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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 외래에 내원한 만성요통 환자로 초진기록지와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불면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 통증파국화 척도(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기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 중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이 가능한 환자들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15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mediator models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통증 정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6.13±2.08점인 중등도의 통증강도, 불안

정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5.60±3.54점으로 정상, 우울 정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4.20±3.19점으로 정상, 수면장애 정도는 28점 만점에 평균 7.76±4.91점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불면증 없음, 통증파국화 정도는 52점 만점에 평균 

18.84±10.78점으로 정상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는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통증(t=-2.662, p=.009), 불안(t=-2.265, 

p=.025), 우울(t=-2.020, p=.045), 통증파국화(t=-2.926, p=.004)의 정도가 

높고,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 수면장애(t=-2.234, p=.027)의 정도가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통증파국화 정도가 높다(t=-2.126, p=.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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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통증파국화는 통증(r=.518, p<.001), 

불안(r=828, p<.001), 우울(r=.606, p<.001), 수면장애(r=.543, p<.001)와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특히 불안과 통증파국화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따른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차이를 보면, 성별(t=4.519, p=.035), 요추수술 경험(t=8.561, 

p=0.004), 통증(t=8.422, p<.001), 불안(t=11.875, p<.001), 우울(t=6.392, 

p<.001), 수면장애(t=6.155, p<.001)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통증, 불안, 수면장애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변량의 71.8%(p<.001)를 

설명하였다. 특히, 불안(β=.647, p<.001)은 통증파국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우울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6.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매개변수

우울을 제외하고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증은 매개변수인 불안(β=.458, 

p<.001), 수면장애(β=.406,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독립변수인 

통증(β=.151, p=.003)과 매개변수인 불안(β=.698, p<.001), 수면장애(β=.115, 

p=.029)은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총 효과는 

0.51이었고,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매개하여 0.36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불안의 매개효과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통증은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과 수면장애가 부분 매개변수로써 

간접효과를 나타내며, 그 중 특히 불안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수면장애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되는 말 : 만성요통,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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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요통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 중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되며(Wheeler, 1995), 대부분의 요통환자들은 거의 한 달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거나 통증이 점자 줄어든다. 그러나 통증이 3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호전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일부 통증은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 1년이 

지난 후에도 62%의 사람들은 여전히 통증이 있으며, 20%의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된 신체활동을 보이고, 통증 발생 당시 일을 할 수 없었던 16%는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였다(Savigny, Watson, & Underwood, 2009).

  만성요통은 통증이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Wheeler, 

1995), 가장 큰 원인은 요추 추간판(lumbar intervertebral disc)이나, 

척추체(vertebral body), 인대, 근육, 연결 조직 및 후관절(facet joint)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척추 구조물들이 만성요통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으나 

(Ohtori et al., 2011),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요인, 스트레스나 

긴장과 같은 심리적 요인, 흡연이나 고도의 비만 등과 같은 기타 원인도 

있다(Burton et al., 2006).

  이런 만성요통은 개인적인 고통 뿐 아니라 중대한 공중 보건 문제로,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연간 900억달러(1998년 기준) 

(Luo, Pietrobon, Sun, Liu, & Hey, 2004), 영국은 연간 170억달러(2000년 기준)

(Maniadakis & Gray, 2000), 오스트레일리아는 연간 10억달러(2003년 기준) 

(Walker, Muller, & Grant, 2003) 이상을 매년 만성요통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척추질환 진료인원은 895만명(2007년), 1260만명(2014년) 

으로 7년 새 365만명이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1조 9860억원에서 3조 

8760억원으로 95.2%나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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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4). 이는 2016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인 386.7조원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요통과 골관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높은 이환율과 기능장애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기능장애를 야기하는 다른 질환(뇌졸중, 척수신경 손상,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과 비교하여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재활치료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건강관리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Ma, Chan, & Carruthers, 2014). 요통을 가진 환자는 통증 

회피를 위해 활동저하와 신체활동의 감소가 나타나고, 장기적인 침상안정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장애와 자존감 저하가 발생하여(Nicholas, 

Coulston, Asghari, & Malhi, 2009), 신체기능의 회복과 통증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mith, Perlis, Carmody, Smith, & Giles, 

2001).

