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성별 (M, F)   나이       Unit No.               

진단명                                          

발병일                우세 반구  (왼쪽, 오른쪽) 

현재 투여 받고 있는 통증과 관계된 약물

 약명 및 용량                             기간                       

현재 진행중인 통증 치료

 이름                                     기간                      

 

통증의 부위                                                         

통증의 특성                                                        

  전혀 없슴                                            통증 

이름
전

후

통증

강도

피부

온도

온도

감각

찌르는 

감각

진동

감각

냉감각에 

대한 

이질통

움직임에 

대한 

이질통

접촉에 

대한 

이질통

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후



<부록 2> 

간호사의 준비

1. 손을 청결하게 깨끗이 씻고, 반지나 시계를 착용하지 않는다.

2. 손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3. 마사지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따뜻한 물수건, 오일, 대상자의 신체선열을 위한 베게나 시트)

환경 준비

1. 환기나 통풍이 잘 되는 25-26℃정도의 일정한 온도의 환경을 유지한다.

2. 소음을 제거한다.

3. 대상자를 눕힐 테이블을 준비하고 간호사가 미리 높이를 맞춰둔다.

4. 테이블 바닥이 차갑지 않도록 시트를 깔아둔다.

대상자의 준비

1. 식사 후 시간을 피하며, 마사지 전 대소변을 보게 한다.

2. 통증 부위가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도록 환자복을 한쪽 팔(마비 부위)만 

벗도록 한다.

3. 대상자를 편안하게 테이블 위에 눕힌 뒤,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시트로 

덮어준다.

4. 통증부위 밑에 베게나 수건을 대주어 편안하게 바닥에 놓는다.

마사지의 시작

1. 마사지의 목적 및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면서 마사지 부위의 상처, 

발진, 부종 등이 없는지 시진한다. 

2. 마사지 동안 원칙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말



하지 않도록 한다.

3. 대상자의 마사지 부위 이완을 위하여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통증부위에 

4-5초간 대준다.

4. 마사지 오일을 도포하되, 손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적

당량을 3-4회정도 도포한다.

마사지 기술

1.경찰법(effleurage)

   경찰법은 쓰다듬는 동작이다. 통증 부위의 면을 손바닥 전체로 가볍게 

표피를 접촉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다듬는다. 마사지 부위의 외형에 손

바닥 전체를 접촉시키고 압력을 동일하게 준다. 방향을 구심성이며, 처음

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①전완 경찰(1분)

   한 손으로 대상자의 전완을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대

상자의 손을 잡는다.

②상완 경찰(1분)

   환자의 팔을 위로하고 구심성으로 마사지한다.

2.유날법(petrissage)

   유날법은 주무르기(kneading)와 당기기(pulling)를 하는 기술로서 하나

의 근육 또는 근육 전체를 쥐면서 누르거나 당기는 기술이다. 방향은 구심

성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력은 중력의 보조를 이용하여 천천히 

부드럽게 압박하며 율동적으로 행한다.



①전완 유날(1분)

   팔의 근육 전체를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주무른다.

②상완 유날(1분)

   한쪽 손으로 전완을 지지하고 다른 쪽 손으로 주무르기를 시행한다.민

감한 부위이므로 힘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마찰법(friction)

   마찰법은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동시에 교대로 사용하여 원형으로 문지

르는 동작이다. 압력은 경찰법보다 깉게 주나 너무 강하게 압력을 주어 조

직 아래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방향을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회선운

동 형태로 움직인다.

①전완 마찰(1분)

   4개의 손가락을 안전한 지지대 구실을 하도록 하여  두 개의 엄지 손가

락을 이용하여 손목에서부터 마찰하여 올라간다.

②상완 마찰(1분)

   전완 마찰법과 마찬가지로 상완을 마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