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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작년 10년지기 친구의 석사학위 논문 감사의 글을 읽으며 힘들었던 과정이 고스란

히 느껴지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험난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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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문의 발전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해 주신 그 외 모든 연세대학

교 간호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간호학문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연구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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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세브란스병원 간호국과 응급실 강정애, 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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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선생님, 빠른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일산병원 간호국 박현희 파트장님과 응급

실 파트장님, 삼성병원 간호국과 응급실 파트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

엇보다 바쁘고 힘든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연구참여에 동의해

주신 간호사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안 맞아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신 많은 응급실 선배들,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준 응급실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석사과정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큰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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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마음을 전하며, 자기 일처럼 나서서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던 병원동기 자영이와 대

우선생님, 강남 세브란스에 지혜선생님, 심적으로 큰 힘이 되어 준 보경이와 용미 모

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글에 일일이 다 적지 못

하였지만 항상 저에게 힘이 되고 응원해 주던 친구들과 선, 후배 모두에게 고맙고, 항

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딸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어린 손녀, 손자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멀리 계시지만 항상 마음으

로 든든히 응원해주시는 시아버님, 항상 자기개발에 열심이어서 나의 모토가 되는 사

랑하는 나의 언니와 형부,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카 유림이, 새언니로서의 도리를

잘 하지 못해도 늘 이해해 주며 고맙다고 하시는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깊은 사랑 언제나 기억하고 보답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고 아내와 엄마로서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

며 누구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랑하는 남편 상훈씨와 늘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사랑스러운 우리 딸 윤서, 뱃속에서부터 탄생까지 엄마 학업과 함께 하느라

힘들었을 우리 아들 윤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사

랑한다고 고백합니다.

2013년 6월

연구자 박 소 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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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의 관계

본 연구는 소아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 통증관리 지식과 장애요인 및 수행

정도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은 2014년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 3개 대학병원과 경기도 1개 대학병원의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서

울시 1개 병원의 소아 응급실 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자료분석은 SPSS window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내

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는 평균 29.1세로 여자가(86.2%), 결혼상태는 미혼이(70.8%), 교육수준은 4년

제 간호학과 졸업이(76.9%) 대부분이었고, 총 임상실무 경력의 평균은 5.3년, 응급

실 근무경력은 평균 4.4년, 소아응급실 근무경력은 평균 2.8년이었다. 간호사의

27.7%만이 아동 통증관련 교육받은 경험이 있었고, 자가 보고한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이었고,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8.0점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2.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은 총점 29점 만점에 평균 16.8점으로 57.9%의 정답률

을 보였다. 하부영역에서는 통증관리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의 정답률이 73.8%로 가

장 높았고, 비약물중재 지식의 정답률이 40.0%로 가장 낮았다.

3. 간호사의 통증관리의 장애요인은 10점 만점에 5.1±2.2으로 중간 정도의 장애 요인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통증관리 수행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7±0.4점으로, 하부 영역별로 보면 통증

평가 수행이 평균 2.8±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증사정 수행(2.7±0.5), 통증중재

수행(2.5±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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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차이는 여자 간호사가(17.1±3.1) 남자

간호사보다(14.5±4.4) 유의하게 높았고, 석사과정 이상인 간호사가(18.7±3.4)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15.1±4.2) 높았다. 장애요인의 차이는 석사과정 이상

인 간호사가(5.9±1.4)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5.0±1.3) 높았고, 간호사의 스

트레스 수준은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53)를 보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요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수행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6. 통증관리 지식과 장애요인 및 통증관리 수행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7.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아동 통증관리 장

애요인은 통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의

사의 처방,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부족, 의사들의 통증에 대한 인식부족,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약물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인식, 약물처방의 어려

움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사들이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진

시켜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으며 협력부

서와의 의사소통 및 업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하였

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보호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

다. 그러므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아동의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제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을 증진 시

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응급실 간호사,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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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 평균 약 75만 여명의 아동이 응급

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31.2%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응급실 방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응급실을 내원하는 아동의 주호소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발열이고

그 다음으로 열상, 구토, 복통 및 복부 불편감, 기침, 사지통증, 팽만, 피부발진, 경련의

순이다(전혜진, 2007). ‘복통’ 이나 ‘사지통증’ 은 물론이고 ‘발열’과 ‘외상’ 등의 주호소

역시 통증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많은 아동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통증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통증 사정이 어렵다.

또한, 응급실에서는 투여되는 약물로 인해 진단을 위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과 약물 부작용 및 중독에 대한 가능성, 공간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아동의 통증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Cramton & Gruchala, 2012; Drendel, Kelly

& Ali, 2011).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통증은 아동의 안위 및 회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

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구현영, 박호란 & 인정혜, 2007) 통

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통증을 가진 아동의 70∼90%가 적절한 중재를 통해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보건복지부, 2004), 효과적인 통증관리는 입원으로 인한 정서적인 상

해를 감소시키며, 감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윤혜봉, 2002). 그러므

로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이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

할 때 즉각적인 통증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응급실의 의료팀 중에서도 간호사는 아동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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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통해 통증을 발견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

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아동의 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Cramton & Gruchala, 2012; Drendel, 2011), 이러한 부적절한 통증관리의 주요 원인

이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부족이라고 하였다(김복희, 2009; 노인숙 & 오진아,

2011; Bernardi et al., 2007; Manworren, 2007). 신희선과 김동희(2003) 연구에 의하면

통증사정도구를 알고 활용하는 간호사는 19.8%에 불과하였고, Harison 등(2006)에 의

하면 규칙적으로 통증척도를 사용하여 통증을 사정하는 의료기관은 6%정도이며, 15%

에서만이 통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통증척

도를 사용한 체계적인 통증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Czarnecki 등(2011)과 Vincent(2005)는

의사들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약물처방이라 하였고, 노인숙(2010) 연구에서는 수시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간호조직에서의 표준화된

통증사정 및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각각 의료진 요인과 간호 조직적 요인

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May, 2009; Huth et al., 2010)이나 구체적인 가

이드라인 제시(Williams et al., 2012)등으로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증가 시킬 수 있고, 표준화된 통증 사정 방법으로 적절한 통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

인 통증관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 통증관리의

연구는 성인 환자에게 국한되어 있거나(소정원, 2011; 이신혜, 2009; 탁효희 & 김계하,

2012; 황하선, 2007), 암 환자의 만성 통증을 다룬 연구(김건하, 2014; 박희정, 2012; 손

호정, 2009; 원영화, 2012; 유희정, 2010; 최소영, 2004)가 대부분이고 아동의 급성통증

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중재 연구(구현영 등, 2007; 성미혜, 고승희, 임보람, 정미선, &

김진경, 2013; 안세나, 2011; 조수미, 2012)여서 응급실에서의 아동의 급성 통증관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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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의 통증 호소가 많고 신속하게 적절한 통증관리가 제공되어

야 하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지식과 장애요인, 통증관

리 수행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응급실 아동의 통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증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아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통증관리의 장애

요인 및 통증관리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의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간호사의 통증관리의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의 장애요인을 파

악한다.

3. 용어 정의

1) 통증관리 지식

a. 이론적 정의– 통증관리 지식은 통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 통증

의 특성, 통증사정, 통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말한다(최소영, 2004).

b.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anworren(2001)이 개발한 Pediatric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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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nd Attitudes Survey regarding Pain(PNKAS)을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2) 통증관리 장애요인

a. 이론적 정의– 통증관리 장애요인은 통증관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원인으

로, 시설이나 물자의 부족, 유용성, 비용, 시간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자신의 지식부족, 기술이나 동기부여 결여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의미

한다(최명애 & 이인숙, 1997).

b.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Vincent(2005) 도구를 수정 보완한 Czarmecki., et

al.(2011) 의 Modified Barriers to Optimal Pain Management를 사용하여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3) 통증관리 수행

a. 이론적 정의- 통증관리 수행은 통증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간호사가

통증을 사정, 중재,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김복희, 2009).

b.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암성통증관리 지침 권고안(2008)

을 중심으로 조은경(2010)이 개발한 도구를 아동의 통증관리 상황에 맞게 수

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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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아동의 통증관리

통증은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다(전혜진, 2007). 아동

의 통증반응은 언어, 행동, 생리적인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며(윤혜봉, 2002; 정

준희, 2009), 불안, 슬픔, 공포, 분리감과 같은 정서를 동반하기도 한다(이재현, 2005;

Rheingans, 2008). 또한, 통증에 대한 아동의 통증표현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김경운, 2012; 이재현, 2005) 의료진은 아동이 통증을 호소할 때 발달단계

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은 보통 성인과 같은 임상적 판단을 하게 되지만 성인의 축소

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영혜, 이내영 & 하재현, 2010).

아동의 통증은 성인에 비해 양상이나 징후가 불분명하고 의사소통이 힘들어 초기사정

이 힘들고, 통증관리를 위해 정맥을 확보하거나 다른 중재를 해야 할 때 성인보다 시

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Thomas, 2002). 또한 적절히 중재되지 않은 통증은 아동

의 안위 및 회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구현영 등, 2007) 조기에 성공적인 통증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통증관리는 아동의 회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합병증을 예방하

며,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Kazuo, 2002). 성공적인 통증조절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료진과의 긍정적인 관

계형성이 필요한데,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Piskosz, 2007).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급하게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낯선 환경과 치료과정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아동의 공포스러

운 경험은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김영혜 등, 2010). 또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진료를 위한 처치나 중재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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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이 간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Piskosz, 2007).

이와 같이 아동의 통증은 성인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관리하기도 어

렵다. 특히 준비과정을 거치고, 안정된 환경의 입원실에 비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소아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의 경우 더욱 통증관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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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통증관리 지식

통증은 대상자가 아프다고 하는 그 자체이며,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존재하는 것이

다(McCaffery et al., 2002). 이는 간호사가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호소하는 통증 그대

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통증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통증을 경험하는 아동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아동의 통증을 성

공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증 중재 후 통증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이신혜, 2009). 그러나 임상

에서 아동의 통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간호

사의 지식부족 때문이라고 지적되어왔다(김복희, 2009; 신희선 & 김동희, 2003; 이선

희, 2002; 윤혜봉, 2002; Bernardi et al., 2007; Manworren, 2001; Manworren, 2007;

Vincent, 2005).

