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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냉요법 적용이 흉관삽입 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향

  흉관삽입한 환자들의 흉관과 관련된 통증완화를 위해 진통제 투약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냉요법이 흉관삽입 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한  유

사 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non-equivalent control group) 전․후 시차설계이

다. 연구기간은  200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고, 연구 대상자는 수원 소

재, A 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일차성 자연기흉진단을 받고 흉관을 삽입한 

환자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총 30명이었다. 

 통증감각은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한 S-F MPQ(Short 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로 측정하 고, 통증강도는 시각적 상사척도인 

VAS(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하 다. 그리고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로 수축

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연구절차는 응급실에서 흉관을 삽입하기 전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다. 이후 대조군과 실험군은 

흉관삽입 30분후 사전조사가 이루어졌고, 실험군의 경우 냉요법을 30분 적용하

다. 냉요법이 끝난 직후와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후, 60분후에 각 각 통증감각과 

통증강도, 혈압과 맥박을 총4회 측정하 다. 대조군은 처치 없이 측정만 하 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흉관삽입으로 인한 통증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삽입 

전에 진통제투약과 국소마취를 시행하 다. 

 자료분석은 SPSSWIN 11.0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

증은 χ2-test로 검증하 으며, 냉요법이 흉관삽입 후 통증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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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가설검증은 반복측정 자료에 대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으로 검증하 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구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BMI, 삽입의사, 삽입부위와 통

증감각, 통증강도 그리고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인 혈압과 맥박에 대한 동질성 검

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제 1가설인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

감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 통증감각은 ‘칼로 찌

르듯이 아프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감각의 강도

가 낮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감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냉요

법 적용이 끝난 직후 통증감각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통증감각은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고, 냉요법 적용

이 끝난 30분후 통증감각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통증감각은 ‘쏘듯이 아프다’와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다. 그러나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 ‘쿡쿡 쑤신다’, ‘쏘

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쓰라리다’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감각점

수 증가폭이 비슷하 고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

면 아프다’는 통증감각점수의 증가폭이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더 컸다.  

2) 제 2가설인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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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강도가 낮았다(F=4.23, p<0.05).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

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7.54, p<0.00).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점수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실험군은 0.2점, 대조군

은 1.06점 증가하여 5배로 작았고, 30분후 실험군은 0.47점, 대조군은 1.07점 증가

하여 2배로 작았다. 그러나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에는 실험군이 1.26점, 대조

군이 0.47점 증가하여 실험군이 2배로 더 커졌다. 

3) 제 3가설인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실시한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환자는 수축

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냉요법 적용 전․후 생리적 지수의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측정값들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냉요법을 적용한 경우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통증감각

은 느끼는 정도가 냉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하 다. 또한 냉요법 적용

이 끝난 직후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

르면 아프다’와 같은 통증감각이 감소하 고, 냉요법이 끝난 30분후 ‘쏘듯이 아프

다’와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와 같은 통증감각이 감소하여 덜 아프게 지각하 다. 

또한 냉요법은 통증강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증감각과 통증강도

에서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부터 냉요법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에서 흉관삽입 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법으로써 냉

요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으나, 냉요법의 간호중재 

효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상자수를 늘리고, 냉요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냉요법, 흉관삽입,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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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흉이란 폐를 감싸고 있는 두 겹의 얇은 늑막사이의 공간에 공기가 차이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일차성 자연기흉은 주로 83%가 10대,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을 가진 남자에서 여자의 경우보다 8배나 높게 발

생한다(김원곤외 2000). 이러한 기흉을 치료하기위한 방법 중 하나가 흉관삽입술

이다. 

 임상에서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흔히 부딪히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흉관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로, Miller 와 Harvey(1993)는 흉관삽입 후 의사들이 통증이 있을 경

우 진통제를 투약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병원마

다 다른 종류의 진통제와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

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 다. Owen 과 Gould(1997)는 흉관삽입술 치료를 받고 있

는 동안 환자들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환자들은 진통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

정도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통증은 활동제한과 수면 방해의 결과를 일

으키고,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제한하여 치료를 더디

게 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진통제의 과다사용을 줄일 수 있는 통증관리

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보고들을 볼 때, 흉관관련 통증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

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흉관관련 통증은 이물질 삽입으로 인해 발생한 조직손상과 관련된 급성통증으로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없다. 이에 Good & Moore(1996)는 급

성통증관리이론을 개발하여 급성통증에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통제의 사용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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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비침습적인 통증관리 방법들 중 가장 오래된 마취방법 중의 하나인 냉요

법은 출혈이나 부종을 즉각적으로 최소화하고, 세포내 대사율을 저하시켜 염증반

응과 부종형성을 억제한다.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으며, 

장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임상에서 환자와 간호사들이 직접 적용하기에 부

담이 없다. 

 이를 적용하여 정형외과와 치과 의사들의 급성통증완화를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강현숙, 1995 ; 임난 , 1995 ; 한태륜, 이춘기 및 이건재, 1986 ; Melzack 

& Bently, 1983 ; Brander & Bromley, 1996) 회음부 불편감 완화의 방법으로 사

용되어져 오고 있고 있다(남혜경, 1991 ; 유연자, 1991; 신현정, 1998). 

 지금까지 국내에서 흉관에 관한 연구로는 흉관제거시 통증완화를 위한 냉요법 

연구가 있었다(신희선, 1995). 그러나 흉관삽입 후 통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급성

통증의 완화에 대하여 냉요법 적용이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흉진단을 받고 흉관을 삽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냉요법을 

적용함으로써 흉관과 관련하여 느끼는 통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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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일차성 자연기흉 진단을 받고 흉관삽입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적용한 냉요법이  통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 다. 

1) 제 1가설: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감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제 2가설: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제 3가설: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관련  생리적 지

수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C. 용어정의

1) 통증

▶이론적 정의: 통증이란 생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포함해서 유해자극감수체

(nociception)에 의한 통감과 동기유발 정의적인 면(motivational affective 

dimension)에 의한 고통(suffering)을 함께 의미한다고 하 다(Melzack & Wall, 

196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흉관삽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급성통증을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생리적 지수로 측정하 다. 통증감각은 Melzack(1987)이 개발한 Short 

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S-F MPQ)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수정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하 다. 통증강도는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VAS)로 측정하 다. 그리고 모두 측정한 점수가 높을 수 록 통증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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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증의 생리적 지수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 다. 

