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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성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암 환자의

간호요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암성 통증관리는 간호의 중요한 영역이다. 암성 통

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료인 측, 환자 측, 사회제도적인 측면으로 구분

하여 고려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암성 통증관리와 관련된 요인을 간호사 개인적 측면 뿐 아니

라 병원 기관 요인 즉, 의료진 요인, 간호조직적 요인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인 통증관리 방법을 계획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2009년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에 소재

한 2개의 3차 의료기관과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4개의 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

는 간호사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Watson(1992)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수정한 후 사용한 현주(1999)의 설문지를 수정한 김은실(2004)의

도구로, 암성 통증관리수행은 Wisconsin 대학병원의 Pain Resource Nurse훈련 프

로그램과 McCaffery, Pesero(1999)의 Pain: Clinical manual을 근거로 하여 권연숙

(2003)이 만든 측정도구로, 암성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은 본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만든 도구로 사전조사 및 전문가 타당도의 검증

을 거친 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에서 간호사의 진통제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는

54.9%,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는 67.4%, 통증 척도에 대한 지식정도에

서는 32.3%,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는 32.8%의 정답률을 보였고 총

지식의 정답률은 45.2%로 나타났다.

2.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문항에 1점, 부정적인 문항에 0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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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 점수로 나타냈으며, 평균은 6.97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3. 암성 통증관리의 수행정도를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값은 약물적 중재 2.60점, 비약물적 중재 1.79점으로 나타났다.

4.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병원 기관 요인을 의료진 요인과 간호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진 요인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59점,

간호조직적 요인에서의 평균은 2.87점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간호 수행을 분석한 결과, 약물적 수행에서는 근

무부서 중 내과병동이(p<.01), 비약물적 중재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암성 통증관리수행을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중심으로 측정변수와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약물적 중재수행과 진통제 지식(p<.01)및 통증 중재법 지식(p<.001)

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약물적 중재수행과 통증 중재법 지식(p<.001)은 양

의 상관관계, 병원 기관 요인 중 간호조직적 요인(p<.01)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7.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근무부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이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가 약물

적 중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14.5%로 나타났다. 비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간호조직적 요인이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가 비약물적 중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22.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특히 통증 측

정 도구와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증 측정

도구와 통증 중재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 기관 요인 중

간호조직적 요인이 비약물적 중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

문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배치, 통증 완화 기구 및 물품의 구비, 통

증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암성 통증, 약물적 중재, 비약물적 중재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1위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감소하는 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국립암센터, 2004). 통계청

(2008) 보고에 의하면 한해에 약 15만 명 정도가 새로운 암으로 진단 받으며 2007

년에는 6만 7천여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였다.

암 환자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통

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이다(Kuuppelomaki

& Lauri, 1998). 암 환자의 70∼90% 정도가 통증을 호소하고(Levy, 1996; 곽경숙

등, 2006; 김형철 등, 2007), 통증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해 죽고 싶

은 심정을 경험하기도 한다(Baik, 2001). 이로 인해 말기 암 환자의 간호요구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통증 조절이며(한경자 등, 2005), 암 환자의 삶의 질과 통증

관리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통

증관리는 치료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암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식사, 휴식, 수면, 활동영역에서의 문제를 함께 경험

하게 되어 죽음과 불안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고(윤영란, 2002; 공성화 등, 2004),

잘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암성 통증은 적

절한 원칙과 중재 프로그램에 따른다면 70∼90%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보고됨에도 불구하고(Jacox, Carr & Payne, 1994; Zenz, Zenz, Tryba &

Strumpf, 1995; 한국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 2001) 전체 암 환자의 42%가 부족

한 통증관리로 고통 받고 있다(Oliver, Kravitz, Kaplan & Meyer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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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원인은 의료인 측, 환자 측, 사회제도

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AHCPR, 1994). 이 중 의료인 측면의 장애요인은 통증조절에 대한 지

식의 부족, 환자의 통증 호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법적 규제에 대한 우려, 중독

에 대한 두려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된다. 간호 분야

에서도 통증의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증관리도 소극적이고(김

성자 등, 1997; 현주, 1999), 환자가 통증을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야 마약성 진

통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박경숙 등, 2001).

간호 실무영역에서 통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제시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박영숙, 신영희, 1994; 현주, 1999), 통증환자의 사정과 중재에 대한 지식부족과

태도의 문제점(서순림, 서부덕, 이현주, 1995), 간호사의 통증 지식 및 마약성 진통

제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 통증정도에 대한 사정 미숙(양명숙, 1995)으로 주로 일

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지식부족과 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

사의 암 환자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부족과 태도의 문제점(남미숙, 2003; 박현애

등, 2003; 공성화, 2004; 김은실, 2004; 최소영, 2004; 김미라, 2007; 황경옥, 2008)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간호사의 암성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부족과 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 개인의 지식과 태도, 즉 개인적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암성통증관리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과 태도변

화의 필요성만을 제시할 뿐 다른 측면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암성 통증관리와

관련된 요인을 간호사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의료진 측면, 간호조직적 측면으로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암성 통증관리방법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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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암성 통증관리수행

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통증관리 방법을 계획하는데 기초

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다.

2)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다.

3)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4)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암성 통증

암 자체 또는 암의 진전과 관련된 통증과 암 치료에 의해 부수적으로 수반되

는 통증(Foley, 1985)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통증을 의미한다.

2)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지식이란 어떤 대상을 연구하고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

이나 이해(Essence Korean Dictionary, 2002)로, 본 연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에 대

한 지식은 Watt-Watson(1992)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한 현주(1999)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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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를 수정한 김은실(2004)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나타내었다. 진통

제 사용에 대한 지식,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 통증척도 및 통증중재법 지식과 관

련된 문항에 대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태도란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관점과 준비태세의 마음가짐(Essence

Korean Dictionary, 2002)으로, 본 연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는

Watt-Watson(1992)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한 현주(1999)의 설문지를 수정

한 김은실(2004)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나타내었다. 통증관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4) 암성 통증관리 수행

수행이란 암 환자의 통증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 투여와 같은 약

물적 중재와 마사지, 열 과 냉의 적용, 이완술, 정보제공 등을 행하는 비약물 중재

(McCaffery & Beebe, 1989)로, 본 연구에서의 암성 통증 감소를 위한 약물적 중

재는 국가 암 정보센터(2001)가 제시한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 진통 사다리

(the analgesic ladder)를 근거로 하여 비마약성 진통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 진통 보조제를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적 수행을 자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약물적 중재는 Wisconsin 대학병원의

Pain Resource Nurse훈련 프로그램과 McCaffery, Pesero(1999)의 Pain: Clinical

manual (2rd ed)을 근거로 하여 권연숙(2003)이 만든 신체적․심리적․인지적 접

근에 관한 수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나타내었다.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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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비약물적 수행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이란 간호사가 암성 통증

관리를 수행하는데 촉진 또는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성 통증관

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요인을 본 연구자가 관련 문헌(Cleeland,

1984; Susan et al, 1998; 김민정, 1997; 석민현, 1999; 김은정, 2004; 김혜경 등,

2006; NCI, 2008)에서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 간호사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1차 사전조사 후 내용을 수정 보완 하여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을 거쳐 개발된 도구이다.

의료진 요인 6문항, 간호조직적 요인 8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통증관리 수행에 대한 병원 기관 요인의 방해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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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암성 통증

통증이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감과 정서적인

경험으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IASP〕, 1980;

American Pain Society〔APS〕, 1995), 임상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장 일

반적이고 중요한 간호문제로서 국제 간호협회에서도 간호사의 기본기능 중 하나

로 통증경감을 들고 있으며, 사람들이 건강전문인을 찾게 되는 가장 크고 흔한 이

유가 된다(김수지, 1989).

암성 통증은 암 환자가 종양자체나 암 치료 또는 변비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

하여 경험하는 고통으로 생리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사회문화

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으로 통증의 발생은 대부분 병리적인

진전을 의미하며, 통증이 있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들은 암의 통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Ahles, Blanchard and

Ruckdeschel, 1983; 최숙경, 1996).

암성 통증의 발생에 대한 주요한 특징은 첫째, 암성 통증의 발생빈도는 병의

진전에 따라 초기보다 말기에 높아지며, 둘째, 종양의 종류 또는 위치와 통증발현

빈도 사이에 연관이 있어 골암과 췌장암의 통증 발현 빈도는 임파종이나 백혈병

보다 훨씬 높게 된다(Warfield, 1991). 암성 통증의 유발원인별 발생빈도를 살펴

보면 첫째, 암 환자의 60∼80%의 통증은 직접적인 침습으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

된다. 암성 통증은 뼈 또는 신경계에 침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연

조직이나 혈관의 막힘과 변형 또는 내장 장기 폐쇄 등의 직접 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둘째, 항암요법,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

는 암 환자의 15∼25%이며 셋째, 종양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와 치료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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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10∼15%이다(Warfield, 1991; Raj, 1992).

암성 통증의 빈도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전문가들은 암의 모든 종류와

단계를 포함 할 때 약 40∼80%의 환자가 암성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김영

조, 2007). 암의 진단 초기에 있거나 혹은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의 30∼50%정도, 진행성인 경우에는 60∼70%정도, 말기의 경우에는 80∼90%정도

가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노유자, 김남초, 홍영선, 용진선, 2001).

2006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전국 63개 의료기관의 암 환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60.8%가 수명이 연장되는 것보다 통증

이 덜한 것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B. G. 2007). 이렇듯 암 환자에

게 있어서 통증은 중요한 간호 문제이며 환자의 안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암성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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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암성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원인은 의료인 측, 환자 측, 사회제도

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고(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AHCPR), 이 중 의료인 측면의 장애요인은 통증조절에 대한 지식의 부

족, 환자의 통증 호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법적 규제에 대한 우려, 중독에 대한

두려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한다. 암성통증 관리에 대

한 지침(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1)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

한 지식부족은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주저하게 되어 암성 통증관리의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인의 통증조절에 대한 지식은 효과적인 증상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간호사는 누구보다도 통증이 있는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통

증의 기전을 이해하고 통증 완화와 안위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정숙, 2000;

박현애 등, 2003).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milton 및 Edgar(1992)의 연구에서 263명의 간호사에게 McCaffery의 통증사

정도구를 수정하여 진통제 분류, 마약성 진통제의 습관성 발생빈도, 마약성 진통제

등가기준 계산, 약물작용등을 설문한 결과 평균 63.9%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등가량 계산, 진통제 분류, 통증의 급성, 만성구분 등에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임상 간호사의 통증 지식을 조사한 박영숙 및 신영희(1994), 서순림 등(1995),

현주(1999), 송명희(2000)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식의 평균 정답률이 55%

∼68%로 통증 및 통증조절,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특

히 통증측정도구와 중재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을 조사한 남미숙(2003), 김은실

(2004), 황경옥(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식에 대한 평균 정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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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로 나타났으며, 통증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은 65∼85%의 정답률을 나타났지만,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

식은 28.2∼43.5%로 전체적인 지식부분에서 통증척도의 지식과, 통증중재법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ernardi M., Catania G., Lambert A., Tridello G., Luzzani M..et al (2007)은

이탈리아 암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21.4점(40점 만점)으로 낮았으며, 같은 연구 도구로 김미라(2008)는 303명의

간호사에게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지식의 평균은 20.4점으로

지식이 부족하다고 제시하였다.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적절한 통증 평가 도구로는 단순서술척도(Simple

Descriptive Scale),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 VAS), 숫자통증척도

(Numberic Rating Scale : NRS), 도표척도(Graphic Rating Sale ; GRS)등이 있으

며 통증경험의 질을 반영한 Melzack의 Mcgill Pain Questionnair과 우리나라의 경

우 이은옥 등이 McGill Pain Questionnair을 근거로 개발한 국어통증척도(Korean

Pain Rating Scale)가 있다.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에서는 현주(1999)의 연구에 의

하면 단순서술척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이 숫자통증척도였다. 통증

관리에 대한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이은옥 등(1998)은 주관적인

통증을 객관화하기 위한 통증평가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각통증척도

(VAS)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가 49.5%, 간호사가 53.3%로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이선희(2002)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84.5%, 의사 76.7%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통증

도구를 이용한 통증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적절히 통증관리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

한 요소이다. 통증관리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유로운 태도로 통증관

리를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암 환자의 통증 관리가 아직 제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간호사의 암성 통

증관리에 관한 지식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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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의료인의 통증 관리 장애요인으로는 환자의 통증 자가 보고에 대한 신뢰부족,

통증 측정 도구에 대한 지식부족과 사용부족, 암성 통증관리 및 진통제에 대한 지

식부족과 부적절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McCaffery, 1992; 이선희, 2002).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를 비교 조사한 Fife, Irick &

Painter(1993)는 통증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면에서 간호사 84%, 의사 73%로

간호사가 의사보다 통증을 더 주요한 문제로 보았지만, 진통제 투여 시 심리적 의

존감, 중독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식이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진통제 투여와 관련된 의료인의 태도를 조사한 이선희(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간

호사가 PRN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약 할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즉시 투여하

는 경우 28.6%였고, 2회 이상 호소 시 투약하는 경우는 69.0%였다고 보고하였고, 박

영숙, 신영희(1994)에서는 PRN 처방에 따른 진통제 투여에 문제가 있고 환자의 통증

호소 후에도 상당기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주저하는가’의 질문에서 현주(1999)에서는

74.2%의 간호사가 ‘그렇다’고 하였고, 이선희(2002)에서는 46.9%, 김은실(2004)에서

는 40.5%의 간호사가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많은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주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독의 이유로 진통제에 대한 편견과

과잉 우려, 중독과 부작용, 진통제 내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문헌 고찰을 살펴 볼 때 통증조절을 주저하는 의료인의 태도는 효과적인 암성

통증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성통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

진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간호사의 암성 통증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환

자에 대한 적절한 암성 통증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11 -

4.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

간호사의 암성 통증 관리에는 통증의 사정 및 중재를 포함한다. 이중 통증 감

소를 위해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통증관리 수행이라고 하며, 통증 관리 수행

에는 약물적 중재방법과 비 약물적 중재방법이 있다.