  통증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기능장애가 초래되며, 정서 상태를 

악화시키고,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Davison & Jhangri, 2005). 

만성통증은 지속적인 통증을 정당화시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장애, 

경제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독립적인 생활, 자아상의 혼란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Harter et al., 2002; Kerns, Rosenberg, & 

Jacob, 1994). 통증은 신체적인 영향 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불안, 우울, 신체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만성요통으로 

전환되는 원인임이 밝혀졌고(Pincus, Burton, Vogel, & Field, 2002), 

수면장애 역시 만성요통 환자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Alsaadi, 

McAuley, Hush, & Maher, 2011).

  이런 지속적인 통증은 기억력 감소나 집중력 저하 등의 인지 장애를 

동반하게 된다(Hart, Martelli, & Zasler, 2000). 부적절한 인지체계는 

통증의 강도나 불편감 해석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면서 통증의 객관적인 상태와 

다르게 주관적인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Roth, Gei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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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en-Goodvich, & Dixon, 2005), 끊임없는 부정적인 인지적 사고로 통증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반추, 과장, 무기력 등의 부적절한 

인지-행동적 사고 양상을 나타내는 통증파국화(pain catastrophizing)를 갖게 

된다(Campbell & Edwards, 2009; Turner, Jensen, & Romano, 2000). 

통증파국화는 통증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통증을 잘 견디거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 통증에서 비롯된 부정적 생각을 지속하는 

것이다(Quartana, Campbell, & Edwards, 2009). 

  이처럼 만성요통은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차원의 많은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와 치료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계의 특성상 질병위주의 치료가 대부분으로 간호의 

전인적 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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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의 정도에 따른 일반적/질병적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차이를 확인한다. 

  6)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7) 대상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매개모형을 

검정하고,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통증

  • 이론적 정의

  통증은‘실제적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 또는 이러한 손상 측면으로 

묘사되는 것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erskey & Bogduk, 1994).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을 의미하며, 요통은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누며, 급성은 6주 이내, 아급성은 

6-12 주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를, 만성은 12 주 이상 되어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Wheeler, 199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artain and Barry (1999)에 의해 개발된 숫자 통증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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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

  •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반응으로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막연한 불쾌감을 말한다(Spielberger, 197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igmond and Snaith (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우울

  • 이론적 정의

  우울이란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Granot & Ferber, 200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igmond and Snaith (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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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면장애

  • 이론적 정의

  수면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휴식 방식으로 

적당한 감각이나 자극에 의해 깨어날 수 있는 무의식 상태이다(Foreman & 

Wykle, 199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stien, Vallieres, 

and Morin (2001)이 개발한 불면증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5) 통증파국화

  • 이론적 정의

  통증파국화란 통증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이 통증을 잘 

견디거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며, 통증에서 비롯된 부정적 생각을 

지속하는 것이다(Quartana et al., 2009). 통증 환자들이 보이는 통증 관련 

걱정과 공포, 통증 감각의 위협감 및 심각성을 과장하고 확대하는 경향성을 

지칭하여 통증파국화라고 일컫기 시작하였다(Chaves & Brown, 1987; Spanos, 

Radtke-Bodorik, Ferguson, & Jones, 1979)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ullivan, Bishop, and Pivik (1995)이 개발한 통증파국화 

척도(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파국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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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만성요통의 통증과 통증파국화

  국제통증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에 따르면 통증이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 또는 이러한 손상 

측면으로 묘사되는 것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erskey & Bogduk, 1994). 통증은 그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누며, 급성은 6주 이내에, 아급성은 6-12주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를, 만성은 12주 이상 경과하여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Wheeler, 1995). 

  요통이란 제12 늑골의 하방에서 후상장골극이나 장골능까지의 요부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정의되며(Keefe et al., 2000), 가장 큰 원인은 요추 

추간판(lumbar intervertebral disc)이나, 척추체(vertebral body), 인대, 

근육, 연결 조직 및 후관절(facet joint)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척추 

구조물들이 만성요통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으나(Ohtori et al., 2011),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요인, 스트레스나 긴장과 같은 심리적 요인, 

흡연이나 고도비만 등과 같은 기타 원인이 있다(Burton et al., 2006). 