  

2) 냉요법

▶이론적 정의: 피부에 찬 것을 대주어 피부와 근육을 냉각시키는 것으로      

통증감소나 체온저하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방법으로는 습․냉과 

건․냉방법이 있으며, 적용방법으로는 얼음 마사지, 얼음주머니, 화학 물질팩, 냉수

욕, 분무제 사용 등이 있다(강현숙,199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통증감소를 위해 적용한 방법은 건․냉 방법으로 

20×15cm 정도 크기의 젤 타입의 얼음주머니를 4번째 늑간 위 피부에 30분 동안 

대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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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통증이론

 

 Melzack과 Wall(1965)은 통증이란 생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포함해서 유해

자극감수체(nociception)에 의한 통감과 동기유발 정의적인 면(motiovation 

affective dimension)에 의한 고통을 함께 의미한다고 하 고 지금까지 설명되지 

못한 통각반응에서의 복합성을 설명한 관문통제이론을 개발하 다(Melzack & 

Wall, 1977). 

 이 이론에 의하면 척수 내 후각에 교양질(Substantia Gelantinosa)이라는 관문이 

있어 직경이 큰 섬유와 작은 섬유로부터 신경자극이 전도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조절한다고 보았다.  

관문 폐쇄와 관문 개방 기전과 통증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문폐쇄(Closing the gate): 말초의 감수체와 압력감수체로부터 대경섬유의 도입

은 개재뉴런과 전도세포에 빨리 자극을 전도한다. 이러한 자극은 시냅스 전 축삭

말단(Presynaptic axon terminal)에서 전달물질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전달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통증수준이 감소된다. 

관문개방(Opening the gate): 소경섬유는 교양질의 활동이 억제되면서 말초섬유로

부터 자극의 시냅스성 관문이 열리게 되어 전도세포의 흥분성 도입이 증가한다. 

즉, 통증수준이 증가된다. 척수후각 내 자극의 전도는 척수관문기전(spinal gating 

mechanism)에 의해 교대로 통제되는데 이것은 대경섬유 대 소경섬유의 라이벌 효

과이다.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관문을 폐쇄시킬 수 있는 대경섬유를 자극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피부자극 등에 의해 대섬유자극시 관문폐쇄로 

방법은 마사지, 열과 냉의 적용, 박하연구제도포, 경피적 전기적 자극술, 침술, 척

수배측주 자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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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감소를 위한 냉요법 

 

 냉은 조직 손상 후에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킨다고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가

장 처음으로 히포크라테스(460-337BC)는 수술 전에 얼음과 눈팩을 사용하 다. 그 

이후에도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냉요법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국소적 기전은 다음과 같다. 냉요법은 혈관 수축을 

야기 시키고 혈액공급을 감소시켜  출혈이나 부종을 즉각적으로 최소화한다. 또한 

세포내의 대사율을 저하시켜 염증반응과 부종형성을 억제한다.  또한 가장 오래된 

마취방법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저체온이 신경말단의 흥분을 억제시켜 

말초신경을 따라 신경전달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나타난다. 이는 저체온이 통증

의 역치를 상승시키고 말초신경을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근방출의 민감도를 저하

시켜 수술과 관련된 근경련과 마비를 감소시킨다(전시자외 39인,1994 ; Brander와 

Munro 외, 1996). 

 외각 온도를 감지하는 말초온도 수용기는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자율신경

말단으로서 냉각 수용기와 온각 수용기로 나뉘어 진다. 피부에는 온각수용기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냉각수용기가 분포한다. 냉과 관련된 구심성섬유는 소경섬유라기 

보다는 대경섬유로 순수한 냉감각에만 위치해 있다. 냉요법과 경피적 전기 적자극

술은 대경섬유를  자극함으로써 유해자극 감각경로를 차단함으로 통증역치를 상

승시킨다는 점에서 비슷하다(Brander와 Munro 외,1996 ; 이은옥과 최명애, 1993). 

 냉요법 중에는 좌욕, 얼음주머니, 얼음 맛사지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얼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얼음을 사용할 경우 시간에 따

른 체온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Palastanga(1988)은 얼음을 신체표면에 대면 

표피조직은 2-5분 이내에 체온을 저하시켜 즉각적인 냉각이 일어나지만 약 2.5cm

정도의 피하지방층이 있는 심부근육조직에서는 약 20분이 지나야 5℃정도의 체온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 다. 또한 Snyder(1992)는 냉요법의 신체적용시 가장 급격

하게 적용부위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적용 후 첫 2분간이었음을 보고하 다. 

Hocutt(1981)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적용 후 1-3분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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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7분 정도 지나면 화끈거리고 쑤시는 느낌이 들다가 5-12분이 지나면 무감각

해지고 12-15분 이내에는 자율적인 온도조절을 위한 혈관이완이 일어났다고 하

다. 

통증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냉요법 적용 시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Hocutt(1981)은 얼음을 직접 적용한 경우 5-12분 후엔 국소적인 마취효과가 나타

나는데 이는 신경섬유의 전도속도의 감소에 의한다고 하 다. 한편 Lehamann, 

Warren & Schamm(1974)은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냉요법을 실시한 연구에서 

근육의 심층조직까지 냉각될 때 장기간의 진통효과를 나타내므로 얼음주머니는 

30분 정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 다. 이은옥과 최명애(1993)는 통

증감소를 위해서 피부에 15℃의 찬 것을 대주어 마른사람은 10분 ,비만한 사람은 

30분 후에 근육온도가 내려간다고 하 다. 

 한편, Henrik & Vollmar(1998)등은  햄스터의 횡문근에서 국소적 냉을 적용했을 

때 미세혈관의 혈역동학과 백혈구 유착의 효과에서 30분 동안 8℃까지 표면온도

를 유지하 을 때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 수축하 고 모세혈관의 직경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발견하 다. 또한 다시 따뜻하게 해주고 나서는 30분후에 냉을 적용

하기 이전상태로 완전히 되돌아왔다고 보고하여 국소적인 냉요법을 적용한 후 부

작용이 없는 것과 30분후 효과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냉은 감각장애나 혈액순환장애자, 과민반응이 있을 시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하 다(강현숙,1990; 이은옥 & 최명애,1993). 강현숙(1990)은 신체는 장기간 

냉에 노출될 때 보호기전을 가지며 정상적인 균형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

속적인 주기적인 혈관확장을 한다. 이를 hunting reaction(Lewis reaction)이라 한

다. 이은옥과 최명애(1993)는 이러한 반응은 피부가 창백하게 되었다가 혈관이완

을 나타내는 붉은 색으로 변하며, 이와 같은 증상은 조직파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

로 체온이 낮아질 때에만 나타난 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흉관삽입 후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의 온도를 

감소시키고 신경의 전달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30분을 적용해야하고 피하지

방의 두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에서 냉요법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조직이 손상 받았을 때 부종과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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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Brandner와 Bromley(1996)는 척추수술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통제의 사용이 감소하 다. 그리고 단지 진

통제만으로는 통증을 없앨 수 없으며 더 많은 투약으로 인하여 오심, 구토와 진정

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 전통제와 비침습적이고 쉬운 냉

요법을 적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 다. Reuben과 

Sklar(2000)은 전 십자근재건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통증

감소(p<0.05)와 진통제사용감소(p<0.01)결과를 가져왔고 무릎관절을 더 많이 굽힐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다른 문헌들에서 냉요법의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