선행연구는 주로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병동 및 중환자실

등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지식을 측정한 연구에서 통증관리 지식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49.39이었고(최선일 &

최명애, 2005), 아동병동과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 통

증관리 지식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59.35점이었다(김복희, 2009). 하지만 비슷한 특성

의 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Vincent(2005) 연구에서 통증관리

지식의 평균이 76.6점이었고, Manworren(2007)의 연구에서는 66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신생아 집중치료

실이나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숙(2011) 연구의 신생아 통증

관리 지식과(100점 만점에 일반적인 지식 68.4점, 통증척도 지식 48.6점, 통증중재법

지식 75.8점), 김은정(2004) 연구의 신생아 통증관리 지식(100점 만점에 평균 통증 특

성 지식 82.1점, 통증 사정 및 중재 지식 81.7점, 약리학적 특성 및 부작용 지식 55.3

점)은 위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보다 높았다.

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외과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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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정희(2014) 연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의 평균은 100

점 만점에 72.4점, 조은경(2009) 연구에서는 74.5점으로 나타나 이 역시 아동의 통증관

리 점수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병동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이 암 환자를 간호하거나 신생아를 간호하는 간호사보다 더 낮고 외국

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약

물요법에 대한 지식과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이었다. 먼저 약물요법과 관련한 간호사

의 지식에서 간호사는 아동이 성인에 비해 약물부작용과 중독이 더 잘 나타난다고 잘

못 알고 있어 적절한 진통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amton

& Gruchala, 2012; Drendel, Kelly & Ali, 2011; Trudeau et al., 2009). 박현애, 고명자

와 이현숙(2003)연구에서 92.1%의 간호사가 WHO의 3단계 진통제 사다리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Vincent와 Denyes(200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진통제

의 수시처방을 투여해야 할 때 가장 긴 간격으로 가장 적은 양을 투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영(2006)의 연구에서는 진통제 사용에 대한 지식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55점이었고, 황경희(2005) 연구에서는 52.5점으로 이는 통증관리 지식을

묻는 각각의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또한, 최선일과 최명애(2005)의 연구에서도

투약 지식의 영역이 10% 이하의 정답률로 매우 낮았다. Ellis 등(2007) 연구에 의하면,

마약성 진통제 투여시 중독 발생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간호사는 전체의 25%

이하였고, Rieman 등(200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투약용량, 마약성 진통제의 등가

량, 진통제의 적응증, 부작용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관리 지식에서 간호사들이 낮은 지식수준을 보고한 또 다른 영역이 통증사정

및 통증척도에 대한 지식이다. 강순근(2006)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척도인 숫자척도를 제외하고 그 외 다른 척도에 대해서는 지식정도와 사용여부

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아동의 통증 사정을 위해 안면척도를 가장 많

이 사용해 보았고, 숫자척도도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으나 그 외 색상척도나 포커칩

척도의 사용 경험은 적다는 김복희(2009)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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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worren(2001) 연구에서 92.1%의 간호사가 8세 이하의 아동이 자가 보고한 통증

의 강도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복희(2009) 연구에서는 아동 통증사정 지식 문항 중 8세

이하의 아동이 스스로 보고한 통증강도를 믿어야 한다는 항목의 정답률이 84.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례 문항에서는 40.9%의 간호사만이 아동이 자가 보고한

통증강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아동의 통증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통증호소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활력징후나 특별한 행

동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증사정 방법을 사

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경민 & 구현영, 2010; 이신혜, 2009).

아동의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사의 비약물 중재 지식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희(2009) 연구에서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영역 중 비약물 중재 지식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아동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환아를 위한 비약물적

간호 중재 방법을 조사한 연구에서 70%의 간호사들이 실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다

양하고 효과적인 비약물 중재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혜봉 &

조결자, 2000). 이는 김복희(2009)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아동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

해 진통제 투여를 가장 많이 적용하였고, 남미숙(200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재법이 진통제 투여로 나타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진통제 투여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요약하면, 국내 간호사들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통증 사정과 약물 중재의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통증을 경험하는 여러 발달단계의 대상자를 함께 간호해야 하는 곳의 간호사들은 암

환자나 신생아를 간호하는 간호사들 보다 더 낮은 수준의 통증관리 지식 정도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통증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

리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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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

아동 간호사의 건강관리 목표는 최적의 통증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Byrd,

Gonzales, & Parsons, 2009 ; Czarnecki et al., 2011 ; Simons & Roberson, 2002;

Vincent, 2005). 통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요인을 식별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전략과 장애요인

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Czarnecki et al., 2011). 보건복지부(2004)에서는 통증

관리 원칙에 따라 통증조절을 실시하면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70∼90%까지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의료인들은 통증관리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

을 따르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통증관리를 하고 있다(이선희, 2002).

통증관리 장애요인은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제약, 법적 규제나 비용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과 환자의 통증보고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무관심이나 신뢰부

족, 통증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능력이나 지식 부족 등과 같은 의료진 측면,

아동 환자나 보호자의 통증조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 등의 환자 측면으로 크

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Raj, Steigerwald & Esser, 2003).

제도적 측면에서는 마약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법규로 마약사용을

통제하고 있어 통증조절을 위해 필요할 때 환자들이 원활하게 약물을 공급받지 못하

거나 의료진들이 처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김승옥, 2006; 김혜경 등, 2006; 서정

주, 2011). 또한 진통제의 의료보험 혜택 제한이 많고, 환자들이 전문적으로 통증완화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약국과 절차상의 문제 등

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통증조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변정선, 2013; 서정

주, 2011). 암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통증조절 장애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가

인지한 통증조절 장애요인은 통증조절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 마약성 진통제의 엄격한 관리 규정이 높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변정선,

2013).

다음으로 의료진 측면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의료진의 진통제 중독이나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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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나친 걱정(김희진, 2012; Vincent, 2005), 진통제의 용량과 약리기전 및 효과지

속 시간 등에 대한 지식부족(김복희, 2009; Rieman et al., 2007), 통증조절에 대한 의

료진의 우선순위가 낮음(Czarnecki et al., 2011), 아동이 호소하는 통증 정도를 과소평

가 하거나 통증조절을 위한 시간부족 등(김은정, 2004; Ely, 2001)이 주요 장애요인으

로 여겨지고 있다. 간호사는 마약성 진통제 투약시 31%가 주저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부작용과 내성, 중독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나타났다(김희진, 2012). 또한 간호

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부족과 함께 간호사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을 장애요

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Simons & Roberson, 2002), 김은정(2004) 연구에서 가장 높

은 장애요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였고, 그 다음이 ‘처방이 없어서’였다. 반면 김복

희(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확한 통증 표현이 가장 높은 장애요인이었고, 시간

부족이 가장 낮은 장애요인으로 보고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선희(2003)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수시처방 진통제를 투여할 때 25%의 간호사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즉시 투여한다고 하였고, 3-5회 호소시 투여한다는 경우도 2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수시처방난 진통제를 2회 통증 호소시 투여한다고 응

답하여 수시 처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방에 따른 진통제 투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진영, 2006; 전명희 등, 2006; 황하선, 2007).

마지막으로 환자측면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환자 스스로가 질병에는 당연히 통증

이 수반된다는 운명론적 태도, 진통제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은 후에 투약 되어야

한다는 생각, 진통제의 부작용과 내성, 중독에 대한 염려, 주사에 대한 공포, 좋은 환

자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증보고와 진통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고

하였다(곽경숙, 천성호, 이경희 & 하정옥, 2006; 변정선, 2013). Ely(2001)연구에서 진

통제 사용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보고되었고, Vincent(2005)연구

에서는 아동이 통증을 보고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며 부모들은

아동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말기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마약

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가 말기 암환자는 통

증이 있을 때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고,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질환이 더 나빠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이 강하므로 말기 암환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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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진통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타나났다(장선희, 200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대부분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아동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통증조절을 통해 효과적으

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한 통증

관리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통증조절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연구들

에서 지적된 통증관리 장애요인으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의료보험의

제한,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제도적인 측면과 시간 부족, 의사 처방

부족, 간호사의 지식과 능력부족, 간호사의 진통제의 내성과 부작용, 중독에 대한 두

려움 등의 의료진 측면, 환자나 보호자의 진통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된 환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암성 통증을 관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몇몇의 연구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응급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통증관리 장애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

므로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의 통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

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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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통증관리 수행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리는 경고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통증을 가볍게 여

기고 그대로 두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Krap et

al., 2006). 그러므로 조기에 정확한 통증 사정과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고 중재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펴보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은경, 2010). 이경

식(2005)은 이러한 통증평가가 통증의 특성, 강도, 통증부위, 시간적 양상, 관련요인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통증의 특성은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되

도록이면 환자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며 간호사는 이를 그대로 기록해야 한

다고 하였고,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완화요인과 악화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통증의 부위는 여러 곳일 수 있으므로 환자가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통증의 강도

는 치료방법이나 약물의 용량 등을 결정하므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도구

를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통증은 가족적 요소, 상황적 요소, 불안, 공포 등의 정서적 요소에 의해 영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동의 통증을 사정하고 중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이 있다(이재현, 2005; Rheingans, 2008). 또한 아동의 언어적 통증 호소만으로는 정

확한 통증사정이 어려우므로(이분심 & 권인수, 2005; 조결자 등, 2005) 아동이 통증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간호사가 이해하기 쉬우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타당

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Treadwell, Frenck & Vichnsky, 2002). 아동의 통

증 사정은 아동의 자가보고, 보호자나 의료진에 의한 보고, 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인

한 행동반응 관찰에 의한 측정, 생리적 반응의 측정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Deborah, 2004; Ellis et al, 2007).