증상으로는 일측 혹은 양측하지의 방사통, 하지의 둔감, 하지 저림, 근력 

약화,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난다(Keefe et al., 2000). 

  요통은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 중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며(Wheeler, 

1995), 대부분의 요통환자들은 거의 한 달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거나 통증이 

점자 줄어든다. 그러나 통증이 3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호전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일부 통증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1년이 지난 후에도 62%의 

사람들은 여전히 통증이 있으며, 20%의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된 신체활동을 

보이고, 통증 발생 당시 일을 할 수 없었던 16%는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였다 

(Savigny et al., 2009). 통증이 만성화되면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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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통증은 기억력 감소나 집중력 저하 등의 인지 장애를 동반하게 

된다(Hart et al., 2000). 또한 부적절한 인지체계는 통증의 정도나 불편감의 

해석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면서 통증의 객관적인 상태와 다르게 주관적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Roth et al., 2005), 끊임없는 부정적인 

인지적 사고로 통증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반추, 과장, 무기력 

등의 부적절한 인지-행동적 사고 양상을 나타내는 통증파국화(pain 

catastrophizing)로 나타나게 된다(Campbell & Edwards, 2009; Turner et 

al., 2000).

  파국화란 용어는 Albert Elis에 의해 공식적으로 소개 되었고(Keefe et 

al., 2000), 그 후로 Aaron Beck에 의해 불안과 우울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부적응적인 인지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Nicholas et al., 2009). 

Chaves and Brown (1987)는 통증파국화를 위협감 또는 통증 감각의 심각성을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고, Spanos et al. (1979)는 통증과 

관련된 걱정, 두려움과 통증에 대한 생각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을 강조하였다. 

  통증파국화는 통증 자극 중 위협적인 가치를 확대하고,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 현재 또는 미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기하여 통증과 관련된 사고들을 억제하는 상대적인 기능장애로 

특정되어진다(Quartana et al., 2009). 하부요인으로는 반추(rumination), 

과장(magnification), 무기력(helplessness)이 포함된다. 반추적 사고는 

통증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향이고, 과장적 

사고는 통증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나타내며, 무기력은 결코 

통증이 변화하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Smith et 

al., 2001; Sullivan et al., 1995). 

  요통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통증의 감소를 위해 신체활동을 

줄이고(Jensen, Turner, Romano, & Karoly, 1991), 통증으로 인한 장기적인 

침상안정, 활동저하와 같은 신체활동 회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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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애와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Nicholas et al., 2009). Bean, 

Johnson, and Kydd (2014)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과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두 그룹 모두 기능장애의 주요 예측인자는 

통증이고, 통증강도는 운동공포의 예측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다양한 환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많은 연구에서 통증파국화는 통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Quartana et al., 2009; Smith et al., 2001), 

통증파국화가 우울, 불안, 통증 지속기간, 기능장애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Sullivan, 2012).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증파국화의 감소는 통증강도 및 기능장애 감소에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Adams, Ellis, Stanish, & Sullivan, 2007; Smith et al., 2001).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만성요통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은 신체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불안, 우울, 신체화, 정서 및 기분장애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ener et al. 

(2013)의 연구에서 요통 환자들은 요통이 없는 환자들과 비교하여 불안, 

우울, 신체화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의 이환율이 높았다. Garbi Mde et al. 

(2014)의 연구에서 높은 통증 강도는 기능장애와 우울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기능장애와 우울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incus et 

al.(2002)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요통환자의 만성화/기능장애에 대한 

심리학적인 예측 요인을 분석하여, 현저한 고통, 우울한 기분, 신체화와 같은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만성요통으로 전환에 현저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만성요통과 통증파국화의 다양한 연구(Hulsebusch, Hasenbring, & Rusu, 

2015; Roth et al., 2005; Scholich, Hallner, Wittenberg, Hasenbring, & 

Rusu, 2012; Smeets, Vlaeyen, Kester, & Knottnerus, 2006; Wertli et al., 

2014)들은 인지적 손상이 있는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이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우울증상, 피로, 파국화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통증파국화의 감소는 기능장애, 주증상 및 통증감소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5)에 따르면 통증파국화는 요추 협착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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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증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통증파국화는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적절한 대처 

전략(coping strategy)을 가지고 있다(Wertli et al., 2014).