약물성 통증 중재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McCaffery, Pasero(1999)는 진통제를

마약성, 비마약성 및 보조진통제로 분류하였다. 비마약성 진통제(Nonopioids

analgesics)는 세포가 손상 받았을 때 분비되는 염증 매개물질로서 통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물질인 PG(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하여 진통효과를 나

타내는 것이며, 마약성 진통제(Opioids analgesics)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뇌와

척수에 있는 opioids 수용체에 결합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또한 보조진

통제(Adjuvant analgesics)는 통증이외의 다른 것에 일차적으로 작용하며 주로 만

성적인 통증에 사용되고 여러 가지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1986)와 우리나라 암성통증관리지침(2001)에 따르면, 암성 통증제거를 위한 약물

요법에 대해 기본 진통제와 기본 보조제에 의한 3단계 요법 즉 진통 사다리(the

analgesic ladder)를 제시하였는데, 경한 통증에는 비마약성 제제 + 보조제, 중등도

의 통증에는 마약성 제제 + 비마약성 제제 + 보조제, 그리고 심한 통증에는 강한

마약성 제제 + 비마약성 제제 + 보조제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비 약물성 통증 중재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비 약물성 통증중재법은 크게 세가

지 범주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접근에는 표피마

사지, 표재성 냉·온요법, 진동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접근에는 전환요법과 이완요

법, 애완동물이용 등이 포함되고, 인지적 접근에는 정보제공교육이나 행동수정이

포함된다(McCaffery et al, 1999). 박정숙(2003)은 비약물성 통증관리법을 피부자

극, 표재성 냉·온요법, 심상요법, 이완술, 운동으로 나누었다. 피부자극은 통증이

있는 바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통증의 유발점 부위를 압박하는 표재

성 마사지, 근육이완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일반마사지, 손 마사지, 발마사지,

치료적 접촉으로 구분하였으며, 표재성 온·냉요법은, 표재성 온요법, 표재성 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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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한을 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각탕법으로 나누었다. 심상요법은 통증의 경감

을 위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완술은 비교적 골격근의 긴장과

불안이 없는 상태, 마음과 근육이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비약물성 통증관리법들은 신체적 안위를 증진시키거나 조직손상과

함께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해결함으로써 통증을 감소 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근래에 들어 비약물성 통증관리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AHCPR)의 통증관리 실무 지침에서도 인지-행동요법을 사용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Kwekkeboom, 1999; Carr & Goudas, 1999). 물론 비 약

물성 통증관리법이 진통제의 효과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수초

내지 수분간 지속되는 단순한 통증일 때는 약물적 방법만으로도 가능하나, 수시간

내지 수일간 지속되는 심한 통증일 때는 진통제 투약과 비약물적 통증관리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박정숙, 2003). Van Kooten(1999)의 연구에서는

통증환자들이 12가지 비약물성 통증완화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맛사지, 심호흡

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관심전환, 자세변경을 사용하였으며, 독서, 냉찜

질, 이완요법, 음악감상은 적게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환자의 78%가 이러한 비약

물성 통증관리법이 투약만 하는 것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모

든 대상자가 2개 이상의 비약물성 통증관리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통증 관리 수행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순림 등(1995), 김민정(1997), 현주

(1999), 남미숙(2003), 김은실(2004), 황경옥(2006)의 통증중재에 대한 연구에서 통

증중재법중 진통제 투여, 냉·온 요법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수행하는 통증

중재로 보고하였다.

권연숙(2002), 강순근(2006), 엄숙영(2007)의 임상간호사의 통증중재 실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성 중재에서 비마약성 진통제인 Tylenol,

비약물성 중재는 얼음주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용시기는 권연숙(2002) ‘간

호사의 판단으로 한다’, 강순근(2006), 엄숙영(2007)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규칙적인

적용과 PRN 적용을 병행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중재 후 반응은 ‘조금완화’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 13 -

통증 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ortherms 등

(1992)은 임상 간호사 790명을 대상으로 통증관리의 장애요인을 Cleeland(1984)의

통증관리 장애척도를 사용하여 9개의 장애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증사정의

어려움, 지식 부족, 사회 심리적지지 부족의 순으로 장애요인으로 보고하였다.

Broome(1996)은 113명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실무현장에서 통증 간호

중재 장애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지식 부족, 통증에 대한 잘못된 태도, 기술의 부족,

자원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김민정(1997)은 141명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통

증관리에 대해 9개의 장애요인 중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이 없어서 실행 할 수가 없었다’, ‘지식이나 기술부족’, ‘간호의 독

자적인 결정권이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은정(2004)은 103명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통증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처방이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장애요인으로는 ‘필요성을 몰라서’, ‘통증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에서 의료인의 지식부족이나 소극적인 태도 외에 통증관리 장애요인으로

는 통증과 통증 감소에 대한 사정 부족, 의료인의 마약 처방에 대한 꺼려함, 활력

징후, 기도유지,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출혈 등 다른 임상적 개념보다 우선순위

에서 밀리고 의료인의 책임성에서도 크지 않게 인식되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Brokas, 1985; 석민현 등, 1999).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통증관리를 위해 자주 사용하

는 중재방법으로는 약물적 중재인 진통제의 투여, 비약물적 중재인 얼음 주머니였

다.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통증관리 수행 장애요인은 통증 사정의 어려움, 지식 부

족, 사회 심리적지지 부족, 통증에 대한 잘못된 태도, 기술의 부족, 자원의 부족,

시간부족, 간호의 독자적인 결정권 부족,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처방이 없어서 등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대상으로 암성 통증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하였고 또한, 간호사 개인적 요인과 간호사 외

부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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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2개의 3차 의료기관과 서울, 인천, 경기에 소

재한 4개의 2차 의료기관 내·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암 환자 간호 경험

이 있는 간호사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ohen(1988)의 공식에 의하면 다중회귀분석에서 표본수는 효과크기, 검정력,

그리고 예측변수의 수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포함

된 변수는 통제변수 9개, 독립변수 6개 이며 이를 Cohen(1988)의 공식에 적용했을

때 효과크기 0.05,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에서 212명의 대상자가 요구된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위, 근무경력, 근무부서, 학력, 종교, 결혼상태, 통증교육

을 받은 경험, 필요한 통증교육의 내용, 통증교육의 필요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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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암성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Watt-Watson(1992)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수정한 후 사용한 현주(1999)의 설문지를 수정한 김은실(2004)의

도구로 통증에 대한 일반적 지식 20문항을 제외한 총 8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설문지 문항은 총 83문항으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 20문항, 암성 통증

에 대한 지식정도 10문항, 통증척도 지식 8문항, 통증척도 사용경험 8문항, 통증중

재법에 대한 지식 27문항, 통증 관리에 대한 태도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진통

제 사용에 지식,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도의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

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통증척도와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응답한 척도

및 중재법을 점수로 측정하였다.

지식에 대한 문항별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 응답은 0점으로 평점하여 통

증에 대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의 최대평점은 20점,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

정도의 최대평점은 10점, 통증척도 지식의 최대평점은 6점(기타 와 없음제외), 통증

중재법에 대한 최대평점은 2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태도에 문항별 정답은 긍정적인 태도는 1점, 부정적인 태도는 0점으로 평점하

여 태도의 최대평점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 였다.

3)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대한 중재는 Wisconsin 대학병원의 Pain Resource

Nurse훈련 프로그램과 McCaffery, Pesero(1999)의 Pain; Clinical manual(2rd ed)

을 근거로 하여 권연숙(2003)이 만든 측정도구로,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는 권연숙(2003)의 약물적 중재 28문항을 암성 통증관리 약물적 중재에 맞게

국가 암 정보센터(2001)의 세계보건기구(WHO) 진통 사다리(the analgesic ladder)

를 근거로 하여 수정한 12문항(비마약성 진통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 진통 보조제)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는 측정도구 26문항(신체적 접근, 심리적 접근, 인지적 접근)으로 구성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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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응답과 문항별 점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1점, ‘아주 가끔 사용한다’ 2점, ‘가

끔 사용한다’ 3점, ‘자주 사용 한다’ 4점으로 배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암성

통증관리 수행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약물적 중재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4, 비약물적 중재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으며, 전체 수행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4)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

본 연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관련 문헌(Cleeland, 1984; Susan et al, 1998; 김민정, 1997; 석민현,

1999; 김은정, 2004; 김혜경 등, 2006; NCI, 2008)에서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구성한 설문지를 1차

사전조사를 거친 후 내용을 수정 보완 하여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

발한 도구이다. 개발된 도구는 Lynn(1986)이 내용 타당도를 위한 전문가의 수가

3명 이상 1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구성은 간호학과 교수 2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1인, 종양 전문 간호사 3인, 혈액

종양내과 경력 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 계획서를 첨부

하여 구성한 문항에 대한 내용을 배부하고,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

록 작성하여 각 문항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각 도구의 항목의 구성이 ‘매우 타

당하다’를 4점, ‘타당 하다’를 3점, ‘타당하지 않다’를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를 1

점으로 한 4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 내용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80%이상의 합의(Lynn, 1986)가 이

루어진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의료진 요인 6문항,

간호조직적 요인 8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의 측정은 중립을 피하기

위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

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대

한 방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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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관 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의료진 요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1, 간호조직적

요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7이었으며, 전체 병원 기관 요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3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문항분석

각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미만의 경우 해당 문항은 각 척도 영

역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해당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의 alpha 값의 변

화를 고려하면서 문항을 조정한 결과 14문항 모두가 선정되었다<부록 1>.

∙요인추출 및 회전

문헌고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및 문항분석을 통해 개발된 도구의 적절성 여

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요인수과 정보손

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의 요인 2개를 추출하였다. 이와 함

께 고유값의 scree plot을 볼 때 2번째 고유값 하강 이후 거의 수평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병원 기관 요인 도구에서 설명할 요인을 2개로 결정하였다. 2개

의 요인으로 요인수를 지정하여 Varimas 회전하여 얻은 결과 문헌고찰 및 전문가

의 내용타당도 과정에서 임의로 명명한 간호조직적 요인과 의료진 요인의 문항이

요인 1과 요인 2에 해당하는 항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부록 2>. 병원 기관

요인에 대해서 요인 1은 42.0%, 요인 2는 12.0%를 설명하여 2개 요인이 총 분산

의 54.0%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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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과정

자료 수집은 2009년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전 병

원의 간호부와 교육부에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각 병동의 수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자료 수집을 구두로 설명하고 허

락을 받았다. 설문지는 수간호사가 해당 병동간호사에게 설명, 배포 후 수거하도

록 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연구 참여 동

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였다. 설문지는 총 270부를 배부하여 259부를 회수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6부와, 근무부서 중 내·외과 병동에 해당하

지 않는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229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

도, 통증척도 및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및 수행,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간호사 및 병원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수행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실시하였다.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구성 타당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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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병원구분은 3차 의료기관 98명(42.8%), 2차 의료기관 131명(57.2%)이

고, 연령의 평균은 32세로 연령분포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73명(31.8%),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54명(23.6%)이며, 직위로는 일반 간호사가 193명(84.3%)으로 나

타났다.

총 근무경력 평균은 8년 8개월로 총 근무경력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3년 이상

6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48명(21.0%), 1년 이상 3년 미만이 42명(18.3%), 9년 이상

12년 미만이 34명(14.8%)이었으며, 암 환자 간호 경력 평균은 5년 2개월로 3년 이

상 6년 미만이 59명(25.9%), 1년 이상 3년 미만이 58명(25.4%), 6년 이상 9년 미만

이 32명(14.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내과병동 145명(63.3%), 외과병동 84명(36.7%)이었다. 최

종 학력은 전문대졸이 121명(52.8%), 학사 87명(38.0%), 석사이상 21명(9.2%)이었

으며, 석사이상 중 전문간호사는 가정, 정신, 종양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각각 1

명씩 있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138명(60.3%),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136명

(59.4%)으로 나타났다.