이처럼 효율적인 아동 통증관리를 위해서 통증을 정확하게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와 지식부족으로 인해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강순근, 2006; 신희선 & 김동희, 2003; Harison et al, 2006). 임상병동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증관리 수행실태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06으로

‘대체로 한다’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증 초기 평가시



- 14 -

환자가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에 x표를 하게 한다’가 2.25

점으로 가장 낮았다(탁효희 & 김계하,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은경(2009)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통증관리 수행실태의

전체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03점이었으나 하위 영역으로 살펴보면 통증사정 수행

이 4점 만점에 2.91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아 응급실에 내

원한 아동이 응급실에서 일상적으로 통증 사정을 받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였으며,

52.6%의 간호사가 통증사정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ante et al.,

2013).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통증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통증관리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통증 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로 통증관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동의 통증을 정확하게 사정하고 나면,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약물요법과 비

약물요법을 포함한 적절한 간호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조결자 등, 2005). 비약물요법

은 약물요법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간호중재로 효과적일 수 있고, 다양한 경우에 적용

할 수 있으며(윤혜봉, 2002), 특히나 통증과 함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에게

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Ramponi, 2009). 통증관리 중재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적용하는 중재법은 진통제 투

여였다(김복희,2009; 남미숙, 2004; 박인순, 2003). 반면 비약물요법은 관심전환, 마사

지, 유도심상법, 열이나 냉요법, 치료적 접촉, 정보제공, 생리적 회환법, 이완술, 최면술

등이 있는데(서문자 등, 2005), 이 중에서 간호사가 적용해 본 비약물요법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복희(2009) 연구에서는 정서적지지, 치료적 접촉, 냉온 요법 적용

순이였고, 남미숙(2003) 연구에서는 냉온 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

으로 정보제공 및 교육, 위약 사용이 높은 적용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위의 두

연구에서 모두 음악용법, 이완요법, 심상요법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에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재법 중 하나인 이러한 이

완요법이나, 음악요법, 마사지, 전환요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재 후 그 효

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각, 청각, 촉각 자극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관심전환요법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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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사시 아동의 통증과 불안을 조절하는데 유의한 중재임이 밝혀졌고(구현영 등,

2007; 김묘진 등, 2006; 임정희 & 신영희, 2007; Murphy, 2009), 음악 감상이 영아 예

방접종 시 통증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홍미진, 2012). 또한, Wood(2009)의 연구

에서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정보제공과 이완술 교육을 간호중재로

제공한 결과 증상이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음악이나 이완요법, 관심전환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신혜(2009) 연구에서는 통증관리 교육을 제공한 실험군에 있어서 교육

후 2차 측정시 이완요법이나 정보제공 및 교육, 전환요법, 지지적 접촉, 치료적 접촉

의 중재행위가 교육 전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였고 진통제 투여가 여전히 높은 순위

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간호사들이 통증해결 방법으로 진통제 투여에 대부

분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진통제 투여를 제외하고 임상에서 다양한 통증중

재행위를 실시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 16 -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 통증관리의 지식과 장애요인 및 통

증관리 수행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소아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경험을 기술

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소아 응급실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4개 종합병원의 소아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

석에 필요한 α=.05, 효과 크기 중간정도 .25, power 1-β=.80으로 표본수를 산출한 결

과 최소 표본 크기는 120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수율을 고려하여 135명을 목표로

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37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분석에는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하고 130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b.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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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S병원 대상자 중 아동 통증관리 수

행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6명의 일반 간호사를 목적적 표본 추출하였다. 대상자

를 일반 간호사로 제한한 이유는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솔직한 대화를 이

끌어 내기 위함이다.

3. 연구 도구

1) 통증관리 지식

아동 통증관리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Manworren(2001)이 개발한 Pediatric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Survey regarding Pain(PNKA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이며, 일반적 지식, 통증사정 지식, 약물중재 지식, 비약물 중재

지식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와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1인이 함께 해석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동 전문간호사, 응급실 교육전담 간호사, 응급실 수간호사, 응

급실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대 교수 각 1인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

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가 .80 이하이면서 만성 암성 통증에 관한 4문

항, 우리나라 응급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물에 대한 5문항, 응급실 상황에 맞지 않은

2문항의 총 11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중 진위 구

분형이 19문항, 다지선다형이 10문항이었으며, 하부항목으로는 일반적 지식의 8문항,

통증사정 지식의 7문항, 약물중재 지식의 12문항, 비약물중재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측정하며 점수의 가능범위는 0점에서 2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NKAS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2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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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경민과 구현영(2010)연구에서

Cronbach's α=.49, 이재현(2005)연구에서 .60과 비슷한 결과인데, 문항 대부분이 이분

형 응답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통증관리 장애요인

아동 통증관리의 장애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Vincent(2005) 도구를 수정 보완한

Czarmecki et al(2011) 의 Modified Barriers to Optimal Pain Management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와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1인이 함께 해석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동 전문간호사, 응급실 교육전담 간호사, 응급실 수간호사, 응

급실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대 교수 각 1인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

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가 .80이하인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문항별 점수는 10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 가능 범위는 0점에서 190으

로 총점이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였다.

3) 통증관리 수행

아동 통증관리 수행은 보건복지부의 암성통증 관리 지침 권고안(2008)을 기초하여

개발한 조은경(2009)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증사정 수행 9문항, 통증중재 7

문항, 통증평가 수행 5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의 Likert 척도를 사

용하여 ‘거의 하지 않는다’ 1점, ‘항상한다’ 4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실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동 전문간호사, 응급실 교육전담

간호사, 응급실 수간호사, 응급실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대 교수 각 1인으로 구성된 5

명의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조사하여 응급실 아동의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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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종적으로 응급실에서 아동에게 사용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2문항,

불응성 암성통증에 대한 2문항, PCA에 대한 2문항을 제외한 통증사정 수행 8문항, 통

증중재 수행 4문항, 통증평가 수행 3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4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거의 하지 않는다’ 1점, ‘항상한다’ 4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

가능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h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4였다.

4)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자녀유무, 학력, 간호사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소아

응급실 근무경력 등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 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과 교육 횟수,

교육 내용과 대상자가 평소에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질문

을 포함하였다. 건강상태와 스트레스는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S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4-2014-0102)의 연구승인

을 받았으며, 2014년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1) 설문조사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병원의 간호국과 해당 병동 파트장에

게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진행 협조 및 승인을 얻은 후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 이득, 기밀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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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

자에게는 1500원 상당의 볼펜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

S병원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 중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6명

을 목적적으로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유지, 자발적 참여, 자료수집 방법

(녹음과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는 1회에 걸쳐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장소는 조용하고 대상자들이 익숙한 기

관의 회의실을 이용하였다.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가 소요 되었으며 인터뷰 후 5000

원 상당의 커피 교환 쿠폰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체적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시간 질문유형 질문내용

5~10분 도입질문

오늘은 아동의 통증관리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70분 주요질문

아동의 통증관리를 하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

이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동 통증관리를 위해 개선되

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0분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 아동의 통증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

셨는데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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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작과 함께 2대의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음을 진행하였고, 주요 인터뷰 내

용은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모든 내용은 연구자가 전사하였으며, 각

대상자에게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1) 설문조사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21.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b.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

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실시하였다.

c.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방법

인터뷰 내용은 서술적인 자료를 주제와 주요 개념에 따라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

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Polit & Beck, 2012). 연구자는 녹

음된 파일과 기록,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중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

하여 비교, 분류 하고 주요 내용과 범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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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대상자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나이, 성별, 결혼 상태, 자녀유무, 학력, 근무 경력, 교육 경험)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의 자발

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터뷰 내용의 전사 시 각 대상자를 코드번호로 구분

하였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코딩된 자료와 설문지, 필

사 자료, 음성파일은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파일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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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전체 응답자 130명 중 여자가

112명(86.2%)으로 대부분이었고, 92명(70.8%)가 미혼이었다. 평균연령은 29.1±4.4세로,

26-30세가 61명(46.9%)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이 19명

(14.6%), 간호학과 졸업이 100명(76.9%), 석사과정 이상이 11명(8.5%) 이었다. 총 임상

실무 경력은 평균 5.3±4.6년이었고 6년 이상이 49명(37.7%)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근

무경력은 평균 4.4±3.7년, 소아 응급실 근무경력은 평균 2.8±3.2년으로 두 변수에서 모

두 1년 이상 3년 미만인 대상자가 각각 40명(30.8%), 45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통증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4명(72.3%)로 대부분이었고,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대상

자 중에서 단지 9.2%였다.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6.9±2.0점으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8.0±1.8점으로 평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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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 130 )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21-25 28(21.5) 29.1±4.4세

26-30 61(46.9)

31-35 30(23.1)

35세 이상 11(8.5)

성별 남자 18(13.8)

여자 112(86.2)

결혼상태 미혼 92(70.8)

기혼 38(29.2)

자녀유무＊ (n=38) 있음 26(68.4)

없음 12(31.6)

교육수준 간호대학(3년제) 졸업 19(14.6)

간호학과(대학) 졸업 100(76.9)

석사과정 이상 11(8.5)

총 임상 경력 1년 미만 10(7.7) 5.3±4.6년

1년-3년 미만 34(26.2)

3-6년 미만 37(28.5)

6년 이상 49(37.7)

응급실 경력 1년 미만 11(8.5) 4.4±3.7년

1년-3년 미만 40(30.8)

3-6년 미만 38(29.2)

6년 이상 41(31.5)

소아 응급실 경력 1년 미만 36(27.7) 2.8±3.2년

1년-3년 미만 45(34.6)

3-6년 미만 25(19.2)

6년 이상 24(18.5)

＊결혼상태가 ‘기혼’인 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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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 N= 130 )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아동 통증관련 없음 94(72.3)

교육을 받은 경험 있음 36(27.7)

교육 받은 횟수 (n=36) 1-2회 24(66.7)

3회 이상 12(33.3)

건강상태(범위 0-10) 6.9±2.0

스트레스 수준(범위 0-10) 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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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통증관리 지식

아동 통증관리 지식은 일반적 지식, 통증사정 지식, 약물중재 지식, 비약물중재 지

식의 4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평균은 29점

만점에 16.8±3.4점이었다. 하부영역에서 일반적인 지식이 8점 만점에 5.9±1.2점으로 가

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73.8%), 비약물중재 지식이 2점 만점에 0.8±0.6점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40.0%).