  요통 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르면 성별은 통증 지각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통증 민감도를 보인다(Kim et al., 

2015; Van Dongen, Maislin, Mullington, & Dinges, 2003). 통증파국화 역시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대처 방식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여성이 타인에게 

통증을 표현하는 대처 방식을 더 잘 학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Keefe et 

al., 2000).

2. 만성통증 환자의 불안과 통증파국화의 관계

  불안이란 어떤 급격한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의 감정을 

말한다(Gupta et al., 2007). 이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이며, 어떠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일련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반응들과 관련 있는 과정이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Spielberger, 1975).

  Spielberger(1975)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기질 불안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상태 또는 

조건으로 규정한다. 상태불안은 주관적이고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일으킨다. 객관적 위험과는 관계없이 

어떤 환경을 개체가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의 수준은 높아진다. 

기질불안은 불안의 영구적 지속 형태이며 불안한 경향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되고 뚜렷한 개인차를 지닌 것으로 행동경향에 따라서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질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위험성을 지각하게 되므로 상태불안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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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통증 환자들에서 불안장애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Nicholas et al., 

2009), 만성통증과 정신장애를 동반한 사람은 정신장애를 동반한지 않은 

사람보다 나쁜 결과를 갖게 된다(Jensen et al., 1991). 범불안장애를 가진 

환자는 만성요통에 대한 두려움 회피 모델과 유사하게 종종 무해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며(Smith et al., 2001), 인지적, 

사회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대처기술과 위협회피 

행동들이 자주 행해진다(Nicholas et al., 2009). 범불안장애의 증상들은 

근육긴장, 불안, 피로, 통증(허리, 어깨 그리고 목을 포함)과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고(Romera et al., 2010), 진단되지 않거나 치료되지 않은 

범불안장애는 낮은 생산성, 높은 질병율과 사망률, 높은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의 원인이 된다(Bystritsky, Khalsa, Cameron, & Schiffman, 2013). 

  근골격계 만성통증과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추간판 탈출로 만성요통과 

만성경부통이 있는 환자의 35.8%, 정상 대조군의 6.7%가 불안장애가 있었고,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와 불안장애가 정상 

대조군보다 훨씬 더 높았다(Kayhan, Albayrak Gezer, Kayhan, Kitis, & 

Golen, 2016). 또한 추간판 수술 시행 후 환자들은 불안과 우울에 높은 

위험성이 있었고,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은 의료진의 좀 더 섬세한 정신과적 

관심과 사정이 필요하고, 입원기간과 재활기간 동안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Zieger, Schwarz, König, Härter, & Riedel-Heller, 

2010). 만성통증이 있는 관절염환자의 대단위 표본 연구에서 35%가 

불안장애로 나타났으며(McWilliams, Cox, & Enns, 2003), 범불안장애(GAD)는 

1차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만성통증 환자들 중 가장 일반적인 정신장애로 

확인되었다(Wittchen et al., 2002).

  수술과 관련된 불안과 통증파국화의 연구에서 수술 전 불안이 높았던 

환자는 수술 후 통증이 높고, 수술 후 통증은 불안과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증파국화는 수술 후 통증의 예측인자로 조사되었다 

(Granot & Ferber, 2005). 다른 연구에서 통증파국화는 수술 전 불안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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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통증 강도 사이에 완전 매개변수로 나타났다(Pinto, McIntyre, Almeida, & 

Araujo-Soares, 2012).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불안과 파국화는 수술 후 

급성 통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만성 통증과도 관련이 

있었고, 통증의 만성화로 인해 불안과 파국화에 영향이 나타났다(Theunissen, 

Peters, Bruce, Gramke, & Marcus, 2012). Kapoor, White, Thorn, and Block 

(2015)의 응급실에서 급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증파국화와 

상태불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태불안과 통증강도 사이에 

통증파국화는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났다.

