력이 없고,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아가 아니고,시각,청각 장애나 발달지연이 없는 아동으로
응급실 내원당시 주호소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골절,교통사고등의 손상아동
이 아닌 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허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수집은 200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10월에 내
원한 아동은 대조군으로 11월에 내원한 아동은 실험군으로 임의할당하였다.이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이었다.
실험군에서는 정맥채혈 전에 자기보고 통증반응,얼굴표정 통증반응,심박동수

를 측정하고 정맥채혈동안 동영상 동화를 상영하였고,정맥채혈시 심박동수와 얼
굴표정통증반응을,정맥채혈 후에 자기보고 통증반응,혈중코티졸,혈당을 측정하
였다.대조군에서는 동영상 동화 상영을 제외한 모든 처치를 실험군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반응에 대한 생,행동적 접근을 시도하여 통증지표간의 동

시,준거타당도 분석이 가능하였으며,본 연구에 사용된 통증지표간의 상관성 분석
의 결과에서도 학령전기 아동의 통증정도를 사정할 때 자기보고법은 중요한 지표
이며,PokerChipTool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통증 행
동반응 측정에서 얼굴표정만을 가지고 측정했던 관찰자 측정 또한 의미있어 임상
에서 단시간에 통증정도를 사정하는 도구로 간호사 관찰에 의한 얼굴표정척도 또
한 유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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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SPSS12.0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동질

성 검증은 test를 하였다.두 집단간의 사전 통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
출하였고 동질성 검증은 t-test하였다.주사처치 전후 자기보고 통증반응과 얼굴
표정 통증반응,심박동수,주사처치후 혈중코티졸,혈당을 t-test로 분석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검증하였다.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사전에 차이를 보였
던 월령과 심박동수를 ANCOVA로 통제후에 두 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통증
반응 변수간의 상관성은 pearson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자료분석에서 유의수
준은 5%내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보고 통
증반응이 유의하게 낮았다(t=2.267,p=.029).

2.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얼굴표정 통
증 반응이 유의하게 낮았다(F=5.679,p=.022)

3.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의 정맥채혈시 심
박동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59,p=.809).

4.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중 코티졸
이 유의하게 낮았다(t=2.132,p=.043).

5.동영상 동화 전환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혈당이 유의
하게 낮았다(t=3.207,p=.003).

이상을 종합할 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기보고 통증반응과 얼굴표정 통증반
응,혈중 코티졸,혈당이 낮음으로써 동영상 동화를 이용한 전환중재가 효과적이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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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1.PokerChipTool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FacesPainRatingScale을 아동과 보호자,간호사에게 동시에 측정하여 도구의
유용성과 신뢰도,타당도를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3.RandomizedClinicalTrial의 연구설계를 제언한다.

4.반복적인 주사처치를 받게 되는 만성질환아에게도 전환중재의 효과를 보는 연
구를 제언한다.

5.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동,주사실 같은 곳에서의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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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화 동화 동화 동화 사진사진사진사진



- 55 -



- 56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2> 2> 2> 2> 실험군용 실험군용 실험군용 실험군용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아동간호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아동의 통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주사 및 채혈과 같은 처치에 아동들이 힘들

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게 되었습

니다. 

 따라서 저는 주사시 아동의 통증 완화를 위해 동영상 동화를 이용해 아

동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간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0월

                                     연구자   유하나

아이의 아이의 아이의 아이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사항사항사항

1. 생년월일(     년   월   일)

2. 성별

  ① 남      ② 여

3. 출생 순위(                )

4. 정맥주사나 채혈경험

  ① 있다    ② 없다

 4-1. 경험이 있다면 예전 주사시에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 아이가 마지막으로 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한 시간과 음식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6. 아이와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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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대조군용 대조군용 대조군용 대조군용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아동간호학을 전공하고 있   

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아동의 통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주사 및 채혈과 같은 처치에 아동들이 힘들

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0월

                                     연구자    유하나

아이의 아이의 아이의 아이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사항사항사항

1. 생년월일(     년   월   일)

2. 성별

  ① 남      ② 여

3. 출생 순위(                )