표 3.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 N= 130 )

하부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일반적 지식 8 5.9±1.2 0-8

통증사정 지식 7 4.0±1.4 0-7

약물중재 지식 12 6.2±2.0 0-12

비약물중재 지식 2 0.8±0.6 0-2

총점 29 16.8±3.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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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

간호사가 인식하는 통증관리 장애요인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1±2.2으로 중간

정도의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

( N= 130 )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범위

1
약국에서 조제된 약이 응급실에 도착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6.8±2.5 0-10

2
약국에서 약물 처방을 확인하고 조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6.6±2.6 0-10

3 통증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6.2±2.2 0-10

4 통증을 동반하는 처치 전 사전약물 처방이 불충분하다 6.2±2.0 0-10

5 의사의 처방이 부적절 하거나 불충분하다 6.1±2.1 0-10

6 나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6.1±2.0 0-10

7 의사들은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한다 5.5±2.4 0-10

8 나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5.4±2.0 0-10

9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5.4±2.4 0-10

10 의사들은 통증관리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5.3±2.5 0-10

11
나는 통증을 동반하는 처치 전 사전약물을 줄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하다
5.1±2.3 0-10

12 나는 통증관리 할 시간이 없다 4.6±2.4 0-10

13 약물의 처방이나 기록이 용이하지 않다 4.4±2.3 0-10

14 나는 중독을 제외한 약물 부작용이 걱정스럽다 4.2±2.2 0-10

15 간호사는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한다 4.0±2.3 0-10

16 나는 진통제 내성이 걱정스럽다 4.0±2.1 0-10

17 간호 관리자는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한다 3.7±2.3 0-10

18 나는 약물중독이 걱정스럽다 3.7±2.3 0-10

19 나는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한다 3.5±2.2 0-10

총점 5.1±2.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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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통증관리 수행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7±0.4점이었다. 하부 영역

별로 보면 통증평가 수행이 평균 2.8±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증사정 수행

(2.7±0.5), 통증중재 수행(2.5±0.4)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아동 통증관리 수행

( N= 130 )

하부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통증사정 수행 8 2.7±0.5

통증중재 수행 4 2.5±0.4

통증평가 수행 3 2.8±0.4

총 통증관리 수행 15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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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1)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의 지식 차이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평균은 여자 간호사가(17.1±3.1) 남자 간호사보다(14.5±4.4)

높았고, 석사과정 이상인 간호사가(18.7±3.4)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

(15.1±4.2)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가 있는 간호사가 없는 사람보

다 지식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총 임상실무 경력, 응급

실 근무경력, 소아응급실 근무경력에서 모두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의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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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의 지식 차이

( N= 130 )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r
p

(Scheffe)

연령 21-25 16.8±2.9 .457 .713

26-30 16.7±3.3

31-35 17.1±4.2

35세 이상 15.7±2.6

성별 남 14.5±4.4 -2.453 .024*

여 17.1±3.1

자녀유무 (n=38) 있음 17.2±3.9 .967 .340

없음 15.6±5.3

교육수준 간호대학(3년제)졸업a 15.1±4.2 4.529 .013*

간호학과 졸업b 16.9±3.2 (a<c)

석사과정 이상c 18.7±3.4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 16.3±3.1 .355 .785

1-3년 미만 16.7±3.5

3-6년 미만 16.5±3.1

6년 이상 17.1±3.6

응급실 근무경력 1년 미만 16.6±3.1 .367 .777

1-3년 미만 16.8±3.6

3-6년 미만 16.4±3.1

6년 이상 17.2±3.6

소아응급실 근무경력 1년 미만 16.5±3.5 1.182 .319

1-3년 미만 16.4±3.2

3-6년 미만 16.7±3.4

6년 이상 17.9±3.5

아동 통증관련 없음 16.7±3.4 .207 .814

교육경험 1-2회 17.2±3.4

3회 이상 16.7±3.4

건강상태 6.9±2.0 -.056 .530

스트레스 수준 8.0±1.8 -.010 .90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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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의 장애요인 차이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의 평균은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5.0±1.3점, 간

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가 5.0±1.1점, 석사과정 이상이 5.9±1.4점으로 학력이 높아질수

록 장애요인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Scheffe분석결과 각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수준은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53)를 보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요인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장애요인이 높았고, 총 임

상실무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소아응급실 근무경력에서 모두 6년 이상인 경우가 장

애요인이 제일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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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의 장애요인 차이

( N= 130 )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r
p

(Scheffe)

연령 21-25 4.8±1.1 1.083 .359

26-30 5.1±1.1

31-35 5.3±1.3

35세 이상 5.0±1.2

성별 남 5.0±1.3 -.181 .857

여 5.1±1.1

자녀유무 (n=38) 있음 5.1±1.2 -.639 .527

없음 5.3±0.8

교육수준 간호대학(3년제)졸업 5.0±1.3 3.086 .049*

간호학과 졸업 5.0±1.1

석사과정 이상 5.9±1.4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 4.9±1.3 .484 .694

1-3년 미만 5.0±1.1

3-6년 미만 5.0±1.2

6년 이상 5.2±1.1

응급실 근무경력 1년 미만 5.0±1.3 .645 .588

1-3년 미만 4.9±1.0

3-6년 미만 5.1±1.2

6년 이상 5.3±1.2

소아응급실 근무경력 1년 미만 4.9±1.1 1.979 .120

1-3년 미만 4.9±1.0

3-6년 미만 5.2±1.3

6년 이상 5.5±1.2

아동 통증관련 없음 5.0±1.2 1.158 .317

교육경험 1-2회 5.3±1.2

3회 이상 5.1±0.8

건강상태 6.9±2.0 -.102 .248

스트레스 수준 8.0±1.8 .253 .004**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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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수행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의 모든 변수에 따른 통증관리 수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통증관리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력이 높아질수록 통증관리 수행 정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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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의 수행의 차이

( N= 130 )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r
p

(Scheffe)

연령 21-25 2.5±0.4 .925 .431

26-30 2.7±0.3

31-35 2.6±0.4

35세 이상 2.7±0.3

성별 남 2.6±0.4 .033 .974

여 2.6±0.3

자녀유무 (n=38) 있음 2.6±0.4 -1.644 .109

없음 2.8±0.2

교육수준 간호대학(3년제)졸업 2.6±0.3 .439 .646

간호학과 졸업 2.6±0.3

석사과정 이상 2.7±0.3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 2.6±0.4 .546 .652

1-3년 미만 2.6±0.5

3-6년 미만 2.7±0.3

6년 이상 2.6±0.4

응급실 근무경력 1년 미만 2.6±0.4 .344 .794

1-3년 미만 2.6±0.3

3-6년 미만 2.7±0.3

6년 이상 2.6±0.4

소아응급실 근무경력 1년 미만 2.6±0.4 1.343 .264

1-3년 미만 2.7±0.3

3-6년 미만 2.7±0.3

6년 이상 2.6±0.3

아동 통증관련 없음 2.6±0.3 .207 .813

교육경험 1-2회 2.7±0.4

3회 이상 2.6±0.3

건강상태 6.9±2.0 .165 .061

스트레스 수준 8.0±1.8 .12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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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 b c

a. 통증관리 지식 1.00

b. 장애요인 .088 1.00

c. 통증관리 수행 .043 -.009 1.00

6.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장애요인 및 수행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 N=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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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커스그룹 인터뷰

간호사가 경험한 아동통증관리의 어려움을 기술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

자는 S병원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6명의 일반 간호사로, 일반적 특성은 <표 10>

에 제시하였다.

<표 10> 포커스그룹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호 성별 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임상경력
소아응급실 

근무경력

A 여 31 미혼 석사과정 중 8년10개월 8년10개월

B 남 30 기혼 대졸 5년10개월 4년5개월

C 여 27 미혼 석사과정 중 3년8개월 1년1개월

D 여 26 미혼 대졸 3년5개월 3년5개월

E 여 27 미혼 대졸 3년3개월 1년

F 남 30 미혼 전문대졸 1년7개월 1년7개월

내용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아동통증관리 장애요인을 16개의 내용으로 도출하고 6개

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는 다시 제도적 측면, 의료진 측면, 환자 측면의 3개 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측면은 7개의 내용과 3개의 범주, 의료진 측면은 7

개의 내용과 3개의 범주, 환자 측면은 5개의 내용과 2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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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소아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아동통증관리의 장애요인

영역 범주 내용

제도적 

측면

사회적 문제

1.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

2. 마약사용에 대한 법적 통제와 제도적 제한

3. 소아응급 전문 시설의 부족

병원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

4. 통증관리 교육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5. 응급실 환경적 문제

의료진 

측면

간호사 측면

1.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

2. 약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3. 통증사정의 어려움

4.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

5. 아동 전문간호사의 부재

의사 측면

6. 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

7.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처방

8. 권위적인 태도

환자 

측면

잘못된 인식
1.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

2. 인내를 강요받음

보호자 측면 3. 보호자 관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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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측면

범주 1. 사회적 문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 마약사용에 대한 법적

통제와 제도적 제약, 소아응급 전문 시설의 부족

내용 1. 마약성 진통제 대한 부정적인 통념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약물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통념으로 인해 환자 자신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마약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고 하였다.

“환자들이 ‘마약’ 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얼마

나 심해서 마약을 맞아야 하나’ 두려운거죠. 마약은 굉장히 심한 질병에만 써야 하는

아주 독하고 센 약이라는 생각을 하나봐요.”(C)

“의료진들도 무의식중에 ‘마약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D)

“(중략) 마약이라는 단어가 참 부정적인 느낌.” (B)

내용 2. 마약 사용에 대한 법적 통제와 제도적 제한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과도한 법적 규제 때문에 통증조

절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고 투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

였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려면 팝업창이 막 여러 번 뜨면서 클릭클릭 해야 하고 이것

저것 입력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아동의 경우에는 마약을 연령으로 제한

해 놓은 경우가 많아 처방하기 더 어렵고, 결국에는 만성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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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약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A)

“마약 하나 꺼내서 쓸려면 장부에 적어야 하고 이중 잠금된 통 열어야 하고 두 번 세

번 약 확인해야 하고 껍데기 잃어버리면 절단나고 잔량이라도 남으면 그거 주사기로

재서 꼭 보관해야 하고 엄청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요. 너무 엄격하게 관리.” (C)

“환자들 마다 경제인 수준이 다르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환자

가 많기 때문에 비보험 약물은 쓴다는 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예요.” (B)

내용 3. 소아응급 전문시설의 부족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소아응급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응급진료센터가 많지 않고,

그마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이나 다른 지역 아동은 전문화된 응급진료를 받

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나마 소아 응급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다행이게요. 우리 병원도 분리 된지 얼마 안

되잖아요. 분리되니까 저는 아동에게 더 집중 할 수 있고 그만큼 보호자 만족도도 올

라가는 거 같아요.” (D)

“우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잖아요. 아무래도 서울

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방에서 아동이 제대로 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도 문제인거 같아요.” (E)

“얼마 전에 아기가 동전을 삼켰는데 집 근처 지방 응급실에서는 소아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기계랑 의료진이 없어서 우리 병원으로 밤늦게 전원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

리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잘 느끼지 못 하겠지만 지방에는 정말 열악할 거예

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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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 병원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 통증관리 교육과 구체적인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의 부재, 응급실 환경적 문제

내용 4. 통증관리 교육과 구체적인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의 부재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아동의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적고, 지금 소수 이

루어지고 있는 교육도 형식적이어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동의 통

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나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고, 내가 교육담당자로서 일 하고

있지만 아동 통증에 대해 교육을 해 본적도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니즈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니즈조차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동 통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쁜 응급실에서 통증에 관심을 두기란 힘든