- 20 -

항 목 구 분 실수(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병원 구분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98

131

42.8

57.2

연령 25세미만

25세이상∼30세미만

30세이상∼35세미만

35세이상∼40세미만

40세이상∼45세미만

45세이상

35

73

54

24

21

22

15.3

31.8

23.6

10.5

9.2

9.6

31.75(7.28)

직위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이상

193

36

84.3

15.7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12년미만

12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13

42

48

30

34

14

48

5.7

18.3

21.0

13.1

14.8

6.1

21.0

8.81(7.29)

암 환자 간호경력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12년미만

12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무응답

27

58

59

32

27

9

12

5

11.6

25.4

25.9

14.0

11.8

3.9

5.2

2.2

5.28(4.61)

근무부서 내과병동
외과병동

145
84

63.3
36.7

학력 전문대졸

학사

석사이상(전문간호사)

121

87

21(4)

52.8

38.0

9.2

종교 있음
없음
무응답

138
90

1

60.3
39.3
0.4

결혼 미혼
기혼
기타

136
88

5

59.4
38.4
2.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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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실수(%)

통증 교육 경험 유무 있다

없다

82 (35.8)

147 (64.2)

교육 받은 횟수

(교육 받은 경우)

1회

2회

3회 이상

44 (53.6)

19 (23.2)

19 (23.2)

Mean SD (1.07 ± 4.775)

2) 대상자의 통증교육 참여 경험

대상자의 통증교육 참여 경험은 <표 2>와 같다.

통증교육 참여 경험에서는 82명(35.8%)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147명

(64.2%)은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받은 횟수는 1회가 44명으로 교육 경험자의 53.6%로

가장 많았으며 2회와 3회 이상은 각각 19명(23.2%)으로 평균 1회(±4.775)로 나타

났고, 교육을 받은 장소를 중복 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병원교육이 45명(54.9%)으

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교육이 35명(42.7%)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시간은 1

시간 이상에서 5시간 미만이 38명(46.3%), 5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이 19명

(23.2%)의 순으로 평균 3시간(±7.952)으로 나타났다. 통증관리 교육내용은 통증사

정(통증측정도구포함), 통증중재방법, 통증발생기전의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로 응답한 간호사는 222명(96.9%)으

로 나타났으며, 통증관리교육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통증중재방법, 통증사

정(통증측정도구 포함), 통증발생기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통증교육 참여 경험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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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실수(%)

* 교육 장소

(교육 받은 경우)

대학교

보수교육

병원교육

기타(학술대회)

12 (14.6)

35 (42.7)

45 (54.9)

16 (19.5)

교육 받은 시간

(교육 받은 경우)

1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38 (46.3)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9 (23.2)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5 (6.1)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 (4.9)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7 (8.5)

30시간 이상 4 (4.9)

무응답 5 (6.1)

Mean ± SD (3.04 ± 7.952)

* 통증관리

교육내용

(교육 받은 경우)

통증사정(통증측정도구포함)

통증중재방법

- 진통제사용

- 이완요법

- 냉온요법

- 맛사지

- 음악요법

통증발생기전

통증관리에서의 의료진 팀 접근

통증관리에관한 기관 지침

75 (91.5)

65 (79.3)

55 (67.1)

47 (57.3)

43 (52.4)

34 (41.5)

27 (32.9)

61 (74.4)

39 (47.6)

38 (46.3)

* 통증관리 교육시

다루어야할 내용
통증중재방법

- 진통제사용

- 이완요법

- 냉온요법

- 맛사지

- 음악요법

통증사정(통증측정도구포함)

통증발생기전

통증관리에관한 기관 지침

통증관리에서의 의료진 팀 접근

189 (82.5)

121 (52.8)

91 (39.7)

64 (27.9)

57 (24.9)

36 (15.7)

161 (70.3)

122 (53.3)

106 (46.3)

103 (45.0)

교육의 필요성 예

아니오

무응답

222 (96.9)

2 (0.9)

5 (2.2)

표 2. 계속 대상자의 통증교육 참여 경험 N = 229

*중복응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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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문항수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실수)

표준

편차

정답률

(%)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도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정도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

20

10

6+

27

3

3

0

2

19

10

6

27

10.98

6.74

1.94

8.87

2.53

1.44

1.11

4.61

54.9

67.4

32.3

32.8

합 계 63 16 52 28.53 6.20 45.2

2.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은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 암성통증에 대한

지식정도, 통증척도와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간호사의 진통제사용에 대한 지식정도는 최대평점 20점에서 최저 3점, 최고 19

점으로 평균 10.98점(SD=2.53)으로 정답률 54.9%였으며,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

도는 최대평점 10점으로 최저 3점, 최고 10점, 평균 6.74점(SD=1.44)으로 정답률

67.4%였다.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정도는 최대평점 6점으로 최저 0점, 최고 6점, 평

균 1.94점(SD=1.11)으로 정답률은 32.3%,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최대평점

27점으로 최저 2점, 최고 27점으로 평균 8.87점(SD=4.61)으로 정답률은 32.8%였다.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전체 지식의 합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16점, 최대값 52점의 범위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28.53점(SD=6.20)으로 평균 정답률은 45.2%였다<표 3>.

표 3.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 N = 229

+ 설문지 <부록 8>에는 8문항으로 되어있으나 두 문항에 해당하는 답이 전혀 없어 분석에는 6문항을 사용함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의 문항별 정답률은 <부록 1>,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도의 문항별 정답률은 <부록 2>,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정도와 사용경험은

<부록 3>,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부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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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문항에 응답할 경우 1점, 부정적인 문항에

응답할 경우 0점을 부여해 점수로 나타낸 결과,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의 가능한

범위의 점수는 0점에서 10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4점, 최대값 10점의 범위

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6.97점(SD=1.420)이다.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암성 통증관리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마약성 진통제

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어 부작용(변비, 오심, 구토등)을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까?’ 229명(100%), ‘통증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환자라고 생각합니까?’

217명(94.8%), ‘의사의 진통제 처방에 대한 잘못된 의사처방을 지적합니까?’ 205명

(89.5%)이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태도로는 ‘환자가 수면 중일 경우에 정규적인 마약성 진

통제를 투여합니까?’ 항목에 135명(59.0%)이 “아니오”로 응답함으로써 규칙적인

통증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나타냈고 ‘환자의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항목에서 118명(51.5%)이 “예”로 응답함으로써 암성통증 관리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환자에게 위약

(placebo)을 사용합니까?’ 항목에서 113명(49.3%)이 “예”로 응답하여 부적절한 통

증관리를 알 수 있었다. ‘평소에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을 주저합

니까?’ 항목에 64명(27.9%)이 “예”로 응답하였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주저이유

로는 약물의 중독 위험성 18명(28.1%), 약물의 부작용 17명(26.6%), 약물의 내성 7

명(10.9%), 마약에 대한 편견 1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통제가 PRN일 경우 환자가 통증 호소를 몇 번 했을 때 투약합니까?’ 항목

에서는 1회 호소시가 104명(45.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회 89명

(38.9%), 3회 32명(14.0%), 4회 2명(0.9%), 5회 이상 1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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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N = 229

항 목

예 아니오
평균

(±표준편차)실수(%) 실수(%)

환자가 수면 중일 경우에 정규적인 마약성 진통제

를 투여 합니까?

94*

(41.0)

135

(59.0)

.41

( .493)

암 환자의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118

(51.5)

111＊

(48.5)

.48

( .501)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환자에게 위약(placebo)를

사용합니까?

113

(49.3)

116＊

(50.7)

.51

( .501)

환자의 통증 호소를 표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153＊

(66.8)

76

(33.2)

.67

( .472)

환자의 통증 호소 시 비마약성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 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합니까?

203＊

(88.6)

26

(11.4)

.89

( .318)

의사의 진통제 처방에 대한 잘못된 의사처방을 지

적합니까?

205＊

(89.5)

24

(10.5)

.90

( .307)

통증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환자라고

생각합니까?

217＊

(94.8)

12

(5.2)

.95

( .223)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어 부작용

(변비, 오심, 구토등)을 관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29＊

(100)

0

(0)

1

( .000)

평소에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64

(27.9)

165＊

(72.1)

.72

( .450)

* 마약성 진통제 사용 주저이유 : 약물 중독의 위험성 18 (28.1)

약물의 부작용 17 (26.6)

약물에 대한 내성 7 (10.9)

마약에 대한 편견 1 (1.6)

기타 6 (9.4)

무응답 15 (23.4)

진통제가 PRN일 경우 환자가 통증호소를 몇 번 했을때 투약 합니까?

□ 1회 104(45.4)* □ 2회 89(38.9) □ 3회 32(14.0)

□ 4회 2(0.9) □ 5회 이상 1(0.4) □ 무응답 1(0.4)

.46

( .499)

＊긍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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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

암성 통증관리의 수행정도를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1)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의 사용정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약물의 사용정도를 4가지로 분류 하여 평균을 살펴보면 비마약성진통제 2.94점

(SD=.502), 약한 마약성 진통제 2.63점(SD=.797), 강한 마약성 진통제 2.66점(SD=

.799), 진통 보조제 2.28점(SD=.7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는 타이레놀(acetaminophen)이 3.69점(SD=.575), 약한 마약성 진통제에서는 코데인

이 2.70점(SD=.837),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서는 모르핀(morphine)이 2.87점

(SD=.889), 진통보조제에서는 항불안약이 2.64점(SD=.905)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은 타이레놀(acetaminophen) 170명

(74.2%),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133명(58.1%)으로 통증완화를 목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해 본 약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가장 높은 응

답율은 항우울제 94명(41.0%)으로 나타났다.

약물적 중재 수행정도의 가능한 범위는 12점에서 48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

소값 16점, 최대값 47점의 범위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31.13점(SD=5.677)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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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용

하지

않는다

실수(%)

아주

가끔

사용한다

실수(%)

가끔

사용

한다

실수(%)

자주

사용

한다

실수(%)

평균

(±표준편차)

비마약성 진통제

타이레놀(acetaminophen) 0

(0)

13

(5.7)

46

(20.1)

170

(74.2)

3.69

( .57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1

(0.4)

22

(9.6)

73

(31.9)

133

(58.1)

3.48

( .685)

아스피린(aspirin) 138

(60.6)

44

(19.2)

34

(14.9)

12

(5.3)

1.65

( .920)

2.94

( .502)

약한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codeine) 20

(8.7)

64

(27.9)

109

(47.7)

36

(15.7)

2.70

( .837)

트라마돌(tramadol) 80

(34.9)

27

(11.8)

38

(16.6)

84

(36.7)

2.55

(1.299)

2.63

( .797)

강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morphine) 12

(5.2)

71

(31.0)

81

(35.4)

65

(28.4)

2.87

( .889)

옥시코돈(oxycodone) 38

(16.6)

44

(19.2)

80

(34.9)

67

(29.3)

2.77

(1.049)

펜타닐(fentanyl) 67

(29.3)

61

(26.6)

58

(25.3)

43

(18.8)

2.34

(1.090)

2.66

( .799)

진통 보조제

항불안약 (ex:로라제팜, 디아제팜) 24

(10.5)

78

(34.1)

84

(36.6)

43

(18.8)

2.64

( .905)

스테로이드 (ex:덱사메타손) 36

(15.7)

81

(35.4)

75

(32.7)

37

(16.2)

2.49

( .944)

항경련제 (ex:가바펜틴) 77

(33.6)

77

(33.6)

57

(24.9)

18

(7.9)

2.07

( .948)

항우울제 (ex:아미트립틸린) 94

(41.0)

73

(31.9)

48

(21.0)

14

(6.1)

1.92

( .929)

2.28

( .719)

약물적 중재 문항수: 12 최소값: 16 최대값: 47 2.60

Mean(±SD) = 31.13(5.677) ( .475)

표 5.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의 사용정도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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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실수(명) 백분율(%)

투여시기 의사의 처방에 의해 규칙적으로

prn

규칙적 + prn

20

22

187

8.7

9.6

81.7

반응 반응이 전혀 없었다

반응이 별로 없었다

조금 완화 되었다

많이 완화 되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무응답

1

4

96

126

0

2

0.4

1.7

41.9

55.1

0

0.9

부작용

(중복응답문항)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변비

속쓰림

식욕부진

쇼크

기타

소양증

176

129

121

101

52

37

15

9

6

76.9

56.3

52.8

44.1

22.7

16.2

6.6

3.9

2.6

2)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의 투여시기, 반응 및 부작용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의 투여시기, 반응 및 부작용은 <표 6>과 같다.

진통제 투여시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규칙적 투여와 PRN 병행 투여가 187

명(81.7%)으로 가장 많았으며, PRN투여가 22명(9.6%),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규칙적

투여가 20명(8.7%)이었다.