4. 정맥주사나 채혈경험

  ① 있다    ② 없다

 4-1. 경험이 있다면 예전 주사시에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 아이가 마지막으로 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한 시간과 음식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6. 아이와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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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4> 4> 4> 4> 포커칩 포커칩 포커칩 포커칩 척도척도척도척도(Poker (Poker (Poker (Poker Chip Chip Chip Chip Tool) Tool) Tool) Tool) 

<<<<부록 부록 부록 부록 5> 5> 5> 5> 얼굴표정 얼굴표정 얼굴표정 얼굴표정 통증 통증 통증 통증 척도척도척도척도(Faces (Faces (Faces (Faces Pain Pain Pain Pain Rating Rating Rating Rating Scale) Scale) Scal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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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aaannnaaannniiimmmaaatttiiiooonnndddiiissstttrrraaaccctttiiiooonnn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
ooonnnttthhheeepppaaaiiinnnrrreeessspppooonnnssseeeooofffppprrreeesssccchhhoooooolllccchhhiiillldddrrreeennn

ddduuurrriiinnngggbbbllloooooodddsssaaammmpppllliiinnnggg

Yoo,HaNa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im,HeeSoon

Themain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effectsofananimation
distraction intervention on the pain response ofpreschoolers during blood
sampling.
The research employed a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post test

quasi-experimentaldesign.Participants included healthy children aged 3-7
yearswhopresentedattheemergencyroom atS hospital,Korea,whohad
fastedforatleast4hours.Consentwasobtainedfrom thechildrenandtheir
caregiver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st to November 30th,2005,with

October's participants allocated to the control group and November's
participantsallocatedtotheexperimenta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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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an animation distraction
intervention developed by ATOONZ.NET using anotebook computerduring
theirfirstbloodsamplingandthecontrolgroupreceivedstandardtreatment.
Participants'selfreportedpainresponsewasmeasuredbythePokerChip

Tool(PCT;Hesteretal,1992)andbehavioralpainresponsewasmeasuredby
theFacesPainRatingScale(Wong& Baker,1988)duringpreandpostblood
sampling.Physiologicalpain responsesweremeasuredusing heartrate(pre
andpost),serum cortisol,andserum glucose(postbloodsampling).
ThecollecteddatawerestatisticallyprocessedusingSPSSversion12.0for

Windows,analyzed fordescriptive statistics, test,t-test,paired t-test,
ANCOVA and Pearson correlationsand Cronbach's ⍺ forthereliability of
instruments.

Theresultswereasfollows;
1. The preschooler's self-reported pain respon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lowerintheexperimentalgroupthaninthecontrolgroup
(t=2.267,p=.029).

2.Thepreschooler'sbehavioralpainresponsewasstatisticallysignificantly
lowerin theexperimentalgroupwithappliedananimation distraction
interventionthaninthecontrolgroup(F=5.679,p=.022).

3.Therewas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heartratebetweenthe
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F=.059,p=.809).

4.Thepreschooler'sserum cortisolwasstatisticallysignificantlylowerin
theexperimentalgroupthaninthecontrolgroup(t=2.132,p=.043).

5.Thepreschooler'sserum glucosewasstatisticallysignificantlylowerin
theexperimentalgroupthaninthecontrolgroup(t=3.207,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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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findingsimplythattheexperimentalgrouphadlowerpainresponses
compared to the controlgroup.In conclusion,the use of an animation
distractioninterventionusing anotebookcomputerwaseffectiveinreducing
preschoolers'pain responses during firstblood sampling.This intervention
requiresminimum effortandtime,iscost-effective,andconvenient,andisan
excellentnursinginterventionthatcanbeusedeasilyinclinicalsettings.
Inaddition,theself-reportedpainscoresonthePCT correlatedwithscores

obtainedbytheFacesPainRatingScale(r=.495,p=.001),aswellasheart
rate(r=.344,p=.030)andserum cortisolmeasures(r=.304,p=.056).These
findingssupporttheuseofthePCT asasensitiveindexforself-reportedpain
intensityduringbloodsamplinginpreschoolchildren.

KKKeeeyyy wwwooorrrdddsss::: DDDiiissstttrrraaaccctttiiiooonnn 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 AAAnnniiimmmaaatttiiiooonnn,,, PPPrrreeesssccchhhoooooolll ccchhhiiillldddrrreeennn,,,
BBBllloooooodddsssaaammmpppllliiinnnggg,,,PPPaaaiiinnnrrreeessspppooonnnsss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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