것도 사실.” (A)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은 정말 없어요. 약물에 대한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

적이고, 내용이 뻔하고 상투적인 거여서 임상에 적용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실제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환아들을 보면서 통증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 (E)

“전에 약물에 대한 보수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약물의 효과나 작용시간, 등가량 같

은 것을 배우니 좋더라고요. 근데 교육 들으면 그 때 뿐이고 지나면 다시 잊어버려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B)

“아동이 통증을 호소할 때 어디서부터 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언제부터 중재를 해 줘

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중재를 해 주고 재평가 할 때도 얼마만큼 통증

이 남아 있으면 다시 중재를 해 줘야 하고 어떤 반응을 관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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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많은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F)

내용 6. 응급실의 환경적인 문제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응급실이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아니어서 통증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환자나 보호자는 당연히 침대자리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앉아서 진료를 받아

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환아와 보호자가 밤새도록

앉아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없던 통증도 생길 판이예요.”(C)

“절대 응급실은 환아의 안위와 편암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D)

“제가 생각해도 짜증나죠. 내 자식은 아파 죽겠다는데 침대가 비어 있는데도 못 눕게

하고 앉아서 진료받으라는데. 어찌되었든 환자와 보호자는 참을 수 없이 힘들어서 응

급실에 내원한거니까.”(D)

“아까 근무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토를 8번이나 하고 축 쳐져서 온 초등학생을

처치실 침대에 잠깐 누워 있게 해 줬거든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훨씬 좋아지는 걸 보

면 막 복잡한 통증관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눕고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

는 있는데 자리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A)

2. 의료진 측면

범주 1. 간호사 측면: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 약물 부작용이나 내성에

대한 두려움, 통증사정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 아동 전문간호사의 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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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통증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5 right을 잘 지켜 투약하기는 하지만 그 약물이 어떠한 기전

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적절한 용량은 얼마인지, 최대용량은 얼마인지, 어떤 경로로

투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어.”(C)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하더라도 경력이 많은 간호사의 경우 경험적으로 어 이건

평소에 쓰는 용량보다 좀 많다 싶거나 어 이건 투여경로가 이게 아닌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의사에게 재확인 할 수 있지만 신규간호사들은 경험적인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투약사고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B)

“저는 타이레놀이 소염작용이 없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진통, 해열 작용만 있

대요.” (B)

내용 2. 약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여러번 반복 투여되는 약물이나, 수면유도제, 부작용을 경

험한 약물의 투여 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번 투약할 때는 괜찮은데 같은 약물을 몇 번 더 줄때는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까 걱정하게 되요. 아동의 경우에는 검사나 처치를 위해서 수면유도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아이들이 한번 투여해서는 잘 잠들지 않거든요. 두 번 세 번 반복 투여

하다 보면 ‘깨지 않으면 어쩌지?’, ‘호흡곤란이 오면 어쩌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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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예전에 morphine을 투여한 환자

가 갑자기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morphine에 꽂혀가지고 투여할 때 마다 혹

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상이 아동이라면 더 두렵죠. 그래서 약물정보조회

를 계속 열어보면서 체크하게 되요.” (C)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tridol을 맞고 나서 토하고 어지럽고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환자에게 tridol을 투여해야 할 때도 두렵더라고요.” (B)

내용 3. 통증사정의 어려움

아동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증을 사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임상에서

쓰고 있는 사정도구가 바쁜 응급실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통증관리에 있어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통증 사정도구가 있지만 응급실에 내원하는 많은 아이들을 모두 사정하기에는 무리

가 있고 현실적이지 않아.” (A)

“성인의 경우 통증의 양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통증 부위도 정확하게 찍잖아요 근데

아동은 쓰리다는 건지, 땡긴다는 건지, 쑤신다는 건지 통증의 양상을 알기 힘들어요.”

(A)

“아기가 운다는 것이 통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같아요.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고 잠이 와서 울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아파서 우는 건지, 다른 이유인지 구분하는

것이 힘들어요. 반대로 정말 아파서 우는데 엄마가 안아주면 보통 아이들은 안정을

찾고 울음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도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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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내원하는 환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항상 바쁘고, 과도

한 업무로 인해 통증관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너무 바쁜데 아동이 호소하는 정확하지도 않은 통증을 케어 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

가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거의 무시하는 수준.” (B)

“가끔 한가한 날 여유가 있으면 아이와 이야기도 나누고 ‘벌레가 있어서 잡아야 하는

데 따끔할거야. 잘 하면 스티커 붙여줄게’ 라고 설명해 주면 바늘로 찌르는 순간 울기

는 하지만 금방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해 줄 시간과 여유조차

없는거죠.” (E)

“학교 다닐 때는 전인간호라고 배우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할 수 없어요. 질병 그 외의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현실이고 의사가 처방한 오더 수행만 해도 화장실도 못 하고

물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은데요 뭘.” (B)

“응급실은 환자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너무 힘들어요. 또 환자 수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도 생각하고 인력을 배정

해야 하는데 요즘같이 신규 간호사들은 많아지고, 환자 중증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사

고는 사고대로 많아지고. 악순환.” (A)

내용 5. 아동 전문간호사의 부재

간호사는 소아 응급실 내에 아동 전문간호사가 없어 통증관리나 환자간호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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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환아들을 보면서 통증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많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A)

“비약물적인 중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

고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도 선배로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도구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B)

“현재 우리는 몇 명의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성인구역과 소아 구역을 왔다 갔다 하면

서 보잖아요. 간호사들도 혼란스럽고 환자들도 혼란스럽고. 간혹 오랜만에 소아 응급

실로 투입되는 날은 정말 멘붕이예요.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죠.” (F)

범주 2. 의사 측면: 통증에 대한 인식 부족,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처방, 권위적인

태도

내용 6. 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

의사들은 아동의 통증에 무심하고, 통증호소 보다는 동반되는 통증반응이나 증상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통증 관리가 힘들다고 하였다.

“환아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노티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참으라고 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C)

“많이 움직이는 큰 아이들의 경우 수면마취제를 쓰지만 1년이 안 된 어린 아기의 경

우에는 성인 남자가 꽉 붙들어 잡고 처치를 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아이의 경우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건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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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노티하면 꼭 의사들은 활력징후는 어떤지 다른 어떤 반응

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요.” (C)

내용 7.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처방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의사들의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처방 때문에 통증관리에 어려

움을 느꼈다.

“ PRN 처방이 있어도 인디케이션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확인받고 투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B)

“의사들은 무조건 구두처방이예요. 전산으로 처방을 줘야만 약국에서 약을 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산으로 처방하나 받으려면 엄청 쫓아다니면서 졸라야지 겨

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C)

“팔이 부러져서 오거나 어디가 다치고 찢어져서 오는 경우에도 당연히 통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도 아동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전에는 진통제를 잘 처방하지

않아요.” (A)

내용 8. 권위적인 태도

의사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통증을 노티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노티하려고 전화하면 한번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마저 바쁘다고 끊어버리거

나 자기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죠. 그럴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해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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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 확인하려고 전화하면 듣지도 않고 그냥 ‘오더대로 하세

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슬프지만 의사들은 아직까지 간호사를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 같아요.” (A)

3. 환자 측면

범주 1. 잘못된 인식: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 인내를 강요받음

내용 1.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약물의 내성이나 부작용에 대

한 걱정과 진통제 자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및 주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효과적

인 통증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물을 오남용 하면서도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통제를 투여하려고 하면 보호자가 아이에게 ‘진짜 아파?’, ‘주사 맞아야 하는데 괜찮

겠어?’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A)

“‘진통제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A)

내용 2. 인내를 강요받음

한국사회의 정서상 인내를 강요하고 있어 간호사들이 통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

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울음이든 뭐든 어쨌든 통증을 표현해야지 의료진이 알 수가 있는데 한국사회는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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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이 아기들한테 ‘너 이거 잘 참아야 착한아이지’ 하면서 참기를 강요” (A)

“남자 아기들한테는 이런 사회적인 강요가 더 심한 거 같아요. ‘남자가 이 정도는 참

아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하면서 남자라고 안 아픈 건 아닌데 한국사회는 특정 그

룹에게 인내를 더 심하게 강요.” (A)

“바쁜 상황이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가 통증 호소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는 알아차리기

힘든데 환자나 보호자는 ‘간호사가 바빠 보이니 이 정도 통증은 참아야 겠다’ 생각하

는 것 같아요. 마치 착한 환자 신드롬처럼 그래야만 의료진이 자신을 더 잘 치료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B)

범주 2. 보호자 측면: 보호자 관리의 어려움

내용 1. 보호자 관리의 어려움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해 불안해하는 보호자를 관리하는 것

이 어렵다고 하였다.

“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항상 대상자가 두 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동의 경우에는 보호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아동

의 보호자는 엄청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 (B)

“요즘 젊은 부모들은 너무 극성이예요. 자기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안절부

절 하고 정맥주사 한 번에 성공 못 하면 난리난리. 아이가 아파서 울면 보호자도 따

라 울고 그런 엄마를 보고 아기는 더 불안해하고 그러면 간호사는 한 번에 두 명을

케어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C)

“아동은 부모가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관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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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불안으로 아기를 보고 있는지, 안정된 상태인지 보호자를 측정하는 도구도 있

었으면 좋겠어요.” (B)

“아동의 경우 아기의 표정이나 행동반응도 있지만 보호자한테 아기가 평소에 비해서

어떤지 물어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와 라포

를 잘 형성하는 것이 아동을 간호할 때는 엄청 중요.”(E)

이상의 내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호

사가 인지하는 아동 통증관리의 장애요인은 통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의사의 처방,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부족, 의사

들의 통증에 대한 인식부족,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약물에 대한 부모의 잘못

된 인식, 약물처방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의 차이점은, 설문조사에서는 약국과의 효

과적인 의사소통 체계와 빠른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

다. 오히려 설문조사 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아동의 통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응급실의 환경적인 문제, 보호자 관

리의 어려움이 소아 응급실에서 아동의 통증을 관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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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통증은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호소로, 응급실에서의 아동

통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

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아동의 통증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이 경험하

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정도와 이들

의 상관관계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아동 통증관리 지식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57.9%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지식을 측정한 최선일과

최명애(2005)연구보다는 본 연구 대상자의 지식 점수가 높았으나, 아동병동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복희(2009) 연구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비

슷한 특성의 아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Manworren(2007)의 국외 연구에

비하면 낮은 점수였다. 미국과 한국 간호사의 지식차이는 통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암환아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Vincent(2005)연구

와 같은 도구는 아니었지만 문정희(2014)연구에서 암성 통증관리의 지식은 모두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또한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숙과 오

진아(2011)연구에서 신생아 통증관리의 지식도 본 연구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 더 낮

았고, 암 환자와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보다 일반 아동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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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이는 외국에서는 통증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통

증관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연령의 아동이 다양한 질병으로 내원하는

응급실과는 다르게 암과 같은 특정한 질병이나 신생아 같은 특정한 연령대를 간호하

는 간호사의 경우 사용하는 약물과 중재법 등이 제한되어 있어 보다 지식습득이 수월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증관리 지식의 하부 영역 중 약물중재에 대한 지식(51.7%)과

비약물중재에 대한 지식(40.0%)의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유사하여(김복희, 2009; 김은정, 2004; 노인숙, 2011) 여전히 간호사들의 진

통제 사용과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동

의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양이나, 투여방법 등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의 개인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물의 정확한 투여와 추후 평가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이 교육내

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간호사가 통증은 환자

가 호소하는 그 자체라는 통증의 주관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증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

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증사정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이신

혜(2009) 연구에서 절반이 넘는 수의 의료인이 아동의 자가보고 한 통증강도를 믿지

만, 아동은 통증을 과장해서도 말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통증을 언어나 행동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아동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사정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imons, &Macdonald, 2004). 이

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아동의 통증을 사정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도구를 사용한 객관

적인 통증 사정보다는 간호사의 판단이나 보호자의 호소에 따라 통증을 관리하고 있

었다.