(Dervin, Taylor, Keene, 1998)는 방 온도, 피하지방의 두께와 치료 후 거즈두께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남혜경 등(1991)은 회음등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회음부불

편감 완화정도를 연구한 결과에서 처치 후 30분에서 2시간까지는 냉요법이 온요

법보다 더 큰 완화요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 고, 유연자(1991)의 산욕기 초기 회

음부 불편감 완화효과를 위한 냉좌욕이 온좌욕에 비해 불편감 완화효과가 컸다고 

보고 하 다. 신현정(1998)은 분만 직후부터 냉요법을 3시간 간격으로 3회 반복 

적용하여 통증을 감소시켰고, 치유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 하 다. 신

희선, 김동옥과 조경미(1995)가 심장수술 환아를 대상으로 흉관제거시 통증을 감

소시키기 위한 중재로 냉요법을 적용하여 통증행동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남을 보고하 다. 

 장조직과 관련된 수술에서는 냉요법 적용에 있어서 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치질적출술, 개복술과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증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깊은 장 통증을 치료하는 데는 덜 효과적임을 지적하

고 있다(Michael A, William S, Mitchel S,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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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관삽입 관련 통증

 

흉관삽입으로 인한 통증은 흉관이 벽측흉막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염증반응으

로 급성통증이다. 이는 소경섬유를 활성화키며 흉관이 삽입되어 있는 동안 이러한 

통증은 지속된다(Gray, 2000).

 Owen과 Gould(1997)은 흉관삽입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통증경험에 관해 인지하

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흉부수술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당일과 흉관제거 

시기 까지 환자들의 경험과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감각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다. 개방형질문에서 18명중 17명이 통증을 호소하 고 수술부위가 아니라 

흉관삽입 부위라고 보고하 다. 통증강도는 1점(매우 약함)에서 15점(매우 강함)으

로 구성된 통증강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환자들은 배액동안 보통통증

(moderate pain)8점이었다. 통증감각을 확인하기 위해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SF-MPQ)를 이용하 으며, 감각 역에서 ‘터질 듯이 아프다

(splitting)’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들이 계속적으로 선택되었고, 정서 역에서는 거

의 선택되지 않았다. 환자들은  흉관배액을 하는 내내 휴식동안에도 통증은 지속

되고 기침, 깊은 호흡과 움직일 때 통증이 증가한다고 하 다. 그들이 느끼는 감각

은 '쿡쿡 쑤신다 (throbbing)',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stabbing)'와 ‘쑤신

다.(aching)’이었고 가장 점수가 많은 것은 ‘쑤신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간호중재 전략은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증은 1)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2)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호흡과 기

침을 피하게 만들고. 3)이러한 얕은 호흡과 활동제한은 회복을 더디게 하고 감염

을 일으킬 수 있다(Owen & Gould, 1997 ; Gray, 2000). 

 임상에서 통증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흉관배액 관리에 대한 지침은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통증관리에 대한 약물요법이외에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폐의 확장과 합병증예방을 위해서 환자들에게 운동, 심호흡과 기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ray(2000)는 흉관배액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통증감소를 위해서 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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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방법으로  관문통제이론에 의해 통증이 뇌간으로 들어오면 금지신호를 내

려 보내어 관문 폐쇄하는 방법으로  음악치료, 심상요법, 읽기, 텔레비젼 보기, 불

안과 공포  줄이기, 정보 제공등을 포함하는 흉관삽입 환자들의 통증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러한 중재들이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중재들이 임

상적으로 유용한지 결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경섬유를 자극하여 관

문을 차단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들 중 냉요법은 출혈이나 부종을 억제시

키며 근경련이나 자극을 완화시키고 마취효과를 제공하는 등의 생리적 효과가 규

명되어 있으며, 임상에서 이를  급성통증에 적용하여 정형외과와 치과 환자의 통

증완화, 분만후 회음부 불편감 완화의 방법으로 (강현숙, 1995 ; 임난 , 1995 ; 한

태륜, 이춘기 및 이건재, 1986 ; 남혜경, 1991 ; 유연자 , 1991; 신현정, 1998 ; 

Melzack & Bently, 1983 ; Brandner & Bromley , 1996)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지금까지 흉관과 관련된 통증에 관해서는 신희선(1995)이 흉관제거시 냉요법을 

적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킨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환자들이 흉관삽입한 후 나타나

는 급성통증의 완화를 대하여 냉요법을 적용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흉관삽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흉관관련 통증에 대해 냉요법

을 적용함으로써 통증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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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냉요법이 흉관삽입 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한  유

사 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non-equivalent control group) 전․후 시차설계이

다. 

 연구 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설계모형

Y : 통증감각, 통증강도,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1: 처치전 조사( 흉관삽입 30분후)

 2: 냉요법 적용 직후(흉관 삽입 60분후)

 3: 냉요법 적용 30분후(흉관삽입 90분후)

 4: 냉요법 적용 60분후(흉관삽입 120분후)

Yc: 대조군

Ye: 실험군

X : 처치 ; 냉요법 적용 30분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들은 200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수원에 있는 A 대학 

응급실에서 일차성 자연기흉치료를 위해 흉관삽입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근접모

집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임의 표출하 다.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대조군 Yc1 O Yc2,Yc3,Yc4

실험군 Ye1 X Ye2,Ye3,Y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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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7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2) 다른 부위 통증이 없는 자.

3) 처음으로 기흉진단을 받고 응급실로 내원하여 흉관삽입술을 시행 받은 자.

4) 이전에 수술 경험이나 입원경험이 없는 자. 

5) 흉관삽입술 전 진통제(tridol 50mg)의 근육주사와 국소마취이외에 다른 진통제  

   를 투약 받지 않은 자.

6) cold allergy, 순환장애, 심장질환, 화상과 같은 피부손상이 없는 자. 

7)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처치에 협조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 한 

자. 

 표집된 대상자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8명으로 총 33명이었으나 대조군에서 폐

부종2명, 출혈1명으로 탈락되었고, 최종적으로 연구를 마친 대상자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총 30명이었다.

3. 실험처치 및 연구도구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측정도구는 통증감

각, 통증강도,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부록2-1, 2-2)

1)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기흉을 진단받은 대상자가 응급실에서 흉관을 삽입 받은 30분 후 얼

음주머니를 30분 동안 1회 적용하 다. 처치시 대상자를 앙와위로 눕힌 상태에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젤타입의 얼음주머니를 흉관이 삽입된 윗부분, 즉 제 4늑간과 

겨드랑이 사이에 고정시켜 3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부록 3

참조). 