진통제 투여 후 반응은 ‘많이 완화 되었다’ 126명(55.1%), ‘조금 완화 되었다’

96명(41.9%)로 나타났으며, 진통제 투여 후 부작용은 메스꺼움 176명(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토 129명(56.3%), 어지러움 121명(52.8%), 변비 101명(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약물적 중재의 투여시기, 반응 및 부작용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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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사용정도를 3가지로 분류 하여 살펴보면 ‘인

지적 접근’ 2.42점(SD=.820), ‘심리적 접근’ 1.98점(SD=.706), ‘신체적 접근’ 1.63점

(SD=.4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접근에서는 ‘Hot bag’ 2.90점(SD=.863),

‘얼음주머니’ 2.59점(SD=1.042), ‘쓰다듬기’ 2.24점(SD=.928)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접근에서는 ‘간단한 호흡운동’ 2.34점(SD=.951), ‘지지적 접촉’ 2.26점(SD=.988),

‘TV(비디오)시청’은 2.04점(SD=.895), 인지적 접근에서는 ‘정보제공교육’ 2.58점

(SD=.899), ‘상담을 통한 행동수정' 2.10점(SD=.9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용정도가 높은 중재문항은 ‘Hot bag’ 2.90점(SD=.863), ‘얼음주머

니’ 2.59점(1.042), ‘정보제공교육’ 2.58점(SD=.899), ‘간단한 호흡운동’ 2.34점

(SD=.9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정도가 낮은 중재문항은 ‘침술(수지침술)’

1.07점(SD=.297), ‘뜨거운 증기' 1.13점(SD=.430), '진동기’ 1.14점(SD=.467), ‘생리적

회환법’ 1.14점(SD=.396)으로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은 ‘Hot bag' 59명(25.8%), '얼음주머니'

48명(21.0%), '정보제공교육' 37명(16.2%)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하지 않는다’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율은 ‘침술(수지침술)’ 216명(94.8%), ‘뜨거운 증기’ 206명

(90.4%), ‘진동기’ 205명(89.9%), ‘생리적 회환법' 200명(87.7%), '지압' 192명

(84.2%), ‘뜨거운 습포’ 196명(86.0%), '젤팩' 182명(79.9%)으로 나타났다.

비약물적 중재 수행정도의 가능한 범위는 26점에서 104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26점, 최대값 92점의 범위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46.78점

(SD=11.9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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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수행정도 N = 229

항 목

사용

하지

않는다

빈도(%)

아주

가끔

사용한다

빈도(%)

가끔

사용

한다

빈도(%)

자주

사용

한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접근

Hot bag 16(7.0) 49(21.4) 105(45.8) 59(25.8) 2.90( .863)

얼음주머니 48(21.0) 47(20.5) 86(37.5) 48(21.0) 2.59(1.042)

쓰다듬기 60(26.2) 70(30.6) 82(35.8) 17(7.4) 2.24( .928)

전기가앨패드 130(56.8) 31(13.5) 45(19.7) 23(10.0) 1.83(1.069)

안마 106(46.5) 71(31.1) 44(19.3) 7(3.1) 1.79( .860)

손마사지 119(52.2) 55(24.1) 38(16.7) 16(7.0) 1.79( .963)

냉타올 137(60.1) 41(18.0) 36(15.8) 14(6.1) 1.68( .952)

빌마사지 159(69.8) 40(17.5) 22(9.6) 7(3.1) 1.46( .793)

경피신경자극(TENS) 163(71.5) 34(14.9) 24(10.5) 7(3.1) 1.45( .803)

젤팩 182(79.9) 26(11.4) 19(8.3) 1(0.4) 1.29( .634)

뜨거운습포 196(86.0) 14(6.1) 11(4.8) 7(3.1) 1.25( .686)

지압 192(84.2) 24(10.5) 12(5.3) 0(0) 1.21( .522)

생리적회환법 200(87.7) 24(10.5) 4(1.8) 0(0) 1.14( .396)

진동기 205(89.9) 16(7.0) 5(2.2) 2(0.9) 1.14( .467)

뜨거운증기 206(90.4) 14(6.1) 8(3.5) 0(0) 1.13( .430)

침술(수지침술) 216(94.8) 9(3.9) 3(1.3) 0(0) 1.07( .297)

1.63( .411)

심리적접근

간단한호흡운동 45(19.7) 92(40.4) 59(25.9) 32(14.0) 2.34( .951)

지지적접촉 61(26.8) 75(32.9) 64(28.1) 28(12.2) 2.26( .988)

TV(비디오)시청 49(21.6) 95(41.6) 56(24.6) 28(12.2) 2.04( .895)

음악듣기 71(31.2) 94(41.2) 47(20.6) 16(7.0) 2.00( .890)

점진적근육이완 85(37.3) 79(34.6) 46(20.2) 18(7.9) 1.99( .946)

유머 107(46.9) 65(28.6) 47(20.6) 9(3.9) 1.82( .896)

독서 113(49.6) 71(31.1) 37(16.2) 7(3.1) 1.73( .843)

명상, 감상 125(54.7) 61(26.8) 35(15.4) 7(3.1) 1.67( .847)

1.98( .706)

인지적접근

정보제공교육 27(11.8) 79(34.6) 85(37.4) 37(16.2) 2.58( .899)

상담을통한행동수정 72(31.6) 76(33.4) 66(28.9) 14(6.1) 2.10( .919)

2.42( .820)

비약물적 중재 문항수 : 26 최소값 : 26 최대값 : 92 1.79( .461)

Mean(±SD) = 46.78(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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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실수(명) 백분율(%)

적용시기 간호사의 판단으로 실시한다

의사의 order에 의해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의사의 order에 의해 PRN으로 실시한다

의사의 order에 의해 규칙척+PRN으로 실시한다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67

13

46

92

11

29.3

5.7

20.1

40.2

4.7

반응 반응이 전혀 없었다

반응이 별로 없었다

조금 완화 되었다

많이 완화 되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무응답

1

33

151

41

0

3

0.4

14.4

66.0

17.9

0

1.3

4)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적용시기와 반응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적용시기와 반응은 <표 8>과 같다.

비약물적 중재의 적용시기는 ‘의사의 order에 의해 규칙적+PRN으로 실시한

다’ 92명(4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판단으로 실시한다’ 67명

(29.3%), ‘의사의 order에 의해 PRN으로 실시한다’ 46명(20.1%)의 순으로 나타났

다.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적용 후 반응은 ‘조금 완화 되었다’ 151명(66.0%), ‘많이

완화 되었다’ 41명(17.9%), ‘반응이 별로 없었다’ 33명(14.4%)으로 나타났다.

표 8.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적용시기와 반응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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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문항

수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값

표준

편차

4점환산

평균(±표준편차)

의료진 요인

간호조직적 요인

6

8

6

9

24

32

15.54

22.97

2.798

4.146

2.59(±.466)

2.87(±.518).

합 계 14 17 54 38.50 6.172 2.85(±.441)

5.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병원 기관 요인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병원 기관 요인를 의료진 요인과 간호조직적 요

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의료진 요인에서의 가능한 범위는 6점에서 24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6

점, 최대값 24점의 범위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15.54점(SD=2.798)이었으며,

간호조직적 요인에서의 가능한 범위는 8점에서 32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9

점, 최대값 32점의 범위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22.97(SD=4.146)이었다.

전체 병원 기관 요인의 가능한 범위는 14점에서 56점으로 최소값 17점, 최대값

54점의 범위를 보였고 총 점수의 평균값은 38.50점(SD=6.172)이었다<표 9>.

표 9.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병원 기관 요인 점수 N = 229

1)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의료진 요인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의료진 요인은 <표 10>과 같다.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의료진 요인 중 가장 높은 문항은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2.91점(SD=.762), ‘의사들의 처방이

없어서’ 2.79점(SD=.696), ‘타 전문인(의사)들이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2.67점(SD=.6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요인 중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도 평균이 높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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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그렇다

빈도(%)

그렇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46

(20.1)

128

(55.9)

44

(19.2)

11

(4.8)

2.91

( .762)

의사들의 처방이 없어서 28

(12.2)

132

(57.7)

61

(26.6)

8

(3.5)

2.79

( .696)

타 전문인(의사)들이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20

(8.7)

119

(52.0)

84

(36.7)

6

(2.6)

2.67

( .671)

의사들의 통증조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11

(4.8)

84

(36.7)

128

(55.9)

6

(2.6)

2.44

( .629)

담당 주치의와의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7

(3.1)

89

(38.9)

122

(53.2)

11

(4.8)

2.40

( .632)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7

(3.1)

71

(31.0)

142

(62.0)

9

(3.9)

2.33

( .603)

2.59

( .466)

와 일치하며,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응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PRN 처방

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와 ‘담당 주치의와의 기존에 구

축된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11명(4.8%)으로 나타났다.

표 10.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의료진 요인 N = 229

2)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간호 조직적 요인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간호 조직적 요인은 <표 11>과 같다.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간호 조직적 요인 중 가장 높은 문항은 ‘암성통증

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교육자)이 없어서’ 3.06점(SD=.659), ‘병

동내에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 간호사가 없어서’ 3.03점(SD=.681),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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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그렇다

빈도(%)

그렇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암성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교육자)이 없어서

53

(23.1)

141

(61.7)

31

(13.5)

4

(1.7)

3.06

( .659)

병동 내에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간호사가 없어서

51

(22.3)

138

(60.2)

35

(15.3)

5

(2.2)

3.03

( .681)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

성이 부족해서

42

(18.3)

146

(63.8)

37

(16.2)

4

(1.7)

2.99

( .645)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9

(25.8)

106

(46.2)

54

(23.6)

10

(4.4)

2.93

( .817)

조직에서의 표준화된 통증사정

및 통증 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이

없어서

43

(18.8)

131

(57.2)

49

(21.4)

6

(2.6)

2.92

( .709)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부족해서

28

(12.2)

144

(62.9)

52

(22.7)

5

(2.2)

2.85

( .645)

실무에서 필요로 되는 통증완화

기구와 물품이 부족해서

29

(12.7)

108

(47.1)

81

(35.4)

11

(4.8)

2.68

( .755)

마약처방의 절차가 복잡해서 17

(7.4)

91

(39.8)

112

(48.9)

9

(3.9)

2.51

( .692)

2.87

( .518)

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서’ 2.99점(SD=.6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요인 중 ‘매우 그렇다’의 응답율이 높은 문항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9명(25.8%), ‘암성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교육자)이 없어서’ 53명(23.1%), ‘병동 내에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

모델 간호사가 없어서’ 51명(22.3%)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문항은 ‘실무에서 필요로 되는 통증완화기구와 물품이

부족해서’ 11명(4.8%),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10명(4.4%),

‘마약처방의 절차가 복잡해서’ 9명(3.9%)로 나타났다.

표 11.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간호 조직적 요인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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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관리의 지식, 태도, 수행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관리의 지식, 태도, 수행을 t-test, 분산

분석과 사후 다중비교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에서 살펴보면 병원구분에서는 2차 기관이

(t=-1.419, p=.157), 연령에서는 40세 이상 45세 미만이(F=2.087, p=.068), 직위는 책

임간호사 이상이(t=-.486, p=.628), 총 근무 경력에서는 9년 이상 12년 미만이

(F=1.894, p=.083), 암 환자 간호 경력에서는 15년 이상이(F=1.564, p=.164), 근무부

서에서는 내과병동이(t=.929, p=.354), 학력에서는 학사가(F=.040, p=.960), 교육경험

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t=1.122, p=.264)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 횟수

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정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

과 〔교육 횟수가 없는 집단, 2회 받은 집단〕과 〔3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

단〕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270, p=.022).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도에서 살펴보면 병원구분에서는 3차 기관이(t=1.516,

p=.131), 직위는 책임간호사 이상이(t=-1.429, p=.154), 암 환자 간호 경력에서는 15

년 이상이(F=1.960, p=.073), 근무부서에서는 외과병동이(t=-1.017, p=.310), 학력에

서는 석사이상이(F=2.183, p=.115), 교육경험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t=1.944, p=.053)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정으로 어

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교육 횟수가 없는 집단〕과 〔3회 이

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378, p=.019). 연령과 총

근무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scheffe test에

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어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25세 미만 집단, 35세이상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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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45세 이상 집단〕이(F=2.353, p=.042), 총 근무경력에서 〔1년 미만 집

단, 12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 6년 미만 집단, 9년 이상 12년 미만

집단, 15년 이상집단〕이(F=3.430, p=.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에서 살펴보면 병원구분에서는 3차 기관이

(t=-1.017, p=.986), 연령에서는 40세 이상 45세 미만이(F=.909, p=.476), 직위는 책

임간호사 이상이(t=-.612, p=.541), 총 근무 경력에서는 9년 이상 12년 미만이

(F=.854, p=.530), 근무부서에서는 내과병동이(t=.308, p=.759), 학력에서는 석사 이

상이(F=1.114, p=.330)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경험에서는 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t=2.630, p=.010)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암 환자 간호경력과 교육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scheffe test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분석한 결과

암 환자 간호경력에서는〔3년 이상 6년 미만 집단, 12년 이상 15년 미만 집단, 15

년 이상집단〕과 〔6년 이상 9년 미만 집단, 9년 이상 12년 미만 집단〕이

(F=2.261, p=.039), 교육 횟수에서 〔교육을 안 받은 집단〕과 〔교육을 2회 받은

집단, 3회 이상 받은 집단〕이(F=3.856, p=.01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도를 살펴보면 병원구분에서는 2차 기관이(t=.241, p=.810), 연령에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이(F=1.406, p=.223), 직위는 일반간호사가(t=.135, p=.893), 총 근무

경력에서는 9년 이상 12년 미만이(F=1.949, p=.074), 암 환자 간호경력에서는 1년

미만이(F=.708, p=.644), 부서에서는 내과병동이(t=1.043, p=.298), 학력에서는 석사

이상이(F=.280, p=.756), 교육경험에서는 교육받은 군이(t=.105, p=.916) 교육 횟수

에서는 3회 이상이(F=.313, p=.816) 태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약물적 수행을 살펴보면 병원구분에서는 2차 기관이(t=-1.709, p=.089), 연령에