또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 중독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모두 낮았는

데 이는 투약영역 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최선일과 최명애(2005)연구와 일치하며,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간호사들이 약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약물의 부작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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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중독에 대해 걱정한다는 분석결과와도 같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아동의 통증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통증완화 중

재를 위해서는 약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비약물 중재에서는 냉온요법의 적용 방법보다는 비약물 중재 효과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이 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간호사들이 통증완화를 위한 중재법으로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약물 중재가 약물중재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복희, 2009; 윤혜봉 & 조결자, 2000).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에서도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비약물 중재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하였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약물중재의 효

과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약물 중재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중재이며,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재로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임정희 & 신

영희, 2006; 조수미 & 안혜영, 2013). 그러므로 임상에서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구체적인 중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려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실 간호사의 지식은 성별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자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보다 통증관리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경민과 구현영(2010), 이경임(2012)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모든 연구에서 남

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아 추후 연구

를 통해 그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차이는 석사과정 이

상의 간호사가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 아동 통증관리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사과정 이상의 대상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더 많은 교육의 기

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간호사의 통증에 대한 지식은 교육경험과 관

련되어 있으나(김복희, 2009; 노인숙과 오진아, 2011; 이경민과 구현영, 2010; 이경임,

2012; Bernardi et al, 2007; Vincent, 2005), 본 연구에서 아동 통증관리 교육경험은 유

의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 중 27.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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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였으며, 소아 응급실 간호사는 아동만 간호하는 아동관련 병동이나 중환자실, 신

생아실 등의 간호사들 보다 아동 통증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통증관리 교육 경험을 조사한

신희선과 김동희(2003) 연구에서 대상자의 50%이상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노인숙

과 오진아(2011)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아동 통증관련 교육의 기회가 절

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교육내용도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간호사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

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Manworren, 2001).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아동 통증관련 교육의 기회가 없을뿐더러,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 형식적이고, 효

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들의 아동 통증관리의 약물중재나 비약물 중재와

같은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교육 내용 또한 현실적이지 않아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실습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 지속적인 통증관리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

본 연구에서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은 중간정도의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을 측정하지 않았

으나, 김복희(2009)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인지한 아동 통증 관리의 어려움 정도는 중간

정도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같은 도구로 측정한 Czarnecki 등(2012) 연

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낮은 정도의 장애요인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문항별로 살펴보

면 약국에서 약이 조제되고 응급실까지 전달되는 시스템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Czarnecki 등(2012)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국외 모두 다른 부서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와 빠른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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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은 환아의

빠른 입퇴원 결정이나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노인숙(2011)

연구에서는 간호조직적 요인 중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지침)의 부족과 의료진 요인

중에 수시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높은 장애

요인이었고, 김복희(2008) 연구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장애요인

이었다. 두 연구에서 보고된 장애요인 모두가 본 연구에서도 높은 정도의 장애요인으

로 지적되었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분석과도 일치하였다.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울음’ 등과 같은 아동의 통증표현이 부정확하며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이 없어 통증관리에 혼란을 느끼

며, 수시처방이 있어도 적용지침을 확실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다시 확인받

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였다. 김혜경 등(2006)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의

사의 확인을 받는 번거로움과 처방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환자

의 통증관리 또한 지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객관적인 통증 사정도구를 선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통증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간호사가 효과적으로 통

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들은 응급실에서 아동 통증관리을 저해하

는 가장 큰 요인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국내 몇몇 대형병원에서는 소아

과와 응급의학과 모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소아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

지만, 아직 대부분의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아청소년

과와 타과가 분리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아동간호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전문화된 인

력이 아닌, 성인구역과 소아 구역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응급실이 대부분이어서 그

전문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병원차원에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과정 개발과 이를 이수한 사

람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 시켜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소아응급실의 점차적

인 완벽한 분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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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한 업무가 통증관리의 장애요인이라고 하였다. 소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내려진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며, 따라서 전인

간호를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통증을 간호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다. 김은정(2004)

연구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들은 환자 컨디션의 위급함으로 인해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일

하게 되며, 과도한 업무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 등으로 인해 높

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주, 2013).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자신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를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통증

관리 장애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증관리 장애

요인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배치를 단순히

일평균 환자수에 대한 간호사의 비율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간호업무의 경중을 고려하

여 배치하는 것이 응급실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숙(2011)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장애요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

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복연구와 확대연구를 통해 재규

명할 필요가 있겠다.

3. 아동 통증관리 수행

아동 통증관리 수행 정도는 ‘대체로 하지 않는다’ 와 ‘대체로 한다’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하였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내과병동과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희

정(2011)연구와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은경(2010)의 연구에 비

해 낮은 점수였으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경임(2012) 연구와는 비슷한 수

준이었다. 이는 응급실의 경우 중증도 분류를 통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간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비응급으로 분류되거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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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밀려 적절한 통증관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부 영역으로 살펴보면 통증사정 수행의 영역에서 ‘숫자 통증 등급 도구를 활용하

여 통증을 구분하여 조절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여 환자의 통증을

객관적인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통증 수행의 하부 영역 중 통증중재 수행의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처방된 진통제는 규칙적으로 투여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

였고, 통증 자가 기록방법에 대해 교육하거나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여 돌발

통증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수행정

도를 보여 조은경(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

은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역인 예

방과 교육은 잘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정해진 시간동안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시간적인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조은경,

2010).

통증평가 수행의 영역에서는 약물 투여 후 통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는 항목이 가

장 높았던 반면, 약물 투여시 부작용을 관찰한다는 항목의 수행정도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러 병원 인증평가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일정 시간 후에 통증을

재평가하여 기록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통증관리 중재로 인해 아동의 통증 양상이 변화하였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통증의 재평가를 통한 치료 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

인 아동의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통증사정과 중재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교육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4.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수행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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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아동 통증관리 지식과 장애요인, 수행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

만 통증관리 지식은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노인숙과 오진아, 2011;

이경임, 2012, 조은경, 2010), 유희정(2011)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식과 수행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과병동 간호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호스피스 간호사와 내과병동 간호사 간에 차이

가 나는 이유는 호스피스 간호사의 경우 통증관리를 많이 하고, 일부의 처방권을 가

지며 독자적인 간호활동이 비교적 많은 영역인 것에 비해 내과병동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결과일 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통증관리 외 간호활동 수행에서 지식의 증가가

수행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이 있는(최향옥, 2005; 한송이, 2007)반면에 지식과 수행과

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한(김도숙, 2008; 권은숙, 2005; 김혜은, 2009) 결과들도 있

어 지식과 수행과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장애요인이 작을수록,

간호현장에서 아동의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

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이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나 장애요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통증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사

가 가지는 지식과 태도와는 상관없이 의사의 처방만을 수행하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응급실 아동 간호의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결과이거나, 아동 통증관리와 관련된 지식

습득을 위한 간호교육이 간호사가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중재와 연결되

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김혜은, 2009).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응

급실 간호사는 많은 환자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증관리 수행에 적용하기에

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하였다.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에 있어서 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부족과 장애요인 보

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통증 자체에 대한 의료진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

동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통증이 가장 힘든 경험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 아동의 통증 호소는 자주 무시된다고 하였다. 이

는 대부분의 간호사가 통증이 관리해 주어야 하는 주요 간호문제임을 인식하지 못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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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긴박한 응급실에서 통증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 간호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아동의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이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아동

의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 하여금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

해를 바탕으로 간호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의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해서 간호사가

가지는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아동 통증관리에 관한 지식, 장애요인과 극복방

법, 그리고 통증관리 수행을 포함하는 제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아동 통증관리와 관련된 소아 응급실 간호사의 통증관

리 지식, 장애요인 및 간호수행 정도간의 관계와 그 영향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다각

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문항의 대부분이 이분형 응답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

과를 보이고 있지만(이재현, 2005; 이경민 & 구현영, 2010), 번역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를 잘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증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은경(2010)이 암성 통증관리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아동과 응급실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응급실 상

황에 맞는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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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 통증관리 지식과 장

애요인 및 수행정도를 조사하여 아동 통증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사정과, 중재제공 및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간호 교육적 의의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사들의 취약부분

을 중점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간호실무적 차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아동의 통증

관리에 있어 국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적 없는 약국과의 협력 시스템이 주요 장애요

인으로 나타나 이를 재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

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호자 관리의 어려움이 아동의 통증관리에 장애요인

임을 밝혀냈으며, 아동간호에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였을 때

효과적인 보호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간호사들의 높

은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고 간호사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직적

차원에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개 기관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

개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그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에 비해

그나마 소아 응급체계가 있는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

이다.



- 60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아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 통증관리 관련 교육 시행 전, 후에 지식과 수

행도의 변화에 대한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2)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고, 약물중재 지식과 비약물중재 지식이 낮으

므로, 취약부분을 중점적으로 실무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

한다.