연구진행 과정 중 처치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처치를 제공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실험상황을 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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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의 감각

 통증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Melzack(1987)이 급성, 간헐적, 만성통증을 환자들에 

의해 자주 나타나는 단어를 기초로 하여 통증경험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F MPQ(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S-F MPQ를 한국어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은옥, 윤순녕, 송미순

(1983)이 보고한 동통반응 평가도구개발 연구결과를 참고하 다. 통증감각은  ‘쿡

쿡 쑤신다.’, ‘쏘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

다.’, ‘꽉 무는 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찌뿌드드하다.’, ‘누

르면 아프다.’, ‘터질 듯이 아프다.’ 와 같이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마다. 0=아프지 않다(none). 1=약하게 아프다(mild). 2=보통으로 아프다(moderate). 

3=심하게 아프다(severe)의 척도가 3점 척도로 측정하 는데 대상자가 직접 표시

하도록 하 다. 측정시간은 평균 15초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S-F 

MPQ의 신뢰도는 cronbach‘α = 0.84 다.

3) 통증강도

시각적 상사척도를 박정숙(198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는데, 1cm 간격으

로 되어 있는 10cm의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

어 있다. 0: 동통이 전혀 없다. 5:보통 아프다. 10: 휴식시에도 매우 괴로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측정하 다. 0-10점사이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것으로 파악한다. 

  

4)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

 급성통증의 생리적 지수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 다. 

․맥박: 연구자가 직접 요골동맥을 촉지 하여 30초간 측정하여 곱하기 2하 다.

․혈압: 대상자의 자세는 앙와위로 수은 혈압기와 청진기를 이용하여 우측의 상

완동맥에서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 다. 혈압기는 수은 혈압기로  대상자마다 같은 

기기를 사용하 고, 청진기는 DUAL 타입으로 미국 3M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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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2월 1일 - 2003년 11월 30일 까지 총 9개월이었다. 자료

는 처음으로 응급실로 내원 하여 일차성 자연기흉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흉관

십입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2시간 동안 30분마다 4회 반복 측정하여 수집

하 다. 실험 효과의 확산을 배제하기 위해 먼저 대조군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

한 후 냉요법을 적용할 실험군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일차성 자연기흉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여 흉관삽입을 시행하기 전에 삽입 할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 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1) 대조군

가. 흉관을 삽입하기 전에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동의서  

    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다. 

나. 의사가 흉관을 삽입하기 5분전 진통제로 tramadol 50mg을 근육주사 하 고,  

    2분전에 2% Lidocain 10cc로 국소마취 하 다. 

다. 사전조사는 흉관을 삽입한 30분후에 시행되었고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라. 사전조사 30분후에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마. 사전조사 60분후에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바. 사전조사 90분후에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2) 실험군

가. 흉관을 삽입하기전에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다. 

나. 의사가 흉관을 삽입하기 5분전 진통제로 tramadol 50mg을 근육주사 하 고,  

    2분전에  2%Lidocain 10cc로 국소마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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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조사는 흉관을 삽입한 30분후에 시행되었고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라. 사전조사가 끝난 직후에 얼음주머니를 30분간 대어주었고 주의사항을 설명하  

    다.(부록3)

마.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에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바.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후에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사.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에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30분후          30분적용              30분후         30분후

                       30          

                      그림2. 자료수집 절차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11.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
2
-test로 검증하 다.

3)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구하 다. 

4) 냉요법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통증감각, 통증강도, 생리  

   적 지수의 차이는 반복측정자료에 대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으로 검증하 다.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T1 사후조사T2 사후조사T3

실험군

대조군

흉

관

삽 

입 

통증

감각,

통증

강도,

혈압,

맥박

냉 요 법 

적용함

냉 요 법 

적용안함

통증

감각,

통증

강도,

혈압,

맥박

통증

감각,

통증

강도,

혈압,

맥박

통증

감각,

통증

강도,

혈압,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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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 간의 동질성검증, 가설검증으로 중재 

전․후 시간에 따른 두 군 간의 통증차이를 분석하 다.

1.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인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BMI, 

삽입의사, 삽입부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1>과 같았다.

<표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연령별 분포를 보면 실험군에서 10대가 60%가 가장 많았고, 20대가 40%로 그다

변수 구분

실험군

(n=15명)

대조군

(n=15명)
 χ2  p 값

실수(%) 실수(%)

연령

16- 20 9(60) 6(40)

21- 30 6(40) 7(46.7)

31- 40 0(0) 2(13.3) 1.20 .24

결혼
미혼 12(80) 11(73.3)

기혼 3(20) 4(26.7) .19 .67

BMI(kg/m2)
16-24 15(100) 14(94.4)

25-30 0(0) 1(5.6) 1.15 .29

삽입의사
의사Y 8(53.3) 10(66.7)

의사K 7(46.7) 5(33.7) .56 .46

삽입부위
우측 10(66.7) 8(53.3)

좌측 5(33.3) 7(46.7) .56 .46



- 17 -

음이었고, 대조군은 10대가 40%, 20대가 46.7%로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
2
=1.20, p>0.05). 결혼상

태를 보면 실험군에서 미혼이 80% 대부분이었고, 대조군에서도 미혼이 73.3%로 

대부분이었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혼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χ
2
=0.19, p>0.05). 체질량 지수(BMI)는 실험군에서 정상이 100%이었고, 대조군에

서는 정상이 94.4%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χ

=1.15, p>0.05). 따라서 모두 같이 냉요법 적용을 30분동안 시행하 다. 흉관을 삽

입한 의사는 실험군에서 의사Y는 53.3%, 의사K는 46.7이었고, 대조군에서 의사Y

는 66.7%, 의사 K는 33.7%로 의사Y에게서 시행 받은 환자가 더 많았으나 실험군

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
2
=0.56, p>0.05). 흉관을 삽입한 

부위는 실험군에서 우측이 66.7%, 좌측이 33.7%로 우측에 삽입한 환자가 약 2배

정도 많았고, 대조군에서 우측이 53.7%, 좌측이 46.7%로 우측에 삽입한 환자가 좌

측에 삽입한 환자보다 약간 많았으나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χ
2
=0.56, p>0.05). 

2) 대상자의 통증감각, 통증강도, 생리적 지수의 동질성 검증

 ① 통증감각의 동질성 검증

 실험 처치 전 수정된 S-F MPQ로 측정한 통증감각의 점수는 <표2>에 제시되었

다.

 실험군의 경우 3점 만점에 ‘쑤신다’가 평균점수 1.27로 가장 심하게 느끼는 통증

감각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쿡쿡 쑤신다’로 평균점수 1.20으로 가장 심하게 느끼는 

통증이었다. 실험군에서 ‘쏘듯이 아프다’,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터질 듯이 아프다’ 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통증감각점수가 높았

고 ‘쿡쿡 쑤신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찌뿌드드하다’는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평균 통증감각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

증감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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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처치전 통증감각의 동질성 검증

② 통증강도의 동질성 검증

 

실험 처치전 VAS로 측정한 통증강도의 점수는 <표3>에 제시되었다. 실험군의 평

균통증강도가 4.60점이었고, 대조군의 평균통증강도는 4.67점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보통정도의 통증을 호소하 고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통증강도가 약간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10, p>0.05).