  

3. 만성통증 환자의 우울과 통증파국화의 관계

  우울이란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Granot & Ferber, 2005), 만성요통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장애인 우울은 환자 스스로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감소시켜,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자각을 갖게 

하여 외부자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Keefe et al., 2000). 또한 

만성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정체성과 독립성이 상실되고,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환자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uenaver et al., 2012).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기능장애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집안일, 운동, 

사회활동 등과 같은 일상활동을 수행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이 

나타나며, 또한 우울한 상태는 환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어떠한 종류의 

활동조차 하려는 동기를 잃게 한다(Garbi Mde et al., 2014).

  정신장애 중 특히 우울은 만성통증 환자들에서 보다 일반적이며,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은 흔히 통증이 관찰되었다(Kayhan et al., 2016). 만성통증이 

있는 환자들과 통증이 없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만성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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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3배 높게 발생했으며, 통증강도가 증가하면 우울증 악화의 위험성도 

증가했다(Dworkin & Gitlin, 1991; Magni, Marchetti, Moreschi, Merskey, & 

Luchini, 1993; Taloyan & Lofvander, 2014). 우울과 만성통증은 양방향성의 

관계가 있으며, 우울과 통증악화는 서로 유사한 형태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다(Blier & Abbott, 2001; Campbell, Quartana, Buenaver, 

Haythornthwaite, & Edwards, 2010). 

  근골격계 만성통증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요통환자들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기능장애의 주요 

예측인자였고(Bean et al., 2014), 추간판 탈출로 만성요통 및 만성경부통이 

있는 환자들의 16.9%에서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on)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상 대조군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었다(Kayhan et al., 2016). 우울 

증상이 있는 만성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표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증파국화는 우울에 대해 약 38.7%의 설명력이 있으며, 

우울한 증상들은 통증강도나 통증장애 보다 인지적인 변수들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고(Nicholas et al., 2009), 다른 연구에서 통증파국화, 

무기력, 사고억제와 같은 인지장애가 우울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lsebusch et al., 2015). 또한 통증파국화와 고조된 우울한 

감정이 더해지면 두 변수가 단독으로 있을 때 보다 통증에 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Linton et al., 2011). 

4. 만성요통 환자의 수면장애와 통증파국화의 관계

  

  수면은 적당한 감각이나 자극에 의해 깨어날 수 있는 무의식 상태로써,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며 육체와 정신을 재충전하는 

효과가 있다(Foreman & Wykle, 1995). 수면은 에너지를 저장과 생성하며, 

생물학적 시스템의 재적응과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수면장애는 

불면증과 낮 시간의 피곤을 초래하여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키고,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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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는 낮 시간의 활동위축을 초래한다(Hodgson, 1991).

  수면장애는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Van Dongen et 

al., 2003),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신체적 요인은 통증이며, 

심리적 요인은 불안, 우울 등이 있다(Adams et al., 2007). 장기적으로 이런 

악영향들은 우울,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중대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Haack & Mullington, 2005; Yaggi, 

Araujo, & McKinlay, 2006). 

  수면장애는 통증지각(pain perception)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만성통증 환자의 수면장애는 높은 통증지각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수면장애 역시 통증지각을 증폭시킨다(Haack, 

Sanchez, & Mullington, 2007). 흥분과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신경생물학적으로 같은 경로를 공유하며 밀접한 연관이 있다(Finan, Goodin, 

& Smith, 2013). 수면장애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강도와 기능장애를 

증가시키며(Smith & Haythornthwaite, 2004), 통증악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Gupta et al., 2007).

  선행연구를 보면 Alsaadi et al. (2011)의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수면장애는 통증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10점 만점의 

시상화 통증척도에서 1점이 증가하면 자가보고 수면장애 척도의 점수가 10% 

증가했고, 지속적인 요통이 있는 환자들은 수면장애의 높은 이환율을 보이며, 

수면부족 역시 경험하게 되었다. Davis (2003)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통증이 감소할수록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관절염환자의 

주간 증상과 통증을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근막 턱관절장애(myofascial temporomandibular disorder)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Buenaver et al. (2012)의 연구에서 통증파국화와 수면장애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고, 임상통증 강도의 유의한 변화와 통증파국화 수준은 

수면장애에 의해 매개되었고,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쳤다(Smith et al., 2001). Campbell et al. (2015)의 무릎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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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추감작(central sensitization)이었고, 통증파국화는 수면 효율성과 