3)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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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일반적 지식

( N= 130 )

순위 문항
정답

실수 %

1 모든 아동은 비슷한 자극에 같은 강도의 통증을 느낀다＊ 117 90.0

2
아동이 통증을 수반하는 처치를 받을 때 부모가 함께 있어서

는 안 된다＊
115 88.5

3
2세 이하의 아동은 신경계가 미숙하여 통증에 민감하지 않고

통증을 기억하지 못한다＊
112 86.2

4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처치(예: 매일의 혈액채취)를 받는 아동

은 과거의 경험이 아동의 현재 통증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초 처치 전에 통증완화중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11 85.4

5

아동의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병

행하는 것 보다 비약물적 중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11 85.4

6
통증이 있는 아동에게 통증완화중재를 시행하기 전, 먼저 통

증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보도록 격려해야 한다＊
100 76.9

7
아동/ 청소년은 종교적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62 47.7

8 아동은 심한 통증이 있어도 수면을 취할 수 있다 34 26.2

일반적 지식의 총 정답률 73.6

＊False



- 70 -

부록 2.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통증사정 지식

( N= 130 )

순위 문항
정답

실수 %

1

통증 사정 시 8세 이하 어린이가 스스로 보고한 통증 강도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통증에 대해 부모가 보고한 결과

를 믿어야 한다＊

112 86.2

2 도 민 ○ 사례의 통증 사정 결과 82 63.1

3
아래 설명 중 아동의 통증 사정에 대하여 문화적인 고려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찾아 표시해주십시오
76 58.5

4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면 통증이 심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75 57.7

5
아동의 통증 강도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해주십시오
63 48.5

6 천 송 ○ 사례의 통증 사정 결과 54 41.5

7 아동이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반드시 활력징후 변화가 온다＊ 51 39.2

통증사정 지식의 총 정답률 57.1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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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약물중재 지식

( N= 130 )

순위 항목
정답

실수 %

1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 후 아동의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116 89.2

2
한 가지 진통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약물을

병행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100 76.9

3
약물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중독의 위험이 높으므로 마

약성 진통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
97 74.6

4
통증으로 인해 약물 치료중인 아동이 진통제의 용량 증가를

요구한 경우,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97 74.6

5
만성 암 통증 경감을 위해 진통제 투여방법 중 옳다고 생각

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92 70.8

6
처치 직 후 통증 경감을 위해 진통제 투여 방법 중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52 40.0

7
Morphine을 정맥주사 하였을 때 진통 지속 효과는 4~6시간

이다＊
52 40.0

8
6개월 미만의 아동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6 35.4

9
15mg의 경구 morphine과 같은 용량의 정맥주사 morphine

용량에 표시해주십시오
44 33.8

10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마약

중독의 결과를 가져올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표

시해주십시오

40 30.8

11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해진 용량 이상으로 진통제를 제

공하지 않는다＊
35 26.9

12 암 통증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약물에 표시해주십시오 34 26.2

약물중재 지식의 총 정답률 51.6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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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아동 통증관리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비약물중재 지식

( N= 130 )

순위 항목
정답

실수 %

1
냉요법이나 온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증이 있는 부위

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67 51.5

2

비약물적 중재(예: 온요법, 음악요법, 심상요법 등)는 미약하

거나 중등도 이하의 통증경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심한 통증에

는 효과적이지 않다＊

32 24.6

비약물중재 지식의 총 정답률 40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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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아동 통증관리 수행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 N= 130 )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통증사정 수행

1

통증의 강도는 0~10점까지 숫자 통증 등급을 활용하여 통증 없음

(0), 경도(1~4), 중간정도(5~6), 심함(7~10) 으로 구분하여 통증을

조절한다

3.2±0.6

2
스스로 통증을 보고할 수 없는 환자는 안면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통증의 강도를 평가한다
3.1±0.7

3 환자가 통증의 특성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기록한다 3.0±0.6

4
통증 병력조사에는 통증부위, 특성, 관련요인(악화요인, 완화요인),

강도, 시간적 양상을 포함한다
2.8±0.7

5 통증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통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2.7±0.7

6
통증에 의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확인한다(일상활동, 보행능력,

통상적인 일, 대인관계, 수면 등)
2.4±0.8

7
통증 시작시기 및 지속시간을 조사하여 급성통증, 만성 통증, 돌

발 통증으로 구분한다
2.4±0.8

8
통증 초기평가 시에는 환자가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가장 통

증이 심한 부위에 ×표를 하게 한다
1.8±0.7

통증사정 수행의 총 평균평점 2.7±0.5

통증중재 수행

1 처방된 진통제는 규칙적으로 투여한다 3.2±0.7

2
환자 또는 가족이 통증 관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고 올바른 교육을 한다
2.5±0.8

3
환자와 가족들에게 통증 양상 변화 및 통증 발생에 대해서 보고

할 수 있는 통증 자가 기록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2.4±0.8

4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여 돌발 통증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9

통증중재 수행의 총 평균평점 2.5±0.4

통증평가 수행

1 경구약물 투여 1시간 후 통증 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3.0±0.6

2 정맥, 피하, 근육약물 투여 15~30분 후 통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2.9±0.6

3
NSAIDs 투약시 혈압, BUN/Cr, CBC, 대변 잠혈반응 등 부작용

을 관찰한다
2.2±0.8

통증평가 수행의 총 평균평점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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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임상연구센터 연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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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임상연구센터 연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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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의 관계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동수

연구담당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박소희

부록 7.

대 상 자 설 명 문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이익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수행 배경, 연구의 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과는 달

리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은 사정이 힘들고, 진단이 불확실하며, 약물로 인해 임상 증

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약물 부작용과 중독에 대한 가능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으로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적절히 중재되지 못한

통증은 아동의 회복 및 안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암환

자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증관리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일반적인 아

동의 통증 관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을 간호사는 응

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이 연구는 본 기관을 포함하여 서울과 경기시내 총 4개 기관에서 135 명의 대상자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본원에서는 50명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이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

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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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설문조사를 마치신 후 감사의 뜻으로 1500 원 상당의 볼펜을 보상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본 설문조사는 연구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므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하

여 주시면 됩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불편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은 1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지식과 경험을 물

어보는 질문에 대답하기 불편한 최소한의 응답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께는 원하실 경우 아동 통증관리 지식에 대한 정답을 제공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

실 경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

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제

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구담당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박소희

연구자 연락처 : 0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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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

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

험 및 이익을 분석하였으며, 검토 후 승인된 연구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4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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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의 관계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동수

연구담당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박소희

부록 8.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설명문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이익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수행 배경, 연구의 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과는 달

리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은 사정이 힘들고, 진단이 불확실하며, 약물로 인해 임상 증

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약물 부작용과 중독에 대한 가능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으로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적절히 중재되지 못한

통증은 아동의 회복 및 안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암환

자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증관리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일반적인 아

동의 통증 관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을 간호사는 응

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이 연구는 본 기관을 포함하여 서울과 경기시내 총 4개 기관에서 135 명의 대상자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6 명이 등록될 예정이

며, 90분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설문지 동의서와는 별개로 포커스그

룹 인터뷰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이 후에 포

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인터뷰는 5 월에 1회에 걸쳐 연구자가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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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터뷰 장소는 본원 응급실 내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포커스그룹 인

터뷰 시작과 동시에 모든 내용은 녹음과 기록으로 남길 것이며 인터뷰가 끝난 후 모

든 녹음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필사 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마치신 후 감사의 뜻으로 5000 원 상당의 커피교환 쿠폰을 선물

로 드릴 것입니다.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대상자는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질서와 규칙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본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는 분께는 원하실 경우 아동 통증관리 관련 정보를 제

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불편

본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다면 약 90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본인의

힘든 경험을 이야기 해야 하는 응답의 불편감을 최소한으로 갖습니다.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

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제

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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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담당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박소희

연구자 연락처 : 010-5633-○○○○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

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

험 및 이익을 분석하였으며, 검토 후 승인된 연구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4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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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의 관계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등의 충

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

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법정대리인의 성명(해당되는 경우) 서명 날짜(년/월/일)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이라고도 한다.

참관인의 성명(해당되는 경우) 서명 날짜(년/월/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부록 9.

대 상 자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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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및 수행의 관계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등의 충

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

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법정대리인의 성명(해당되는 경우) 서명 날짜(년/월/일)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이라고도 한다.

참관인의 성명(해당되는 경우) 서명 날짜(년/월/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부록 10.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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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Unit No.________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 실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박소희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아동의 대부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특히 많은 치료적 절차에 의해

불가피한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통증을 정확하게 사정하고 적절

한 통증완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설문지는 아동 통증관리 지식, 통증관리 장애요인, 통증관리 수행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여 향후 응급실 아동의 급성통증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과 익명이 보장

됩니다. 설문지 작성은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설문조사 도중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그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박소희 드림

연락처 : 0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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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아동이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반드시 활력징후 변화가 온다

2. 2세 이하의 아동은 신경계가 미숙하여 통증에 민감하지 않고

통증을 기억하지 못한다

3.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면 통증이 심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아동은 심한 통증이 있어도 수면을 취할 수 있다

5. 모든 아동은 비슷한 자극에 같은 강도의 통증을 느낀다

6. 비약물적 중재(예: 온요법, 음악요법, 심상요법 등)는 미약하

거나 중등도 이하의 통증경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심한 통증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7.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처치(예: 매일의 혈액채취)를 받는 아동

은 과거의 경험이 아동의 현재 통증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최초 처치 전에 통증완화중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8. 한 가지 진통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약물을

병행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9. Morphine을 정맥주사 하였을 때 진통 지속 효과는 4~6시간이

다

10. 아동이 통증을 수반하는 처치를 받을 때 부모가 함께 있어

서는 안 된다

11. 약물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중독의 위험이 높으므로 마

약성 진통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

12.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해진 용량 이상으로 진통제를 제

공하지 않는다

13. 6개월 미만의 아동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통증이 있는 아동에게 통증완화중재를 시행하기 전, 먼저 통

증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보도록 격려해야 한다

■ 다음은 아동 통증관리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판단과 일

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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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증 사정 시 8세 이하 어린이가 스스로 보고한 통증 강도

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통증에 대해 부모가 보고한 결과

를 믿어야 한다.