<표3>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처치전 통증강도의 동질성 검증

③ 생리적 지수의 동질성 검증

실험 처치 전 생리적 지수로 측정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과 맥박의 점수는 

<표4>에 제시되었다. 

   문항

실험군

(n=15)

대조군

(n=15)      t 값    p

M±SD M±SD

쿡쿡 쑤신다. .87± .83 1.20± .94 1.03 .31

쏘듯이 아프다. .73±1.10 .67± .72 -.20 .85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13±. 35 .33± .72 .96 .34

쓰라리다. .53± .64 .20± .41 -1.70 .10

꽉 쥐듯이 아프다. 1.20± .68 .87± .92 -1.13 .27

꽉 무는 듯이 아프다. .20± .78 .20± .56 .00 1.00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07± .26 .13± .35 .56 .56

쑤신다. 1.27± .59 1.00± .85 -1.00 .33

찌뿌드드하다. .40± .83 .53± .83 .53 .60

누르면 아프다. 1.00±1.31 .80±1.01 -.47 .64 

터질 듯이 아프다. .40± .83 .27± .79 -.45 .66

실험군

(n=15)

대조군

(n=15) t값 p

M±SD M±SD

VAS 4.60±2.06 4.67±1.72 .1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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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 생리적 지수의 동질성 검증

 수축기 혈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이 각각 123.0mmHg와 115.0mmHg로 

정상 혈압범위에 속하 고, 실험군의 수축기 혈압이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보다 약

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0, p>0.05). 이완기 혈압에서 실험

군과 대조군의 평균이 각각 75.0mmHg와 73.5mmHg로 정상 혈압범위에 속하 고, 

실험군의 이완기 혈압이 대조군의 이완기 혈압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0.59, p>0.05). 맥박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이 각각 75.2회/분

와  73.9회/분으로 실험군의 맥박 횟수가 대조군의 맥박 횟수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26, p>0.05).

2. 가설검증

 냉요법이 흉관을 삽입한 환자의 통증과 생리적 상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감각, 통증강도와 생리적 지수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측정 자료에 대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하 다. 

1) 제 1가설

: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실시한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감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변수

      실험군

     (n=15)

   대조군

   (n=15) t값 p

      M±SD    M±SD

수 축 기 혈 압

(mmHg)
123.0± 8.4 115.0±14.0 -1.20 .07

이 완 기 혈 압

(mmHg)
75.0± 5.7 73.5± 7.8 -.59 .56

맥박(회/분) 75.2±11.3 73.9±16.2 -.26 .80



- 20 -

 

제 1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중재 전・후 시간에 따른 통

증감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았다.

 

<표5>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감각 차이

 처치전: 냉요법 적용 전           T1: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T2: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후      T3: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

 문항
실험군

(n=15)

대조군

(n=15)

    Group and time

      difference

M±SD M±SD F p
쿡쿡 . 처치전  .87± .83 1.20± .94 Group 3.84 .06

쑤신다 T1 1.13± .64 1.47± .92 Time 7.41 .00

T2 1.33± .49 1.87± .99 Group*Time  .25 .86

T3 1.47± .52 2.00±1.00

쏘듯이 처치전  .73±1.10  .67± .72 Group 1.23 .73

아프다. T1 1.00± .66 1.07± .96 Time 8.83 .00

T2  .60± .51  .73± .88 Group*Time .06 .98

T3 1.40± .83 1.53±1.06

칼로 처치전  .13± .35  .33± .72 Group 6.15 .02

찌르듯 T1  .27± .46  .73± .80 Time 7.04 .00

아프다. T2  .00± .00  .73±1.03 Group*Time 2.70 .07

T3  .87±1.13 1.60±1.30

쓰라 처치전  .53± .64  .20± .41 Group  .04 .84

리다. T1  .27± .46  .20± .41 Time 6.10 .00

T2  .40± .51  .67± .98 Group*Time 1.14 .35

T3  .67± .49  .93± .96

꽉  처치전 1.20± .68  .87± .92 Group  1.71 .20

쥐듯이 T1  .60± .51 1.13± .83 Time 10.08 .00

아프다. T2 1.07± .59 1.73±1.03 Group*Time  4.10 .02

T3 1.33± .72 1.80±1.15

꽉 처치전  .20± .78  .20± .56 Group 2.16 .15

무는듯이 T1  .00± .00  .13± .52 Time 2.09 .13

아프다. T2  .13± .35  .53± .92 Group*Time  .47 .70

T3  .13± .35  .47± .92

따끔하고 처치전  .07± .23  .13± .35 Group 6.90 .01

화끈  T1  .00± .00  .27± .46 Time 3.27 .04

거린다. T2  .00± .00  .47± .64 Group*Time 1.54 .23

T3  .47± .83  .8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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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통증감각은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

프다’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강도가 낮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감각

은 ‘쿡쿡 쑤신다’, ‘쏘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다.

‘쿡쿡 쑤신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

증감각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3점만점에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전 0.87점에서  통증

감각이 심하지 않았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13점, 30분후 1.33점, 60분후 

1.47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전 1.20점으로 보통정도의 통증을 나

 문항
실험군

(n=15)

대조군

(n=15)

    Group and time

        difference

M±SD M±SD        F         p
쑤신다. 처치전 1.27± .59 1.00± .85 Group 4.92 .04

T1 1.00± .38 1.67± .98 Time 5.12 .01

T2 1.07± .26 1.87± .92 Group*Time 7.14 .00

T3 1.60± .51 2.07± .88

찌뿌 처치전  .40± .51  .53± .83 Group 1.67 .21

드드 T1  .27± .46  .73± .96 Time  .60 .62

하다. T2  .27± .46  .93±1.10 Group*Time 2.96 .04

T3  .60± .83  .60± .91

누르면 처치전 1.00±1.31  .80±1.01 Group 10.28 .00

아프다. T1  .80± .68 1.67± .98 Time 16.10 .00

T2 1.13± .35 2.53± .64 Group*Time  7.34 .00

T3 1.60± .51 2.27± .70

터질 처치전  .40± .83  .27± .80 Group 1.58 .22

듯이 T1  .53± .64  .20± .56 Time  .46 .70

아프다. T2  .40± .63  .20± .78 Group*Time  .52 .67

T3  .47± .64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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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47점, 30분후 1.87점, 60분후 2.00점으로 증

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쿡쿡 쑤시는 통증감각

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쏘듯이 아프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