서는 35세 이상 40세 미만이(F=1.380, p=.233), 직위는 일반간호사가(t=.242,



- 37 -

p=.809), 총 근무 경력에서는 9년 이상 12년 미만이(F=1.309, p=.254), 암 환자 간

호경력에서는 9년 이상 12년 미만이(F=1.176, p=.320), 학력에서는 석사 이상이

(F=.735, p=.480), 교육경험에서는 교육받은 군이(t=1.262, p=.208), 교육 횟수에서는

3회 이상이(F=1.307, p=.273) 약물적 수행정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근무부서에서 내과병동이

(t=3.174, p=.00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약물적 수행을 살펴보면 병원구분에서는 3차 기관이(t=.547, p=.585), 연령에

서는 40세 이상 45세 미만이(F=.608, p=.694), 직위는 책임간호사 이상이(t=-.351,

p=.726), 총 근무 경력에서는 6년 이상 9년 미만이(F=.376, p=.894), 암 환자 간호

경력에서는 6년 이상 9년 미만이(F=1.787, p=.103), 부서에서는 외과병동이(t=-.113,

p=.910),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F=1.329, p=.267), 교육 횟수에서는 3회 이상이

(F=2.600, p=.053) 비약물적 수행정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경험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군

이 없는 군보다(t=2.034, p=.04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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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관리의 지식, 태도, 수행 N = 229

항목 구분

지  식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암성통증에 대한 지식

Mean SD t/F P post-hoc Mean SD t/F p post-hoc

병원

구분

3차 기관

2차 기관

10.70

11.18

2.763

2.336
-1.419 .157

6.91

6.62

1.493

1.384
1.516 .131

연령 25세미만(a)

25-30세(b)

30-35세(c)

35-40세(d)

40-45세(e)

45세이상(f)

10.14

10.73

11.48

10.67

11.86

11.41

2.625

2.225

2.337

3.253

2.435

2.720

2.087 .068

6.29

6.92

6.72

6.21

7.05

7.23

1.363

1.267

1.497

1.474

1.687

1.412

2.353 .042
* a,d<f

(LSD)

직위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이상

10.94

11.17

2.556

2.432
-.486 .628

6.68

7.06

1.399

1.603
-1.429 .154

총

근무

경력

1년미만(a)

1년-3년(b)

3년-6년(c)

6-9년(d)

9-12년(e)

12-15년(f)

15년이상(g)

10.46

9.98

11.23

11.27

11.65

10.57

11.21

1.808

2.018

2.636

2.638

2.662

2.709

2.641

1.894 .083

5.85

6.48

7.13

6.63

7.12

5.79

6.92

1.281

1.330

1.299

1.273

1.472

.975

1.648

3.430 .003**
a,f<c,e,g

(LSD)

암

환자

간호

경력

1년미만

1년-3년

3년-6년

6-9년

9-12년

12-15년

15년이상

10.63

10.38

11.15

11.69

10.96

10.78

12.17

2.151

2.308

2.490

2.788

2.549

2.991

3.326

1.564 .164

6.37

6.72

7.00

6.91

6.70

5.67

7.33

1.445

1.335

1.313

1.445

1.436

1.000

1.969

1.960 .073

근무

부서

내과병동

외과병동

11.10

10.77

2.384

2.774
.929 .354

6.67

6.87

1.458

1.395
-1.017 .310

학력 전문대졸

학사

석사이상

10.93

11.03

11.00

2.432

2.389

3.619

.040 .960

6.59

6.84

7.24

1.358

1.454

1.700

2.183 .115

교육

경험

유

무

11.24

10.83

2.848

2.336
1.122 .264

6.99

6.61

1.392

1.446
1.944 .053

교육

횟수

없음(a)

1회(b)

2회(c)

3회이상(d)

10.81

11.05

10.47

12.63

2.340

2.609

2.716

3.148

3.270 .022*
a,c<d

(Scheffe)

6.60

6.84

6.68

7.68

1.442

1.396

1.250

1.376

3.378 .019*
a<d

(Scheffe)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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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관리의 지식, 태도, 수행 N = 229

항목 구분

지 식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태 도

Mean SD t/F P post-hoc Mean SD t/F p post-hoc

병원

구분

3차 기관

2차 기관

8.87

8.88

5.090

4.237
-1.017 .986

7.00

6.95

1.377

1.456
.241 .810

연령 25세미만

25-30세

30-35세

35-40세

40-45세

45세이상

9.09

8.01

9.57

8.67

9.62

9.18

4.566

3.864

5.343

4.260

6.004

3.875

.909 .476

6.60

6.85

7.31

7.00

7.24

6.86

1.397

1.287

1.371

1.719

1.546

1.457

1.406 .223

직위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이상

8.79

9.31

4.591

4.756
-.612 .541

6.98

6.94

1.407

1.511
.135 .893

총

근무

경력

1년미만

1년-3년

3년-6년

6-9년

9-12년

12-15년

15년이상

9.38

8.43

8.31

8.77

10.24

7.79

9.10

3.124

3.887

4.562

4.516

6.086

4.933

4.710

.854 .530

7.23

6.55

6.85

6.83

7.59

6.93

7.06

1.363

1.347

1.368

1.262

1.351

1.207

1.643

1.949 .074

암

환자

간호

경력

1년미만(a)

1년-3년(b)

3년-6년(c)

6-9년(d)

9-12년(e)

12-15년(f)

15년이상(g)

9.19

8.88

8.02

10.56

10.22

6.00

7.50

3.235

4.000

4.087

5.211

6.925

1.871

4.852

2.261 .039*
c,f,g<d.e

(LSD)

7.19

6.81

7.10

7.16

7.07

7.00

6.42

1.331

1.432

1.517

1.322

1.299

1.414

1.676

.708 .644

근무

부서

내과병동

외과병동

8.94

8.75

4.781

4.327
.308 .759

7.05

6.85

1.450

1.367
1.043 .298

학력 전문대졸

학사

석사이상

9.05

8.38

9.90

4.832

4.067

5.366

1.114 .330

6.91

7.03

7.10

1.466

1.307

1.640

.280 .756

교육

경험

유

무

10.02

8.23

5.416

3.971
2.630 .010*

6.99

6.97

1.606

1.311
.105 .916

교육

횟수

없음(a)

1회(b)

2회(c)

3회이상(d)

8.24

9.19

10.84

11.16

3.958

3.978

7.136

6.353

3.856 .010*
a<c,d

(LSD)

6.97

6.91

6.89

7.26

1.306

1.630

1.629

1.628

.313 .816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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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성 통증관리의 지식, 태도, 수행 N = 229

항목 구분

수  행

약물적 중재 비약물적 중재

Mean SD t/F P post-hoc Mean SD t/F p post-hoc

병원

구분

3차 기관

2차 기관

30.36

31.69

6.297

5.121
-1.709 .089

47.28

46.40

11.396

12.308
.547 .585

연령 25세미만

25-30세

30-35세

35-40세

40-45세

45세이상

29.17

31.32

31.75

32.67

30.90

30.64

5.480

5.587

6.051

4.156

4.742

7.155

1.380 .233

46.94

47.33

44.87

47.00

49.90

46.14

10.854

11.992

12.787

11.428

13.776

9.968

.608 .694

직위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이상

31.17

30.92

5.660

5.843
.242 .809

46.66

47.72

11.979

11.682
-.351 .726

총 

근무

경력

1년미만

1년-3년

3년-6년

6-9년

9-12년

12-15년

15년이상

30.31

29.19

31.29

32.10

32.30

31.93

31.23

7.005

5.492

5.231

5.255

5.913

5.567

5.890

1.309 .254

46.92

48.17

45.57

48.20

45.09

46.00

47.23

12.079

10.686

12.676

12.333

12.371

12.527

11.807

.376 .894

암

환자 

간호

경력

1년미만

1년-3년

3년-6년

6-9년

9-12년

12-15년

15년이상

31.19

30.17

30.54

32.65

32.85

31.44

30.75

5.772

6.319

5.749

5.276

4.793

5.918

4.137

1.176 .320

45.30

48.50

43.91

50.41

48.52

41.33

47.08

12.730

11.424

10.233

11.951

14.023

10.886

12.236

1.787 .103

근무

부서

내과병동

외과병동

32.02

29.60

5.673

5.378
3.174 .002** 46.71

46.89

11.744

12.261
-.113 .910

학력 전문대졸

학사

석사이상

31.42

30.56

31.81

5.065

6.092

7.153

.735 .480

47.95

45.23

46.33

12.418

11.365

10.827

1.329 .267

교육

경험

유

무

31.77

30.78

5.460

5.781
1.262 .208

48.90

45.58

13.000

11.122
2.034 .043

*

교육

횟수

없음

1회

2회

3회이상

30.81

31.38

30.68

33.47

5.777

5.264

5.755

5.531

1.307 .273

45.50

46.98

51.11

51.84

11.125

10.921

15.103

14.788

2.600 .053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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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13>와 같다.

암성통증관리 중재 중 약물적 중재 수행은 비약물적 중재 수행(r=.242, p<.001),

진통제 지식(r=.179, p<.01)과 통증 중재법 지식(r=.28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약물적 중재 수행은 통증 중재법 지식(r=.437, p<.001)은 양의 상관관계,

병원 기관 요인 중 간호 조직적 요인(r=-.181, p<.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은 암성통증에 대한 지식(r=.374, p<.001), 태도(r=.30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암성통증에 대한 지식은 태도(r=.242, p<.001)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수행 지식 태도 병원기관요인

약물적

중재

비약물적

중재

진통제

사용

암성

통증

통증

중재법

지식

태도
의료인

요인

간호

조직적

요인

수행 약물적 중재

비약물적 중재 .242***

지식 진통제 사용지식 .179** -.089

암성통증 지식 .058 .086 .374***

통증 중재법

지식
.281*** .437*** .029 .037

태도 태도 .031 -.068 .301*** .242*** .043

병원

기관

요인

의료진 요인 .029 -.048 .104 .087 .054 -.003

간호조직적 요인 .114 -.181** .129 .043 -.005 .035 .563***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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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표 14>과 같다.

1) 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성 통증관리 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식, 태도, 병원 기관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

수 근무부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을 독립변수로 하

여 stepwise method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중 근무부서 변수는 내과병

동과 외과병동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다중공선성 검증과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651-.956의 값을 나타냈고, 분산 팽창 요인값(VIF)도 1.046-1.507 사이로 5

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후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669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증

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648, p<001).

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근

무부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순으로 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β=.272, p<.001)이 높을수록 약

물적 중재 수행이 높아지며, 설명력은 7.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근무부서(β=.191, p<.01)가 4.0%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이며, 내과병동이

외과병동보다 약물적 중재 수행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β=.160, p<.01)이 높을수록 약물적 중재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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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이들 변수들이 약물적 중재 수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14.5%로 나타났다.

2) 비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성 통증관리 비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지식, 태도, 병원 기관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 ,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간호조직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ethod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중 교육경험 변수는 교육경험 유·무로 더

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다중공선성 검증과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651-.956의 값을 나타냈고, 분산 팽창 요인값(VIF)도 1.046-1.537 사이로 5

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후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725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증

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824, p<.001).