16. 아동/ 청소년은 종교적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이 의미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17.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 후 아동의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18. 아동의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병

행하는 것 보다 비약물적 중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이다

19. 냉요법이나 온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증이 있는 부위

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0. 15mg의 경구 morphine과 같은 용량의 정맥주사 morphine 용량에 표시해 주십시오

□morphine 3mg IV

□morphine 5mg IV

□morphine 10mg IV

□morphine 15mg IV

21. 처치 직 후 통증 경감을 위해 진통제 투여 방법 중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시해 주십시오

□ 정해진 스케줄대로 시간에 맞추어 준다

□ 아동이 원할 때만 준다

□ 아동의 통증이 심하다고 간호사가 판단 될 때만 준다

22. 만성 암 통증 경감을 위해 진통제 투여방법 중 옳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정해진 스케줄대로 시간에 맞추어 준다

□ 아동이 원할 때만 준다

□ 아동의 통증이 심하다고 간호사가 판단 될 때만 준다

23. 통증으로 인해 약물 치료중인 아동이 진통제의 용량 증가를 요구한 경우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동의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아동이 의료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아동이 진통제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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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암 통증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약물에 표시해 주십시오

□Ibuprofen(Carol)

□Hydromorphine(Morphine)

□Tramadol(Tridol)

□ 모두

25. 아동의 통증 강도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담당 주치의

□담당 간호사

□아동

□약사

□아동의 부모

26. 아래 설명 중 아동의 통증 사정에 대하여 문화적인 고려를 가장 잘 나타낸 것

을 찾아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므로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간호사는 통증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예: 아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참고 남미 사람들은 과장해서 표현한다)

□아동의 통증을 사정할 때 문화적인 영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정해야 한다

27.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마약 중독의 결과를 가

져올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1% 미만 □5% □25% □50% □75% □100%

28. <사례 1>

15세인 천송○는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간호사인 당신이 환자를 사

정하러 갔을 때 환자는 당신에게 웃어보였고 보호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거나 농담

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정결과 혈압은 120/80, 맥박은 80회/분, 호흡은 18회/분

이었습니다. 통증을 평가하는 10점 척도에서 송이는 통증이 8점이라고 답하였습니

다.

당신은 송이의 통증을 몇 점이라고 기록하겠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통증 전혀 없음 통증 가장 심함

├──┼──┼──┼──┼──┼──┼──┼──┼──┼──┤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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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례 2>

15세인 도민○는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간호사인 당신이 환자를 사정

하러 갔을 때 환자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움직일 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호사정결과 혈압은 120/80, 맥박은 80회/분, 호흡은 18회/분이었습니다. 도민○은

통증을 평가하는 10점 척도에서 통증이 8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당신은 도민○의 통증을 몇 점이라고 기록하겠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통증 전혀 없음 통증 가장 심함

├──┼──┼──┼──┼──┼──┼──┼──┼──┼──┤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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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의 처방이 부적절 하거나 불충

분하다

전혀 장애요인이 아니다 주요 장애요인이다

├─┼─┼─┼─┼─┼─┼─┼─┼─┼─┤
0 1 2 3 4 5 6 7 8 9 10

2. 통증을 동반하는 처치 전 사전약물

처방이 불충분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통증을 동반하는 처치 전 사전약물

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4.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통증관리 할 시간이 없다 ├─┼─┼─┼─┼─┼─┼─┼─┼─┼─┤
0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중독을 제외한 약물 부작용이

걱정스럽다

├─┼─┼─┼─┼─┼─┼─┼─┼─┼─┤
0 1 2 3 4 5 6 7 8 9 10

7. 통증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8. 약물의 처방이나 기록이 용이하지 않다 ├─┼─┼─┼─┼─┼─┼─┼─┼─┼─┤
0 1 2 3 4 5 6 7 8 9 10

9. 나는 진통제 내성이 걱정스럽다 ├─┼─┼─┼─┼─┼─┼─┼─┼─┼─┤
0 1 2 3 4 5 6 7 8 9 10

10. 의사들은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를 낮게 생각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11. 간호사는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를 낮게 생각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12. 간호 관리자는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13. 나는 통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은 아동 통증관리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10점 척도로

‘전혀 장애요인이 아니다’가 ‘0점’에서 ‘주요 장애요인이다’가 ‘10점’까지 중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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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약물중독이 걱정스럽다
├─┼─┼─┼─┼─┼─┼─┼─┼─┼─┤
0 1 2 3 4 5 6 7 8 9 10

15. 나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16. 나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17. 약국에서 약물 처방을 확인하고

조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
0 1 2 3 4 5 6 7 8 9 10

18. 약국에서 조제된 약이 응급실에

도착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
0 1 2 3 4 5 6 7 8 9 10

19. 의사들은 통증관리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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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거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하지

않는다

대체로

한다

항상

한다

1. 통증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통

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2. 통증 병력조사에는 통증부위, 특성, 관련

요인(악화요인, 완화요인), 강도, 시간적 양

상을 포함한다

3. 통증 초기평가 시에는 환자가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에

×표를 하게 한다

4. 환자가 통증의 특성을 자신의 말로 표현

하도록 하고 기록한다

5. 통증의 강도는 0~10점까지 숫자 통증 등

급을 활용하여 통증 없음(0), 경도(1~4), 중

간정도(5~6), 심함(7~10) 으로 구분하여 통

증을 조절한다

6. 스스로 통증을 보고할 수 없는 환자는

안면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통증의 강도를

평가한다

7. 통증 시작시기 및 지속시간을 조사하여

급성통증, 만성 통증, 돌발 통증으로 구분

한다

8.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여 돌발 통

증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9. 통증에 의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확인

한다(일상활동, 보행능력, 통상적인 일, 대

인관계, 수면 등)

10. 처방된 진통제는 규칙적으로 투여한다

■다음은 아동 통증관리 수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귀하께서 수행하는 빈

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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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거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하지

않는다

대체로

한다

항상

한다

11. 정맥, 피하, 근육약물 투여 15~30분 후

통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12. 경구약물 투여 1시간 후 통증 을 평가하

고 기록한다

13. 환자 또는 가족이 통증 관리에 대한 잘

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바

른 교육을 한다

14. 환자와 가족들에게 통증 양상 변화 및

통증 발생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통증

자가 기록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15. NSAIDs 투약시 혈압, BUN/Cr, CBC,

대변 잠혈반응 등 부작용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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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령 : 만 ( )세

2. 성별 : □ 남 □ 여

3. 결혼상태 : □ 미혼 □ 기혼 □ 기타( )

4. 자녀유무 : □ 유 □ 무

5. 최종학력 : □ 간호전문대학 □ 4년제 간호대학 □ 대학원

6. 총 근무연수 : ( )년 ( )개월

7. 응급실 근무연수 : ( )년 ( )개월

8. 소아 응급실 근무연수 : ( )년 ( )개월

10.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예(10-1, 10-2, 10-3에 응답해 주십시오) □ 아니오

10-1. 몇 번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 1회 □ 2회 □ 3회 이상

10-2. 교육받은 장소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정규교육과정(대학교, 대학원 등)

□ 병원신규교육

□ 지속교육(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 집담회 등)

10-3. 아동통증관리 교육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아동통증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

□ 통증 사정 방법

□ 통증에 대한 약물 중재 방법

□ 통증에 대한 비약물 중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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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소의 건강상태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건강하지 않음 매우 건강함

├──┼──┼──┼──┼──┼──┼──┼──┼──┼──┤

0 1 2 3 4 5 6 7 8 9 10

12.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스트레스 없음 매우 스트레스 많음

├──┼──┼──┼──┼──┼──┼──┼──┼──┼──┤

0 1 2 3 4 5 6 7 8 9 10

바쁘신 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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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hild pain management knowledge,

barriers, and performance of emergency unit nurse

Park, So-Heu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narrative inter-relationship investigative research in order to

study the child pain management knowledge, barriers and extent of performanc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hereof, on nurses of the children's emergency

unit. Data was gathered from 8 April to 31 May 2014, at 3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and 1 university hospital in Gyonggido, on 130 nurses working at the

children's emergency unit;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arried out on 6 children's

emergency unit nurses in 1 hospital in Seoul.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window 21.0, carrying out technological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and inter-relationship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 data.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Nurses were on average 29.1 years of age, women being (86.2%), for marital

status single was (70.8%), and for education level most were graduates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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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ursing school (76.9%). The mean practical work experience was 5.3 years,

with work experience in emergency unit being on average 4.4 years, and in

children's emergency unit being 2.8 years. Only 27.7% of nurses had experience

of training related to child pain, self-reported health status was on average 6.9

points out of 10, and stress level was on average 8.0 points out of 10 being

quite high.

2. Child pain management knowledge of nurses was on average 16.8 points out of

29, showing 57.9% accuracy in answer. In sub-categories, accuracy in general

knowledge related to pain management was the highest at 73.8%, and accuracy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was the lowest at 40.0%.

3. The barriers of pain management of nurses was 5.1±2.2 points out of 10,

showing medium level of barriers.

4. Mean performance of child pain management was 2.7±0.4 points out of 4. In

sub-categories, performance of pain assessment was the highest at 2.8±0.4

points, and the rest were in the order of performance of pain inspection

(2.7±0.5) and performance of pain intervention (2.5±0.4).

5. The difference in child pain management knowledge in terms of general

properties showed notably higher level in female nurses (17.1±3.1) than in male

nurses (14.5±4.4), and nurses who had completed masters degree or higher

(18.7±3.4) had higher results than nurses who graduated from 3 year nursing

school (15.1±4.2). For difference in barriers, nurses who had completed masters

degree or higher (5.9±1.4) had higher results than nurses who graduated from

nursing school (5.0±1.3). Stress level of nur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inter-relationship (r=.253) with child pain management barriers,

therefore showing that the higher the stress level the higher the disability

factor. Difference in pain management performance in terms of general

properties were all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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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 was shown that there was no inter-relationship between pain management

performance, pain management knowledge and barriers.

7. The child pain management barriers which was deducted from both

questionnaire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lack of detailed guideline

regarding pain management, inappropriate or insufficient prescription by doctor,

insufficient knowledge of nurse regarding pain management, insufficient

awareness of doctors regarding pain, insufficient time due to overwork, incorrect

awareness of parents regarding drugs, and difficulty in drug prescription.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hild pain management knowledge of children's

emergency unit nurses was higher in female nurses than in male nurses, and

higher in nurses who completed masters degree or higher than in nurses who

graduated from nursing school. Pain management barriers were higher in nurses

who completed masters degree or higher, and there was significant static

inter-relationship with stress level of nurses. It was shown that there is no

inter-relationship between pain management performance and pain management

knowledge and barriers. Therefore, for effective pain management of children who

come to the emergency unit, the details and method of vraious training should be

examined, and training strategy which can increase performance of pain

management should be sought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revie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Emergency unit nurse, child, pain management, knowledge, barriers,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