다 증가폭은 작았는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전 0.73점에서 통증감각이 심하지 

않았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00

점, 30분후 0.60점, 60분후 1.40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전 

0.67점으로 통증감각이 심하지 않았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07점, 30분

후 0.73점, 60분후 1.53점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쏘듯이 아픈 감각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는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통증감각의 증가폭이 작았는

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0.13점에

서 통증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냉요법 적

용이 끝난 직후 0.27점, 30분후 0.00점, 

60분후 0.87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0.33점으로 통증감각이 

심하지 않았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

후 0.73점, 30분후 0.73점, 60분후 1.60으

로 보통정도의 통증감각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칼로 찌르듯이 아픈 통증감각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라리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감각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실험군은 냉요

법 적용 전 0.53점에서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0.27점으로 감소하 다가 30분후 

0.40점, 60분후 0.67점으로 증가하 으나 통증감각이 심하지 않았다. 대조군은 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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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전 0.20점에서 통증감각이 거

의 없었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0.20점, 30분후 0.67점, 60분후 0.93점으

로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쓰라린 통증감

각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꽉 쥐듯이 아프다’는 실험군이 대조군

에서 통증감각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실

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1.20점에서 통증

감각이 보통 정도 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0.60점으로 감소하 다가 30

분후 1.07점, 60분후 1.33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0.87점

으로 통증감각이 심하지 않았지만, 냉요

법 적용이 끝난 직후 1.13점, 30분후 

1.73점, 60분후 1.80점으로 통증감각이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꽉 쥐듯이 아픈 통증감각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는 실험군이 

대조군에서 통증감각의 증가폭이 작

았는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0.07점에서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0.00점, 30분후에 0.00점으로 통증감각

이 없었고, 60분후에 0.47점으로 통증

감각이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0.13으로 통증감각이 거의 없

었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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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점, 30분후 0.47점, 60분후 0.80점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따끔하고 화끈거린 통증감각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쑤신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

감각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1.27점에서 냉요법 적

용이 끝난 직후 1.00점으로 감소하 다

가 30분후 1.07점, 60분후 1.60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1.00점에서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67점, 30분후 1.87점, 60분후 2.07점으

로 통증감각이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쑤

시는 통증감각을 덜 아프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르면 아프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

다 통증감각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실

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1.00점에서 냉

요법 적용 직후 0.80점으로 감소하 다

가, 30분후 1.13점, 60분후 1.60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0.80점에서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67점, 30분후 2.53점, 60분후 2.27점으

로 통증감각이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누르면 아픈 통증감각을 훨씬 덜 아프

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냉요법 적용과 관계없이 통증감각이 증가하는 것은 ‘쿡쿡 쑤신다.’이었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통증감각이 감소하다가 30분후에 증가하는 통증감각

은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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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리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후 통증감각이 감소하 다가 60분후 증가

하는 통증감각은 ‘쏘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이었다. 냉요법 적용 후 

이런 통증감각을 덜 아프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감각강도의 증가폭이 비슷하게 증가하 고 오히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통증감각은 

실험군에서 통증감각강도의 증가폭이 대조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 제 2 가설

: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실시한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중재 전・후 시간에 따른 통

증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강도 차이

 

 냉요법 적용 전․후 통증강도에 있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 다(F=4.23, p=0.05). 즉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

강도가 낮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F=27.54, 

p=0.00).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강도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10점 만점에서 실

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에 4.60점으로 통증강도가 보통으로 나타났고, 냉요법 적용

이 끝난 직후 4.80점, 30분후 5.27점, 60분후 6.53점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

법 적용 전에 4.67점으로 실험군과 비슷한 통증강도를 보 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

  실험군

  (n=15)

 대조군

 (n=15)

Group and time

   difference

  M±SD  M±SD F p

VAS 처치전 4.60±2.06 4.67±1.72 Group  4.23 .05

T1 4.80±1.42 5.73±1.49 Time 27.54 .00

T2 5.27± .88 6.80±1.15 Group*Time  2.63 .06

T3 6.53±1.19 7.2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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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직후 5.73점, 30분후 6.80점, 60분후 7.27점으로 통증강도가 증가하 으나 증가

폭이 감소하 다.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와 30분후에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

증강도의 증가폭이 작았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에는 실험군이 대조군보

다 증가폭이  컸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받은 실험군이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

후 까지는 통증강도를 덜 느끼나 60분 이후는 통증강도가 더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 3 가설

: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실시한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환자는 수축기 혈압, 이완

기 혈압, 맥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 가설을 검증하기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중재 전・후 시간에 따른 수

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았다. 

<표7> 냉요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리적 지수의 차이

 

   변수

  실험군

  (n=15)

  대조군

  (n=15)

                 Group and time

                     difference

  M±SD   M±SD    F  p

수축기 처치전 123.0±8.4 115.0±14.0 Group      .80   .38

혈압 T1 115.3±7.4 118.0± 8.6 Time    15.74   .00

(mmHg) T2 119.0±3.9 112.0±29.6 Group*Time     1.84   .16

T3 125.0±7.6 124.2±12.4

이완기 처치전 75.0±5.7 73.5±7.8 Group .29 .59

혈압 T1 69.6±6.6 73.9±6.4 Time 4.81 .00

(mmHg) T2 71.0±7.6 73.3±7.2 Group*Time 2.48 .07

T3 76.3±6.4 75.3±5.2

맥박 처치전 75.2±11.3 73.9±16.2 Group .00 .95

(회/분) T1  66.1± 5.0 69.1± 9.6 Time 10.57 .00

T2 66.9± 5.3 69.3± 8.5 Group*Time 1.28 .30

T3 77.6±14.2 74.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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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생리적 지수는 없었다. (수축기 혈압; F=0.80, p>0.05, 이완기 혈압; F=0.29, 

p>0.05, 맥박 F=0.00, p>0.0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축기 혈압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증가폭이 작았는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123.8mmHg로 정상 범위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에는 115.3mmHg로 감

소하 고, 30분후 119.0mmHg, 60분후 125.0mmHg로 증가하 고,  대조군은 냉요

법 적용 전 115.0mmHg로 정상 범위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118.0mmHg으

로 증가하 다가, 30분후 112.0mmHg으로 감소하 고, 60분후 124.2mmHg로 증가

하 다. 따라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의 증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15.74, p<0.05). 

이완기 혈압은 실험군이 대조군에서 증가폭이 컸는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75.0mmHg로 정상 범위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69.6mmHg로 감소하 다

가, 30분후 71.0mmHg, 60분후 76.3mmHg로 증가하 고,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73.5mmHg로 정상 범위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73.9mmHg로 증가하 다가 

, 30분후 73.3mmHg로 감소하 다가, 60분후 75.3mmHg로 다시 증가하 다. 따라

서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이완기 혈압의 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F=4.81, p<0.05). 