비약물적 중재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간호

조직적 요인 순으로 비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β=.433, p<.001)이 높을수록 비약물적 중재 수행이

높아지며, 설명력은 19.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간호조직

적 요인(β=-.172, p<.01)이 낮을수록 즉,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낮을수록 비약물적 중재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의 설명력을 나

타내어 이들 변수들로 비약물적 중재 수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22.1%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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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29

변 수

b β R² t P
종속변수 독립변수

약물적 중재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335 .272 .079  4.407 .000

근무부서(내과병동) 2.245 .191 .119  3.088 .002

진통제사용에 대한 지식  .358 .160 .145  2.581 .010

F=12.648(p<001)

비약물적 중재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1.120  .433 .191  7.363 .000

간호조직적 요인 -.493 -.172 .221 -2.919 .004

F=31.824(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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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

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통증관리 방법을 계획하는데 기초를 마련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정도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은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암성 통증에 대한 지

식,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암성

통증에 관한 지식정도는 최대 평점 10점에서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정도는 최대 평점 6점에서 1.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의 정답률 54.9%로 김은실(2004)의 49.2%, 황경옥

(2006)의 55.3%보다 높고, 남미숙(2003)의 70.5%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비마약

성을 고르는 항목에서 Tylenol을 99.6%가 선택해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이는 90

∼99%의 정답율을 보인 Hamilton 등(1992), 현주(1999), 남미숙(2003), 김은실

(2004), 황경옥(2006)과 유사한 결과로 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 구분에 대한 지식

정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중독될 가능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23.6%가 1%미만으로 응답하여 박

영숙 등(1994)의 9.7%, 현주(1999)의 8.3%, 김은실(2004) 14.3%에 비해 높게 나타

났으나 Kubecka, Simon, Boettcher(1996)의 29.3%, 권인각(1999)의 28.6%, 남미숙

(2003)의 53.1%, 황경옥(2006)의 45.2%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한지연 등(1996)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보조적 처치로

조절 가능하였으며 내성 및 중독, 호흡저하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Enck(1991)의 연구에서도 마약 진통제를 환자의 통증조절에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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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거의 내성이 일어나지 않아 그 발생률이 거의 0.1%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근 암 환자의 증가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암성 통증 관련 교육내용에서 마약의 약리학적 특

성 및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정도의 정답률은 67.4%로 남미숙(2003)의 89.6%, 황경옥

(2006)의 84.4%의 비해 낮고, 김은실(2004)의 64.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미숙

(2003)과 황경옥(2006)은 기존의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 5개 문항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은실(2004)의 기존 5문항에 5개의 문항을 추가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먼저 기존의 5개의 문항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정답률과 유사하게 나타났

다. 추가된 5개 문항 중 ‘암 환자 통증치료의 목표는 숫자 통증척도 0-3점 이내

(통증이 완화된 상태)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는 59.8%로 김은실(2004)의

51.5%와 유사하였고 이것은 암성 통증조절의 목표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약(placebo)을 암환자의 통증치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48.9%로 김은실(2004)의 43.0%와 유사하였다. 1997년 통증관리를 위한 위약 사용

에 대해 미국 간호사 통증관리협회(American Society of Pain Managment

Nurses)에서는 통증을 치료하고 사정하는 임상실무에서 위약을 사용하는 것을 반

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WHO(1986)의 통증치료의 원칙에 따르면 위약을 암 환

자의 통증치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간호사들이 위약

사용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암 환자의 통증은 적절한 관리를 해

도 50% 정도는 통증을 갖고 있다’는 31.9%로 김은실(2004)의 20.7%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낮은 정답률이다. 윤영호(2003)는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안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증조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증관

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진통제를 투여하면 70-90%이상의 통증이 조절된다고 보

고한 바, 효과적인 암성 통증조절을 위해 암성 통증관리지침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통증척도에 대한 정답률은 32.3%로 남미숙(2003)의 42.5%에 비해서는 낮게,

김은실(2004)의 26.7%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증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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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숫자통증척도가 91.7%, 사용경험에서도 숫자통증척도가 89.1%로 가장 많이 알

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미숙(2003)과 김은실(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체적인 통증척도의 지식과 사용정도는 전제 지식정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명숙(1995)의 연구에서도 간호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통증 사정도구

를 사용하지 않고 통증에 대한 사정기록을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 그대로 간호 기

록지에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고, 허혜경(199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98.9%가 통

증의 사정은 필요하나 61.9%가 사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암성통증에 대한 계획

성 있는 통증 중재와 통증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통증 측정 도구

사용을 통한 통증사정이 필요하므로 통증 측정 지식과 수행을 높이기 위해 올바

른 교육을 통한 지식을 습득하고 통증척도의 수행도를 높여 적절한 통증관리가 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32.8%로 남미숙(2003)의 64.4%, 김은실(2003)의

43.1%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으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증중재법은 약물

적 중재인 진통제 투여가 100%, 남미숙(2004)의 95.6%, 김은실(2004)의 95.8%, 황

경옥(2006)의 99.6%, 비약물적 중재법에서는 냉·온요법이 87.5%로 현주(1999)의

85.4%, 남미숙(2003)의 92.3%, 김은실(2004)의 73.5%, 황경옥(2006)의 95.7%로 비

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약물적 중재법에서 냉·온요법외에 다른 중

재지식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증중재법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을 높여 적절한 통증관리가 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통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35.8%로 많은 간호사가 통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희(2000)의 연구에서는 통증교육

을 받은 간호사가 60.7%, 남미숙(2003)의 연구에서는 67.8%, 황경옥(2006)의 연구

에서는 42.4%로 나타났으며, 김은실(2004)의 연구에서는 38.2%, 권연숙(2002)에서

는 39.3%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증 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 받은 군

이 53.6%로 나타나 김은실(2004)의 56.6%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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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증교육의 필요성에서는 96.9%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여 많은 간호사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임상 간호사를 위한 지속적인 통증교육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권인각(1999)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후 간호사의 통증관리

태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명희(200)의 연구에서도 교육 후 통

증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47%이었다. 통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장소는 대학교 14.6%, 보수교육 35%, 병원교육이 45%로 서순림 등

(1995)의 연구에서 대학교 51.3%, 보수교육 10.0%보다 보수교육 및 병원자체교육

에서 통증교육이 이전보다 더 많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

인 통증교육의 참여 경험은 여전히 낮고, 교육 또한 일부 병원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심폐소생술, 심전도의 이해 등 응급처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수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분류된 암성 통증조절에 대한 실무교육

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통증과 관련된 내용, 특히 암성 통증에

대한 교육으로 증가하는 암환자의 대한 질적 간호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하겠다.

2.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평소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을 주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는 27.9%의 간호사가 주저함을 보여 박영숙, 신영희(1994)의 80.5%, 현주(1999)의

74.0%, 남미숙(2003)은 33.7%, 김은실(2004)은 40.5%로 선행연구에 비해 주저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보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와 남미숙(2003), 김은실(2004)의 연구의 대상

자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간호사를 대상으

로한 선행연구 박영숙, 신영희(1994), 현주(1997)의 연구보다는 진통제 투여에 대

한 태도가 좀 더 긍정적이 었다고 생각된다.

‘진통제가 PRN일 경우 환자가 통증 호소를 몇 번 했을 때 투약합니까?’에서는

1회가 45.4%, 2회가 38.9%로 나타났으며, 김은실(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1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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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2회가 38.8%로 나타났다. 현주(1999)의 연구에서는 2회라고 응답한 간호

사가 39.0%로 가장 많았고 남미숙(2003)의 연구에서도 2회가 44.3%, 1회가 44.0%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1회, 2회 통증호소시 진통

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다른 연구보다 높은 결과이나 여전히 약물 중독의 위험성,

부작용, 내성, 편견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통제 사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

를 위해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간호사의 영역은

아니지만 처방된 약을 안전하게 적정량을 적시에 투여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통

증을 정확히 사정하고 중재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이므로 의사가 PRN으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언제 투여할 것인지 간호사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지식과 더불어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 개선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3.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정도

본 연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정도는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약물적 중재에서 비마약성 진통제인 Tylenol이 4점 척도

에서 3.69로 가장 많이 사용해 본 약물로 나타났으며, 권연숙(2002)의 연구 3.44점

/4점, 강순근(2006)의 연구 3.62점/4점, 엄숙영(2007)의 연구 3.59점/4점등 이전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세계보건

기구WHO(1986)가 제안한 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지침인 진통 사다리(the

analgesic ladder)의 틀에 맞게 사용정도를 조사하였다.

약물적 중재의 투여시기 및 반응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

한 규칙적인 적용과 PRN 적용을 병행한다’가 81.7%로 가장 높았으며 강순근

(2006)의 연구에서는 73.0%, 엄숙영(2007)에서는 58.8%로 나타났다.

비약물적 중재에서 Hot bag이 2.90점/4점, 얼음주머니 2.59점/4점가 가장 많이

사용해본 중재로 나타났으며 권연숙(2002)의 연구에서는 얼음주머니가 2.95점/4점,

강순근(2006)의 연구에서는 얼음주머니 3.24점/4점, 엄숙영(2007)의 연구에서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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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머니 3.00점/4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비 약물적 중재의 투여시기

및 반응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규칙적인 적용과 PRN

적용을 병행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강순근(2006)의 연구에서 46.8%, 엄숙

영(2007)에서는 46.1%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약물적 중재와 비약

물적 중재의 수행에 있어서 두가지 중재 모두 ‘의사의 처방과 PRN 적용을 병행한

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약물적 중재에서는 현재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는 부

분이므로 처방에 따른 투여의 연구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진통제 처방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간호사에게 있지는 않지만, 환자와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약리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의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처방변경을 제안

해야 할 것이다. 비약물적 중재부분은 임상에서 간호사의 판단하에 독자적인 간

호중재 수행이 아직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간호사 개인의 통증중재에 대

한 지식의 부족과 더불어 간호사 외부의 요인 즉,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무관심한 의료진 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비약물적 중

재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숙(2003)은 수초 내지 수분간 지속되는

단순한 통증일 때는 약물적 중재만으로도 가능하나, 수시간 내지 수일간 지속되는

심한 통증일 때는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장화경(2001)의 발반사 마사지, 송영숙(2002)의 손마사지, 유현

순(2002)의 음악요법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정서적, 심리적 돌봄과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암성 통증조절에

있어 약물적 중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암환자임을 고

려해 볼 때 약물적 수행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 및 신체적 이완요법, 대체요법등

비약물적 수행도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중재라고 사료된다 또한 암 환자에서 치

료의 목표가 단순히 완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

음을 감안해 볼 때 암환자에 있어 통증조절에 간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향후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통증수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병행하여 통증완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통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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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내용에 약물적 중재와 더불어 비약물적 중재방법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암성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

본 연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기관 요인에 대해 의료진

요인과 간호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의료진 요인에서는 ‘PRN 처

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의 항목이 2.91점/4점, ‘의사

들의 처방이 없어서’의 항목이 2.79점/4점 높은 평균을 차지하였다. 김은정(2004)

의 연구에서 암성통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처방이 없어서’ 항목을

2.21점/4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김혜경 외(2006)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통증

관리에 대해서 불만족한 요인으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의사의 처방을 받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환자의 통증조절이 지연되는 것, 또한 간호사들

이 환자의 통증을 신속하게 조절해 주고자 할 때, 정규처방이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투약하는데 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절차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제시한 내용

과 관련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암성통증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사정도

구를 사용하고 통증 강도에 따라 추천되는 통증 조절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간호

사가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 또는 영역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조직적 요인을 살펴보면 ‘암성 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

력(교육자)이 없어서’는 3.06점/4점, ‘병동내에 암성 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간호

사가 없어서’는 3.03점/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성통증에 대한 정보를 재공해주고 다른 동료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전

문간호사가의 실제적인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조자(2002)는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를 주요문제로 인식한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암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황에 맞추어 전문종양간호실무를 수행할 종양전문

간호사의 수요는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전문화는 임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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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호지식의 세분화, 전문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하고 있어 전문간호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암환자의 다양한 간호

문제에 더불어 암성 통증관리의 질적인 관리를 제공을 위해서는 종양전문간호사

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의 인력배치와 이들에게 암성 통증관리의 역할 부여 등의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서’는 2.99점/4점으로 황경옥(2006)

의 연구에서는 수행해 보지 않은 통증중재법에 관심은 있으나 수행해 본 적 없는

이유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어서’가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응답하였다고

하였고, 김민정(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어서’가 16.7%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Collins & Henderson(1991)은 간호사의 자율성 연구에서

자율성 정도가 지난 15년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간호사 자신은 업무를 수행

하기를 기대하나 그에 따른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

다. 자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의 임상환경이 의사가 병원에 상주하는

체제이며 의사는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

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자신의 지시 수행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목하고 임상에서의 간호수행의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외부적인 지지 뿐

만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개개인들의 내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는 2.93점/4점으로 나타났

다. 간호사의 업무량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전은경(2000), 임은영(2005)에서 간호수

행에 걸림돌로 제안된바 있다. 적절한 간호인력의 배치와 관리를 통해 간호의 질

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평균 입원환자에 대한 간

호사의 비율로 정해 놓고 있다. 간호에 대한 수요와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환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업

무의 경중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인력배치와 관리를 통해 암성 통증간호의 질적향

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업무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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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부족해서’는 2.85점/4점으로 나타

났다. 현재 암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등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간호문제는 암성 통증이

라고 많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보수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5.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성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약물적 중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근무부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순으로 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서는 내과 병동이 다른 병동보다 암환

자가 입원하여 내과적 약물치료와 함께 암환자 통증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지식부분에서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및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이 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교과과정과 실

무·보수교육시 통증중재법과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부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을 하도록 제안해 본다. 비 약물적 중재에서는 유의한 변수로는 통증중재법에 대

한 지식, 간호조직적 요인 순으로 비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간호조직적 요인의 방해요

인이 낮을수록 비약물적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약물적 중재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간호조직적 방해 요인으로 제

시된 요인의 제거 혹은 완화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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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2개의 3차 의료기관과,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4

개의 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2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루어 졌다.