중추감작 사이에 중간 수준의 관련이 있었다. 특히 낮은 수면 효율성과 높은 

통증파국화 점수는 중추감작의 정도를 증가시켰고, 중추감작은 증가된 임상 

통증과 매우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문헌고찰로 보면 만성통증의 원인은 신체적인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하여 불안과 우울의 정도, 범불안장애와 주요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의 이환율이 높으며, 조기에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하며,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의 원인이 

된다.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요통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근육긴장, 피로, 통증강도의 악화와 같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며,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요인은 우울, 비만, 제2형 당뇨병과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중대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의 원인이 되며, 통증강도의 증가에 

따라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정도는 증가하게 된다.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의 침상안정 및 신체활동 

감소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신체기능이 감소하게 되며,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신체기능의 감소는 다시 통증 강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의 증상은 만성화가 되고,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통증파국화, 무기력, 사고억제와 같은 부적절한 인지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해서는 신체적인 요인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통증이 만성화로 

이환되고 통증파국화와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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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서울소재 일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 외래에 내원한 성인 만성요통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분석을 통해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하나의 증상이 다른 증상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불안

통증 통증파국화우울

수면장애

그림 1.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통증파국화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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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서울소재 일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 외래에 내원한 만성요통 환자로 초진기록지와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불면지수 

(Insomnia Severity Index, ISI), 통증파국화 척도(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기록지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기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15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해당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IRB)와 의무기록팀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3개월(12주) 이상 만성요통이 지속된 자 

  (3) 초진기록지,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불면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통증파국화 척도

(Pain Catastrophizing Scale)기록지가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자

2) 대상자 제외기준 

  (1) 암 혹은 감염성 전신질환이 있는 자

  (2) 기록지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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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기록지를 사용하였다. 조사기록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항목, 질병관련 특성 5항목, 통증 1항목, 불안 7문항, 

우울 7문항, 불면지수 7문항, 통증파국화 13항목으로 총 4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기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성별, 연령으로 총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대상자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된 초진기록지에서 

통증지속기간(pain duration), 만성요통원인질환(diagnosis), 요추수술 

경험(lumbar spine surgery history), 하지방사통(radicular pain),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Comorbid musculoskeletal pain)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Comorbid musculoskeletal pain)은 

요통 이외에 발생한 근골격계 통증을 의미한다.  

3) 통증

  본 연구에서는 Sartain and Barry (1999)에 의해 개발된 숫자 통증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를 이용하였으며, 10cm 수평선상을 10등분 

숫자로 표시한 도구를 양 끝에 ‘통증 없음’은 0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10으로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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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

  본 연구에서는 Zigmond and Snaith (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척도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겪는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홀수 문항 7개가 불안 하부척도 

(HADS-A)에 해당된다. 각각의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가능한 점수 범위는 0-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Snaith (2003)의 연구에 의하면 0-7점은 정상수준 범위로 

간주하고, 8-10점은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11-21점은 불안장애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겼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1이었다. 

5) 우울

  본 연구에서는 Zigmond and Snaith (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척도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겪는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짝수 문항 7개가 우울 하부척도 

(HADS-D)에 해당된다. 각각의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Snaith (2003)의 연구에 의하면 0-7점은 정상수준 범위로 

간주하고, 8-10점은 우울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11-21점은 우울장애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겼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2이었다.



- 20 -

6) 수면장애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면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stien et al. 

(2001)이 개발한 불면증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를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개 문항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 0-7점은 정상, 8-14점은 

경계성, 15-21점은 임상적 불면증(중등도), 22-28점은 임상적 불면증(중증) 

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90이었다. 

7) 통증파국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통증파국화를 측정하기 위해 Sullivan et al. 

(1995)이 개발한 통증파국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해당기관에 등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증에 대한 

다양한 파국적 사고의 정도를 평가하고, 통증이 있을 때의 사고와 감정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다. 통증파국화 척도는 하부 항목으로 반추적사고 

4문항, 과장적 사고 4문항, 무기력한 사고 5문항, 총 13개 문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에서 5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파국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계수가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95이었다.