 맥박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증가폭이 컸는데,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 전 75.2회/

분으로 정상 범위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66.1회/분으로 감소하 다가, 30

분후 66.9회/분, 60분후 77.6회/분으로 증가하 고, 대조군은 냉요법 적용 전 73.9

회/분으로 정상 범위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69.1회/분으로 감소하 다가, 

30분후 69.3회/분, 60분후 74.3회/분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기간 동안 모두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실험군에서 냉요법을 적용이 끝

난 직후에 맥박의 감소폭이 대조군보다 컸지만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에 맥

박의 증가폭이 대조군보다 컸다(F=10.5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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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실험군은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이 

감소하 다가 60분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대조군은 냉요법이 끝난 직

후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증가하 다가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후에 

감소하 고, 60분후에 다시 증가하 으며, 맥박은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에 감소

하 다가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 적용이 통증관련 지수들에 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측정값들이 모두 정상범위 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차성 자연기흉환자에서 냉요법 적용이 흉관삽입 후 통증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 으며, 연구결과와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통증감각은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평균점수

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냉요법이 통증감각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는 시간과 지속시

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평균점수가 감소하는 통증감각은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고 30분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 지만 대조군보다 증가폭이 작았고, 60분후부터는 대조군과 비슷하거나 더 

큰 폭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 다.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후에 평균점수가 감소

하는 통증감각은 ‘쏘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고 60분후에 대조군과 

비슷한 폭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 다.  따라서 냉요법 적용이 흉관삽입 후 통증

감각을 덜 아프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부터 감소효과가 있으며 30분후까지 효과가 지속되다가 60분후부터 효과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증강도는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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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평균점수가 실험군은 0.20점 그리

고 대조군은 1.08점으로 약 5배 차이가 났고, 30분후 실험군은 0.47점 그리고 대조

군은 1.07점으로 약 2배정도 차이가 났으며, 60분후에는 오히려 실험군 1.26점 그

리고 대조군 0.47점으로 실험군이 2배정도 증가폭이 컸다. 따라서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에 통증강도를 미치는 효과가 컸고 이후 감소하다가 60분후에는 냉요법

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냉요법을 적용하여 통증과 진통제의 사용을 감소시킨 연구결과(강현숙, 

1995 ; 임난 , 1995 ; 한태륜, 이춘기 및 이건재, 1986 ; 남혜경, 1991 ; 유연자 , 

1991; 신현정, 1998 ; Melzack & Bently, 1983 ; Brandner & Bromley , 1996)들과 

일치하 고 흉관삽입 후 통증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냉요법을 적용이 끝난 직후부터 통증이 감소하 고 30분까지 효과가 어

느정도 지속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60분후 효과가 크게 떨어졌지만 대조군에 

비해서 통증감각과 통증강도의 평균점수가 작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로 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대조군에서 8명이 연구를 마친 후 1-2시간 뒤에 진통제를 요구

하 으나 실험군에서는 진통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남혜경 등(1991)이 얼음

주머니를 이용한 회음부불편감 완화정도를 연구한 결과에서 처치 후 30분에서 2

시간까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또한 신현정(1998)은 

분만 직후부터 냉요법을 3시간 간격으로 3회 반복 적용하여 통증을 감소시켰고, 

치유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냉요법을 30분 

동안 1회 적용하 으나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부터 냉요법의 효과가 없어지

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에 냉요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는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냉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

조군에서 통증의 증가와 관련 없이 실험군에서 감소를 보이는 시기와 대조군에서 

감소를 보이는 시기가 있어 냉요법이 급성통증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에 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측정값들이 모두 정상 범위로 임상

적으로 의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이는 불안이 생리적 지수에 미치는 향 

때문일 것이다(황애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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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유사 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non-equivalent control group) 전․

후 시차설계로 연구자가 직접 냉요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직접 수집하 으며 통증

감각과 통증강도는 대상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하 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동

안 실내온도, 계절, 체온의 변화, 불안, 주위 환경(보호자, 소음), 이동시 흉관의 움

직임 제한 등이 통제되지 못 하 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온도이므로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실내온도와 체온의 변화를 측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계

절에 따라 동등하게 배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냉요법이 흉관삽입 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한  유

사 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non-equivalent control group) 전․후 시차설계이

다. 연구 기간은  200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고, 연구 대상자는 수원 소

재, A 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일차성 자연기흉진단을 받고 흉관을 삽입한 

환자로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총 30명이었다. 

 통증감각은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한 S-F MPQ로 측정하 고, 통

증강도는 시각적 상사척도인 VAS(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하 다. 그리고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을 측정하 다. 

 연구절차는 응급실에서 흉관을 삽입하기 전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다. 이후 대조군과 실험군은 

흉관삽입 30분후 사전조사가 이루어졌고, 실험군의 경우 냉요법을 30분간 적용하

다. 냉요법이 끝난 직후와 냉요법 적용적용이 끝난 30분후, 60분후에 각 각 통증

감각과 통증강도, 혈압과 맥박을 총4회 측정하 다. 대조군은 처치 없이 측정만 하

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흉관삽입으로 인한 통증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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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전에 진통제투약과 국소마취를 시행하 다. 

 자료분석은 SPSSWIN 11.0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

증은 χ2-test로 검증하 으며, 냉요법이 흉관삽입 후 통증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가설검증은 반복측정 자료에 대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으로 검증하 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구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BMI, 삽입의사, 삽입부위와 통

증감각, 통증강도 그리고 통증관련 생리적 지수인 혈압과 맥박에 대한 동질성 검

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인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

감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 통증감각은 ‘칼로 찌

르듯이 아프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감각의 강도

가 낮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감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냉요

법 적용이 끝난 직후 통증감각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통증감각은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고, 냉요법 적용

이 끝난 30분후 통증감각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통증감각은 ‘쏘듯이 아프다’와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다. 그러나 냉요법 적용이 끝난 60분후 ‘쿡쿡 쑤신다’, ‘쏘

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쓰라리다.’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감각점

수 증가폭이 비슷하 고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

면 아프다’는 통증감각점수의 증가폭이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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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가설인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자는 통증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냉요법 적용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강도가 낮았다(F=4.23, p<0.05).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

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7.54, p<0.00). 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점수의 증가폭이 작았는데,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실험군은 0.2점, 대조군

은 1.06점 증가하여 5배로 작았고, 30분후 실험군은 0.47점, 대조군은 1.07점 증가

하여 2배로 작았다. 그러나 60분후에는 실험군이 1.26점, 대조군이 0.47점 증가하여 

실험군이 2배로 더 커졌다. 