연구도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Watson(1992)이 개발한 측

정 도구를 번역하여 수정한 후 사용한 현주(1999)의 설문지를 수정한 김은실

(2004)의 도구로, 암성 통증관리수행은 Wisconsin 대학병원의 Pain Resource

Nurse훈련 프로그램과 McCaffery, Pesero(1999)의 Pain; Clinical manual(2rd ed)

을 근거로 하여 권연숙(2003)이 만든 측정도구로, 암성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내 요소는 본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만든 도구를 사전조사 및 전

문가 타당도를 검사한 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도구의

구성 타당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에서 간호사의 진통제사용에 대한 지식의 정답율

54.9%,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 67.4%, 통증 척도에 대한 지식의 정답

률은 32.3%,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32.8%, 전체지식의 정답률은

45.2%로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지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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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문항에 응답할 경우 1점, 부정적인 문

항에 응답할 경우 0점을 부여해 점수로 나타낸 결과 평균은 6.97점(SD=1.420)

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3. 암성 통증관리수행정도를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 약물적 중재 수행의 평균은 2.60점(SD=.475), 비약물적 중재 수행의 평균은

1.79점(SD=.461)으로 이전에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약물적 중재의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4.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과 관련된 병원 기관 요인을 의료진 요인과 간호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진 요인의 평균은 2.59점

(SD=.466), 간호 조직적 요인의 평균은 2.87점(SD=.518)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수행을 분석한 결과,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에서는 교육 횟수(p<.05), 암성 통증에 대한 지식에서는 연령, 총 근무경력, 교

육횟수(p<.05),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에서는 암 환자 간호 경력, 교육 참여

경험, 교육 횟수(p<.05), 약물적 수행에서는 근무부서중 내과병동이(p<.01), 비

약물적 중재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6. 암성 통증관리수행을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중심으로 측정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약물적 중재수행과 진통제 지식(r=.179, p<.01)및 통증중

재법 지식(r=.281,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약물적 중재수행과 통

증중재법 지식(r=.437, p<.001)은 양의 상관관계, 병원 기관 요인 중 간호조직적

요인(r=-.181, p<.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나누

어서 분석하였고, 약물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근무부서,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 순으로 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β=.272, p<.001)이 높

을수록, 근무부서(β=.191, p<.01)가 내과병동이 외과병동보다 약물적 중재 수행

이 높았고,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β=.160, p<.01)이 높을수록 약물적 중재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약물적 중재를 설명하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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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총 14.5%로 나타났다. 비약물적 중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통

증중재법에 대한 지식, 간호조직적 요인 순으로 비약물적 중재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β=.433, p<.001)이 높

을수록, 간호조직적 요인(β=-.172, p<.01)이 낮을수록 비약물적 중재수행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비약물적 중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22.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특히 통증 측

정 도구와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증 측정

도구와 통증 중재법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 기관

요인 중 간호조직적 요인이 비약물적 중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전문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배치, 마약처방의 절차 개선, 통

증 완화 기구 및 물품의 구비, 통증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고 특히, 통증중재법과 통증 측정도구

및 사정에 대한 지식이 낮으므로, 지식정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과 실무,

보수교육의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사의 암성 통증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간호조

직내 방해 요인이 완화 혹은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셋째, 병원 기관 요인을 위한 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처음 사용하는 도구이

므로 반복연구를 통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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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alph

1.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380 .890

2. 의사들의 통증조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523 .884

3. 의사들의 처방이 없어서 .557 .883

4.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520 .885

5. 타 전문인(의사)들이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

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564 .882

6. 담당 주치의와의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467 .886

7. 마약처방의 절차가 복잡해서 .514 .885

8. 실무에서 필요로 되는 통증완화기구와 물품이 부족해서 .595 .881

9.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서 .676 .878

10.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16 .885

11.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부족해서 .687 .877

12. 병동 내에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간호사가

없어서
.655 .878

13. 암성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

(교육자)이 없어서
.707 .876

14. 간호조직에서의 표준화된 통증사정 및 통증관리 가이

드라인 (지침)이없어서
.626 .879

부록 1. 병원 기관 요인 상관관계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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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tem)

각 요인의 항목

(Item Content of each factor)

요 인(Factor)

1 2

12 병동 내에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간호사가 없어서 .854

13
암성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

(교육자)이 없어서
.852

14
간호조직에서의 표준화된 통증사정 및 통증관리

가이드라인 (지침)이 없어서
.781

11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부족해 .761

10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653

8 실무에서 필요로 되는 통증완화기구와 물품이 부족해서 .619

9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서 .596

7 마약처방의 절차가 복잡해서 .494

6 담당 주치의와의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718

1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693

2 의사들의 통증조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690

5
타 전문인(의사)들이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671

3 의사들의 처방이 없어서 .616

4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611

부록 2. 병원 기관 요인 요인분석(회전된 성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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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실수(%) 실수(%) 실수(%)

1. 약물로 통증을 관리하는 경우 환자가 수면 중이라도 깨워서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33*

(14.4)

187

(81.7)

9

(3.9)

2. 진통제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투여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 보다 낫다.

70

(30.6)

144*

(62.9)

15

(6.6)

3. 종양성 통증 조절을 위해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였으나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다.

201*

(87.8)

23

(10.0)

5

(2.2)

4.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오심과 구토 증세를

보이면 진통제는 계속 투여하면서 진토제를 투여한다.

79*

(34.5)

139

(60.7)

11

(4.8)

5. 데메롤(Demerol)은 몰핀(Morphine)보다 부작용이 적다.
96

(41.9)

87*

(38.0)

46

(20.1)

6. 환자가 몰핀을 사용 할 때 변비 문제가 심각하다.
135*

(59.0)

39

(17.0)

55

(24.0)

7.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는 곧 중독을 의미한다.
80

(34.9)

125*

(54.6)

24

(10.5)

8. 마약성 진통제 사용시 다른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조 약물을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

(88.7)

17

(7.4)

9

(3.9)

9. 해열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함께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커진다
112*

(48.9)

49

(21.4)

68

(29.7)

10. 갑자기 통증이 극심해지는 경우라도 몰핀의 양은 조금씩 단

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187

(81.7)

35*

(15.3)

7

(3.1)

11. 몰핀 투여 용량에는 상한선이 있다.
142

(62.6)

57*

(24.9)

30

(13.1)

12. 몰핀은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것이 경구 투여보다 효과적이다.
98

(42.8)

85*

(37.1)

46

(20.1)

13. 진통제의 용량과 간격의 적절한 결정이란 용량은 가장 적게,

간격은 가장 길게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에게

만족을 줄 정도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78*

(77.7)

42

(18.3)

9

(3.9)

14. 아스피린(Aspirine)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보다 통

증관리에 더 효과적이지만 위장관 자극과 출혈시간 증가 등

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3*

(88.6)

13

(5.7)

13

(5.7)

15. 마약성 진통제에서 용량이 많거나 빈번하게 투약되는 것은

아주위험하나, 낮은 용량은 안전하다.

67

(29.3)

151*

(65.9)

11

(4.8)

16. 통증조절을 목적으로 몰핀을 장기적으로 다량 투여 했을 경

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171

(74.7)

49*

(21.4)

9

(3.9)

17. 환자가 한번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시작하면

경구 약물로 전환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

51

(22.3)

161*

(70.3)

17

(7.4)

18.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적 정맥 주입(Continuous IV narcotic

infusion)은 단지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만 이용되어야 한다.

26

(11.4)

193*

(84.2)

10

(4.4)

19. 다음 중 비마약성인 약은 어느 것 입니까?

□ Codeine □ Tylenol 228(99.6)＊ □ Demerol 1(0.4) □ Morphine

20.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중독 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 1% 미만 54(23.6)＊ □ 1-10% 114(49.7) □ 11-50% 46(20.1) □ 50% 이상 15(6.6)

부록 3. 진통제 사용에 관한 지식 문항별 정답률 N = 229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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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실수(%) 실수(%) 실수(%)

1. 암성 통증은 암 환자가 종양 자체나 암 치료 또는 변비와 관

련된 문제들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통이다.

183＊

(79.9)

31

(13.5)

15

(6.6)

2. 암성 통증의 발생 빈도는 병의 진전에 따라 초기보다 말기에 낮아진

다.

24

(10.5)

193＊

(84.3)

12

(5.2)

3. 암성 통증은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168＊

(73.3)

43

(18.8)

18

(7.9)

4. 암성통증은 뼈 또는 신경계에 침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

인 이지만 연조직이나 혈관의 막힘과 변형 또는 내장장기폐쇄

등의 직접 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223＊

(97.4)

3

(1.3)

3

(1.3)

5. 암 환자 통증 치료의 목표는 숫자 통증척도 0-3점 이내(통증이

거의 완화된 상태)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

137*

(59.8)

77

(33.6)

15

(6.6)

6. 위약(placebo)을 암 환자의 통증치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92

(40.2)

112*

(48.9)

25

(10.9)

7.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의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으로 마약

성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진통보조제로 항우울제로 조

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46＊

(63.7)

29

(12.7)

54

(23.6)

8. 골성 통증이란 뼈전이에 의한 통증으로 국소병변인 경우 통증

완화를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1*

(57.2)

44

(19.2)

54

(23.6)

9. 경한 정도의 통증만으로는 암 환자의 수면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다.

39

(17.0)

178＊

(77.8)

12

(5.2)

10. 암 환자의 통증은 적절한 관리를 해도 50% 정도는 통증을 갖고 있

다.

127

(55.4)

73＊

(31.9)

29

(12.7)

항 목
지식정도 사용경험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숫자통증척도

안면등간척도

단순서술척도

시각상사척도

통증색깔척도

국어통증척도

210(91.7)

80(34.9)

67(29.3)

43(18.8)

30(13.1)

14(6.1)

204(89.1)

61(26.6)

45(19.7)

32(14.0)

7(3.1)

6(2.6)

부록 4. 암성 통증관리에 관한 지식 문항별 정답률 　 N = 229

＊ 정답

부록 5. 간호사의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정도와 사용경험 　 　 N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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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알고 있는 통증척도

실수(명) 백분율(%)

약물적 중재

진통제투여

비약물적 중재 - 신체적 접근

Hot bag

얼음주머니

쓰다듬기

손마사지

안마

전기가열패드

발마사지

경피신경자극(TENS)

냉타올

뜨거운습포

지압

젤팩

침술

생리적회환법

진동기

뜨거운증기

비약물적 중재 - 심리적 접근

지지적접촉(친한사람, 애완동물)

간단한 호흡운동

음악듣기

명상, 감상

점진적 근육이완

TV(비디오)시청

유머

독서

비약물적 중재 - 인지적 접근

정보제공교육

상담을 통한 행동수정

229

210

191

117

81

70

66

63

56

44

26

24

20

17

16

13

9

120

110

89

71

58

56

46

30

142

58

100.0

91.7

83.4

51.1

35.4

30.6

28.8

27.5

24.5

19.2

11.4

10.5

8.7

7.4

7.0

5.7

3.9

52.4

48.0

38.9

31.0

25.3

24.5

20.1

13.1

62.0

25.3

부록 6. 간호사의 통증중재법에 대한 지식정도 N = 229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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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전문가 타당도 질문지

<<전문가 타당도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간호사의 암성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간호사의 지식 및 태도 뿐 아니라 의료진 및 병원 내 요소까지도 포함하여 암성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암성통증관리에 관한 간호수행과 관계있는 의료진 및 간호조

직적 요인의 구성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측정 항목으로 타당한 정도에 따라 

‘1점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2점은 적절하지 않다’  ‘3점은 적절하다’  ‘4점은 매우 적절하다’로 귀하

께서 생각하시는 타당한 정도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도움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          목

매우

적절

하지

않다

(1)

적절

하지 

않다

(2)

적절

하다

(3)

매우

적절

하다

(4)

1.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2. 의사들의 통증조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3. 의사들의 처방이 없어서

4.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5. 타 전문인(의사)들이 통증간호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  

   아서

6. 담당 주치의와의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7. 마약처방의 절차가 복잡해서

8. 실무에서 필요로 되는 통증완화기구와 기술이 부족해서

9.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서

10.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1.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부족해서 

12. 병동내에서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간호사가 없어서

13. 암성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교육자)이 없어서

14. 간호조직에서의 표준화된 통증사정 및 통증관리 가이드라인 (지침)이 없어서

위 항목 외에 포함하여야 할 암성통증관리에 관한 간호수행과 관계있는 의료진 및 병원 내 요소는 무

엇입니까?

                                                                           

                                                                           

암성통증관리에 관한 간호수행과 관계있는 간호사 개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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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가정간호 전공 석사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암성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암성통증관리를 통해 암 환자의

안위와 삶 의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들은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오니 귀하의 솔직한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연구자 송호정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 간호사의 암성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인은 본 연구에 응답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도중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합니다.

날 짜 : 2009년 월 일

서 명 :

(서명은 본인이 알려지지 않도록 상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구자 : 송호정 (e-mail : redsonghojung@hanmail.net)

부록 8. 설문지

암성 통증관리에 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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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에 √표 하시거나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직위는?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3. 귀하의 근무경력은? 총 근무 경력 ( )년 ( )개월,

현부서 근무 암 환자 간호경력 ( )년 ( )개월

4. 귀하의 근무부서는?

□ 내과병동( ) □ 외과병동( ) □ 기타(부서: )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 전문대졸 □ 학사 □ 석사과정이상 ☞(전문간호사일 경우 전공영역( )

6. 귀하의 종교는? □ 천주교 □ 기독교 □ 불교 □ 없음 □ 기타( )

7. 결혼 상태는? □ 미혼 □ 기혼 □ 기타( )

8.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현 기관 근무기간 동안)

□ 있다 □ 없다

☞ “있다”라고 표시한 경우

① 교육을 받은 횟수는? ( )회

② 교육장소는? □ 대학교 □ 보수교육 □ 병원교육 □ 기타

③ 교육을 받은 시간은? 총( )시간

④ 통증관리교육에 포함되었던 내용은(있는 대로 √표해 주세요)?

□ 통증발생기전

□ 통증사정(통증측정도구포함)

□ 통증중재방법 : □ 진통제사용 □ 냉온요법 □ 맛사지

□ 이완요법 □ 음악요법 □ 기타:

□ 통증관리에 관한 기관 지침

□ 통증관리에서의 의료진 팀 접근

□ 기타:

9. 통증관리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통증발생기전

□ 통증사정(통증측정도구포함)

□ 통증중재방법 : □ 진통제사용 □ 냉온요법 □ 맛사지

□ 이완요법 □ 음악요법 □ 기타:

□ 통증관리에 관한 기관 지침

□ 통증관리에서의 의료진 팀 접근

□ 기타:

10.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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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렇

다

아니

다

모르

겠다

1. 약물로 통증을 관리하는 경우 환자가 수면 중이라도 깨워서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2. 진통제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투여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투여하는 것 보다 낫다.

3. 종양성 통증 조절을 위해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였으나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

4.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오심과 구토 증세를 보이면 진

통제는 계속 투여하면서 진토제를 투여한다.

5. 데메롤(Demerol)은 몰핀(Morphine)보다 부작용이 적다.

6. 환자가 몰핀을 사용 할 때 변비 문제가 심각하다.

7.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는 곧 중독을 의미한다.

8. 마약성 진통제 사용시 다른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조 약물을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9. 해열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함께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커진다.

10. 갑자기 통증이 극심해지는 경우라도 몰핀의 양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11. 몰핀 투여 용량에는 상한선이 있다.

12. 몰핀은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것이 경구 투여보다 효과적이다.

13. 진통제의 용량과 간격의 적절한 결정이란 용량은 가장 적게, 간격은

가장 길게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에게 만족을 줄 정도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4. 아스피린(Aspirine)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보다 통증관리에

더 효과적이지만 위장관 자극과 출혈시간 증가 등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5. 마약성 진통제에서 용량이 많거나 빈번하게 투약되는 것은 아주위험하

나, 낮은 용량은 안전하다.

16. 통증조절을 목적으로 몰핀을 장기적으로 다량 투여 했을 경우 호흡곤

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17. 환자가 한번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시작하면 경구약물로

전환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

18.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적 정맥 주입(Continuous IV narcotic infusion)은

단지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만 이용되어야 한다.

19. 다음 중 비마약성인 약은 어느 것 입니까?

□ Codeine □ Tylenol □ Demerol □ Morphine 19, 20번 문항은 □칸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중독 될 가능성은 어느정

도 입니까?

□ 1% 미만 □ 1-10% □ 11-50% □ 50% 이상

Ⅱ. 통증관리를 위한 진통제 사용에 관련된 지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각 질문에 해당

되는 답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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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렇

다

아니

다

모르

겠다

1. 암성 통증은 암 환자가 종양 자체나 암 치료 또는 변비와 관련된 문제

들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통이다.

2. 암성 통증의 발생 빈도는 병의 진전에 따라 초기보다 말기에 낮아진다.

3. 암성 통증은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4. 암성통증은 뼈 또는 신경계에 침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 이지만

연조직이나 혈관의 막힘과 변형 또는 내장장기폐쇄 등의 직접 침습으로

도 나타날 수 있다.

5. 암 환자 통증 치료의 목표는 숫자 통증척도 0-3점 이내(통증이 거의 완

화된 상태)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

6. 위약(placebo)을 암 환자의 통증치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7.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의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진통보조제로 항우울제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8. 골성 통증이란 뼈전이에 의한 통증으로 국소병변인 경우 통증완화를 위

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경한 정도의 통증만으로는 암 환자의 수면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10. 암 환자의 통증은 적절한 관리를 해도 50% 정도는 통증을 갖고 있다.

항 목 예 아니오

1. 환자가 수면 중일 경우에 정규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합니까?

2. 암 환자의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3.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환자에게 위약(placebo)를 사용합니까?

4. 환자의 통증 호소를 표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5. 환자의 통증 호소 시 비마약성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보다 우선적

으로 사용합니까?

6. 의사의 진통제 처방에 대한 잘못된 의사처방을 지적합니까?

7. 통증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환자라고 생각합니까?

8.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어 부작용(변비, 오심, 구토등)을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9. 평소에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 예 ☞ 이유는( 　） □ 아니오
9, 10번 문항은 □칸

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10. 진통제가 PRN일 경우 환자가 통증호소를 몇 번 했을때 투약합니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Ⅲ. 다음은 암 환자의 통증과 관련하여 지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각 항목의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통증관리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항목의 해당되는 칸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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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증척도와 중재에 대한 지식정도와 수행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표시 가능)

1. 다음 중 귀하가 알고 있는 통증 척도는 어떤 것입니까?

□ 단순 서술형 척도 □ 숫자 척도 □ 시각 상사 척도 □ 통증 색깔 척도

□ 국어 통증 척도 □ 안면 등간 척도 □ 없음 □ 기타( )

2. 다음 중 귀하가 실제 사용해 본 통증 척도는 어떤 것입니까?

□ 단순 서술형 척도 □ 숫자 척도 □ 시각 상사 척도 □ 통증 색깔 척도

□ 국어 통증 척도 □ 안면 등간 척도 □ 없음 □ 기타( )

3. 다음 중 귀하가 수행방법을 알고 있는 통증 중재법은 어떤 것입니까?

□ 진통제 투여 □ 안마 □ 쓰다듬기 □ 얼음주머니 □ 냉타올 □ 젤팩

□ Hot bag □ 뜨거운 증기 □ 뜨거운 습포 □ 전기가열 패드 □ 손마사지

□ 발마사지 □ 진동기 □ 경피신경자극(TENS) □ 생리적회환법 □ 유머

□ 침술(수지침술) □ TV(비디오) 시청 □ 음악듣기 □ 독서

□ 간단한 호흡운동 □ 점진적 근육이완 □ 명상, 감상 □ 지압

□ 지지적 접촉(친한사람,애완동물) □정보제공교육 □ 상담을 통한 행동수정

Ⅵ. 통증중재에 대한 수행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셨는지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적 중재》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물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셨는지 √표 하십시오.

항       목

사용

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사용한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비마약

성진통

제

1 타이레놀(acetaminophen)

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3 아스피린(aspirin)

약한

마약성

진통제

4 코데인(codeine)

5 트라마돌(tramadol)

강한

마약성

진통제

6 모르핀(morphine)

7 펜타닐(fentanyl)

8 옥시코돈(oxycodone)

진통

보조제

9 항우울제 ex)아미트립틸린

10 항경련제 ex)가바펜틴

11 항불안약 ex)로라제팜, 디아제팜

12 스테로이드 ex)덱사메타손

1.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의 투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① 의사의 처방에 의해 규칙적으로 ② prn

③ 규칙적 + p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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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을 투여한 후 환자의 반응은 주로 어떠하였습니까?

① 반응이 전혀 없었다. ② 반응이 별로 없었다.

③ 조금 완화 되었다. ④ 많이 완화 되었다.

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3.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을 투여한 후 많이 나타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속쓰림 ② 소양증 ③ 메스꺼움 ④ 구토 ⑤ 변비 ⑥ 어지러움

⑦ 쇼크 ⑧ 식욕부진 ⑨ 기타( )

《비약물적 중재》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셨는지 √표 하십시오.

항       목

사용

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사용한

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신체적

접근

표피마사지
1  안마

2  쓰다듬기

표제성냉요법

3  얼음주머니

4  냉타올

5  젤팩

표제성온요법

6  Hot bag

7  뜨거운 증기

8  뜨거운 습포

9  전기가열패드

10  손마사지

11  발마사지

12  진동기

13  경피신경자극(TENS)

14  생리적회환법

15  침술(수지침술)

16  지압

심리적

접근

전환요법

17  TV시청(비디오)

18  음악듣기

19  독서

20  유머

이완요법

21  간단한 호흡운동

22  점진적 근육이완

23  명상, 감상

24  지지적 접촉(친한사람, 애완동물)

인지적

접근

25  정보제공교육

26  상담을 통한 행동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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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증완화를 위한 비약물성 중재의 적용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① 간호사의 판단으로 실시한다.

② 의사의 order에 의해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③ 의사의 order에 의해 PRN으로 실시한다.

④ 의사의 order에 의해 규칙적+PRN으로 실시한다.

⑤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2. 통증완화를 위해 비약물성 중재를 사용한 후 환자의 반응은 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① 반응이 전혀 없었다. ② 반응이 별로 없었다.

③ 조금 완화 되었다. ④ 많이 완화 되었다.

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Ⅶ. 다음은 암성 통증 관리 수행과 관계있는 병원 기관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하여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를 하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2. 의사들의 통증조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3. 의사들의 처방이 없어서

4.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해서

5. 타 전문인(의사)들이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6. 담당 주치의와의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가 부족해서

7. 마약처방의 절차가 복잡해서

8. 실무에서 필요로 되는 통증완화기구와 물품이 부족해서

9.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서

10.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1.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부족해서 

12. 병동 내에 암성통증관리를 하는 역할모델간호사가 없    

     어서

13. 암성통증관리를 문의할 수 있는 병원 내 전담인력(교    

     육자)이 없어서

14. 간호조직에서의 표준화된 통증사정 및 통증관리 가이드라    

     인 (지침)이 없어서

♠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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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Nurse`s Pain Management

for Cancer Patients

Song, Ho Jung

Department of Home Health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Cancer pain is one of most common and painful symptoms that cancer pa-

tients suffer from and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nursing needs that can-

cer patients have. The care of cancer pain is a crucial field of nursing.

Potential factors affecting care of cancer pain may be considered broadly in

three aspects such as medical personnel, patients and social system, but con-

ventional studies on care of cancer pain have focused on personal aspects of

nurse and have been limited to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training for nur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ll potential factors related to the

care of cancer pain, that is, institutional factors (i.e. medical personnel and

nursing organization) as well as personal aspects of nurses, so that it could

prepare a basis for planning more efficient ways to care for cancer pai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hat surveyed total 229 registered nurses

working at 2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and 4 secondary medical in-

stitution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from April 18 to May 13, 2009.

In order to collect and measure survey data,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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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instruments in each category of questionnaire items:

1) Instrument for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care of cancer pain - This

is a secondary modified version (Eun-sil Kim, 2004) based on the first

adapted and modified version (Hyeon-ju, 1999) of original instrument de-

veloped by Watson (1992).

2) Instrument for the performance of cancer pain care - This is an instru-

ment developed by Yeon-suk Gwon (2003) on the basis of the Pain

Resource Nurse training program (Wisconsin University Hospital) and

Pain: Clinical Manual (McCaffery & Pesero, 1999).

3) Instrument for potential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care of cancer pain

- This is an instrument developed by the author hereof on the basis of

relevant literatures after preliminary survey and specialized validity test.

Al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1. According to analysis on nurses' knowledge about cancer pain care,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correct answer which our respondents gave to

each question item reached 54.9% in their knowledge about the use of

analgesic; 67.4% in their knowledge about cancer pain; 32.3% in their

knowledge about scale of pain; and 32.8% in their knowledge about pain

intervention methods. Overall,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correct an-

swer to all question items on nurses' knowledge reached 45.2%.

2. In order to measure nurses' attitudes to care of cancer pain, this study

used 2-point scale, i.e. 1 point for positive answer to each item and 0

point for negative answer to each ite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scored 6.97 points on the average in all items on their

attitudes, which means that they have relatively positive attitudes to care

of cancer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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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ording to analysis on nurses' performance of cancer pain care in two

categories, i.e. pharmacologic intervention and non-pharmacologic inter-

vention,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scored 2.60 points on the

average out of full 4 in pharmacologic intervention, and also scored 1.79

points on the average in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4. According to analysis on institutional factors related to nurses' perform-

ance of cancer pain managemnet in two categories, i.e. medical personnel

and nursing organization, it was found that our respondents scored 2.59

points on the average out of full 4 in medical personnel, and scored 2.87

points in nursing organization.

5. According to analysis on nurses' performance of cancer pain management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nurses

working at internal medicine un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erformance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 (p<.01), while nurses who had

training experien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non-pharmaco-

logic intervention (p<.05) on statistical basis.

6.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correlations between nurses' inter-

vention of cancer pain care and measurement variables primarily in phar-

macologic intervention and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it was found

that the performance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 was positively corre-

lated with knowledge about analgesic (p<.01) and pain intervention

(p<.001).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performance of non-pharmaco-

logic interv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knowledge about pain in

tervention (p<.001) bu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nursing organ-

ization as one of institutional factors (p<.01).

7.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factors affecting nurses' performance of

cancer pain care in 2 categories, i.e. pharmacologic intervention and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it was found that nurses' knowledg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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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intervention, their working division and their knowledge about the use

of analgesic had more or less effects on their pharmacologic interven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3 variables totaled 14.5% regarding

pharmacologic intervention. It was found that nurses' knowledge about

pain intervention and nursing organization were variables affecting their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two

variables totaled 22.1% regarding their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Summing up, it was found that typical nurses have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care of cancer pain, particularly knowledge about pain measurement in-

strument and interven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step up training in pain

measurement instrument and intervention. Moreover, it was found that nursing

organization, one of institution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non-phar-

macologic intervention. So it is required to prepare practical measures such as

right staffing(Nurse Practice), the acquisition of palliative instrument and sup-

plies, and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ain care guide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