3) 제 3가설인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실시한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환자는 수축

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냉요법 적용 전․후 생리적 지수의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측정값들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냉요법을 적용한 

경우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 통증감각은 느끼는 정도가 

냉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하 다. 또한 냉요법 적용이 끝난 직후  ‘쓰라

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누르면 아프다’와 같은 

통증감각이 감소하 고, 냉요법 적용이 끝난 30분후 ‘쏘듯이 아프다’와 ‘칼로 찌르

듯이 아프다’ 와 같은 통증감각이 감소하여 덜 아프게 지각하 다. 또한 냉요법은 

통증강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증감각과 통증강도에서 냉요법 적

용이 끝난 60분후부터는 냉요법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에서 흉관삽입 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법으로써 냉

요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으나, 냉요법의 간호중재 

효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상자수를 늘리고, 냉요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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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흉관삽입술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추후 

간호연구의 방향과 간호 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연구 대상자의 수를 늘려 동일한 도구와 중재법을 이용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  

 다. 

2) 흉관삽입 후 냉요법 적용을 30분씩 60분마다 3회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통증감  

 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3) 흉관배액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과 흉관제거시에도 냉요법을 적용하여 통증감  

 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4) 흉부수술 후 흉관배액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냉요법을 적용하여  

 통증을 감소시켜 폐합병증, 수면방해, 활동량 제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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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설문지: 실험군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흉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

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하께서는 흉관삽입 후 냉요법을 제공받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몇 가지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비

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

                             정 미 올림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서명:             )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 경우 뒷장으로 넘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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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설문지: 대조군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흉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

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귀하께서는 몇 가지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귀하께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며 실험 동안에 그만 두실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비

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

                             정 미 올림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서명:             )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 경우 뒷장으로 넘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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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1) 일반적 사항 측정도구

<일반적 사항>

이름:                 ID:          

진단명:                  

결혼: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나이: 만        세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삽입의사:            

삽입부위: Rt        Lt      

Tramadoe 1a 투약시간 :                    

흉관 삽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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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 통증감각측정(S-F MPQ) & 통증강도(VAS) 

          & 생리적 지수 측정도구

 월    일      시     분     흉관삽입 후     분 

진통제 투약/시간                      장소:          

<주관적 통증>

1. 흉관삽입 후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귀하

가 느끼고 있는 통증감각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아래의 직선은 통증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귀하가 현재 느끼시

는 통증의 정도를 선상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보 통                  가장

통증이 없다.                                  심한 통증이다.

<객관적 통증 자료>

맥박 :             혈압:              

없다. 약하다. 보통이다. 심하다.

쿡쿡 쑤신다.

쏘듯이 아프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쓰라리다.

꽉 쥐듯이 아프다.

꽉 무는 듯 아프다.

따끔하고 화끈거린다.

쑤신다.

찌뿌드드하다.

누르면 아프다.

터질 듯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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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험처치 도구

 대상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젤타입의 얼음주머니를 흉관이 

삽입된 부위 윗부분과 겨드랑이 사이에 30분간 적용한다. 

1. 얼음주머니 만들기: 젤타입

 재료: 500cc N/S(normal saline) bag, 70% alcohol, 50cc 주사기

 

 

 얼음주머니는 굴곡이 있는 피부표면에 일정하게 착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젤타

입으로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N/S500cc bag에서 200cc를 빼고 알코올 100cc를 

섞어 총 300cc로된 완전히 얼지 않은 젤타입의 얼음주머니를 사용한다. 즉 

N/S200cc + alcohol 100cc를 혼합하여 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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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음주머니 적용방법

 젤타입의 얼음주머니를 그대로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얼음주머니를 면으로 만든 끈이 달린 주머니형식의 싸개에 넣어 피부에 직접 닿

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피부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싸개는  얼음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와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팔이 닿는 면

은 0.5cm 두께의 패드를 대어 체온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 다. 그리고  30분동

안 계속적으로 피부에 고정시켜야 하므로 어깨에 고정할 수 있는 탈부착식 끈을 

달았다.

 

*얼음주머니를 대어주기 전에 대상자에게 다음을 설명하여 준다.

   1) 많은 환자들이 얼음사용을 꺼려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표현한다. 

2) 얼음이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3) 적절한 얼음주머니 사용방법을 제시한다.

5) 초기에는 피부에 홍반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피부의 히스타민  

  반응에 기인된 것이므로 피부자극에 의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6) 10분간의 얼음주머니 적용 후 둔감, 창백과 혈관이완이 교대로 나타나거나  

  떨림이 있을 때 얼음주머니 적용을 그치면 조직손상을 막을 수 있음을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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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ld therapy on pain in patients

              with chest tube insertion

                                     

                                         Jung, Young Mi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ain related to chest tube is a major problem during chest tube drainage but 

there are no guidelines to manage this problem except give analgesic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ld therapy on pain in 

patients with chest tube. 

 A quasi-experiment, non-synchronized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was 

used to test the effects of cold therapy on pain in patients with chest tube. 

Thirty patients undergoing chest tube insertion for treatment of primary 

pneumothorax  from February 1 through November 30, 2003 at one university 

hospital participated in the study. Fifteen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maining patients(15) to the control group.

 The instrument used to measure pain sensation was a modified S-F MPQ 

done by the researcher. For pain intensity the VAS was use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were measured as indicators of 

physiological reaction to pain.

 The pretest data were obtained 30 minutes after chest tube insertion.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only, received cold therapy for 30 minutes.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any therapy. The posttest dat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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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at three points, right after the cold therapy was finished, 30 minutes 

after the cold therapy and 60 minutes after the cold therapy.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χ2-test, Cronbach's alpha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the SPSSWIN1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Hypothesis 1, that 'there will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ain sensation level after chest tube insertion' was supported. 

 The pain sensation level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or pain that was 'stabbing', 'aching' and 

'tender'.  The pain sensation level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right 

after that cold therapy was finished for pain that was 'sharp,' 'cramping', 

'hot-burning', 'aching' and 'tender'. The pain sensation level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at 30 minutes after cold therapy for pain that 

was 'shooting', 'stabbing'. At 60 minutes after cold therapy, the pain sensation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the same as, or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2. Hypothesis 2, that 'there will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ain intensity level after chest tube insertion' was supported. 

 The pain intensity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4.23, p<0.05). 

 The pain intensity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right after cold therapy was finished. The pain intensity level 

increased by 0.2 poi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06 points in the control 

group. At 30 minutes after cold therapy, it was 0.47 poi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07 points in the control group. At 60 minutes after col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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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in intensity level had increased by 1.26 poi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only 0.47 points in the control group.

3. Hypothesis 3, that 'there will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hysiological indicators of pain (systolic,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after chest tube insertion was not suppor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ld therapy can be effective for pain 

in patients with chest tube insertion. Therefore, cold therapy could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relieving pain related to 

chest tube.

 A larger patient population is required for the current findings to be applied 

to the general popula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ld therapy applied repeatedly.

Key words : cold therapy, chest tube insertion, p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