- 21 -

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시작 전 해당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IRB)를 통과하였다(과제번호 : 4-2016-0089). 2016 년 3 월 28 일부터 

4월 8 일까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를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 

자료를 이용했으며, 연구 후 수집된 1차 자료인 컴퓨터 데이터와 코딩된 2차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이 컴퓨터는 연구자만 식별할 수 있는 

암호를 입력해야 접근이 가능하며, 각 데이터 파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서술통계로 확인하였다.

2) 대상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서술통계로 확인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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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따른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다.

6)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오차의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7) 대상자의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과 Preacher and Hayes (2008)의 multiple 

mediator models analysis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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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3명(34.6%), 여자가 100명(65.4%)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61.02(±15.18)세이며, 60대 이상이 

92명(60.1%)으로 가장 많았다. 

  통증 지속기간은 3개월-1년 미만이 72명(47.1%), 1-3년 미만이 

35명(22.9%), 3년 이상 46명(30.1%)이었다. 만성요통의 원인질환으로는 요추 

원판전위(lumbar herniated disc)가 66명(43.1%)로 가장 많았으며, 

척추협착(spinal stenosis)이 58명(37.9%),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

4명(2.6%), 퇴행성 척추증(degenerative spondylosis)이 4명(2.6%), 퇴행성 

척추관절염(degenerative spine arthritis)이 3명(2.0%), 요추 전방전위증 

(lumbar spondylolisthesis)이 2명(1.3%)이었다. 요추수술 경험은 31명 

(20.3%)이 있었으며, 57명(37.3%)이 하지방사통이 있었고,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대상자는 50명(3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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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N=153)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53(34.6)

여 100(65.4)

연령 30대 이하 15 (9.8)

  61.02±15.18
40대 11 (7.2)

50대 35 (2.9)

60대 이상 92(60.1)

통증 지속기간(개월) 3개월-1년 미만 72(47.1)

  35.58±58.841-3년 미만 35(22.9)

3년 이상 46(30.1)

만성요통 원인질환 요추 원판전위

(lumbar herniated disc)
66(43.1)

척추협착
(spinal stenosis)

58(37.9)

압박골절
(compression fracture)

  4 (2.6)

퇴행성 척추증
(degenerative spondylosis)

  4 (2.6)

퇴행성 척추관절염
(degenerative spine arthritis)

3 (2.0)

요추 전방전위증
(lumbar spondylolisthesis)

  2 (1.3)

기타a 15(10.5)

요추수술 경험b 무 122(79.7)

유 31(20.3)

하지방사통c 무 96(62.7)

유 57(37.3)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d 무 103(67.3)

유 50(32.7)

a.요추 추간공 협착증(lumbar foraminal stenosis), 척추측만증(scoliosis), 요추 불안정성 

(lumbar spinal instability), 요추 후관절통 증후군(lumbar facet joint syndrome),  

척추분리증(spondylolysis) 

b.lumbar spine surgery history, c.raducular pain, d.comorbid musculoskelet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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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정도

1) 대상자의 통증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숫자 통증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에 따른 통증 

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3±2.08점으로 중등도의 통증강도이며, 중등도 

71명(46.4%), 중증 65명(42.5%), 경도 17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통증정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대상자의 통증 정도
(N=153)

구분 범위   빈도(   %) 평균±표준편차

경도 1-3 17(11.1)

     6.13±2.08중등도 4-6 71(46.4)

중증   7-10 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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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불안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불안 정도(HADS-A)는 평균 5.60±3.54 점이며, 불안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8점 이상이 46명(30.1%)으로 나타났다<표 3>. 이 중 점수가 

높은 문항은‘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1.26±0.94),‘신경이 곤두서거나 

긴장감’이 든다’(1.17±0.80)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표 4>와

같다.

표 3. 대상자의 불안 분류
(N=153)

구분 범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정상

(normal)
      0-7 107 (69.9)

  5.60±3.54
불안장애 의심

(borderline)
      8-10 32 (20.9)

불안장애

(abnormal)
      11-21       14 (9.2)

   153(100.0)

표 4. 대상자의 불안 정도
(N=153)

문 항   평균±표준편차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1.26±0.94

신경이 곤두서거나 '긴장감'이 든다.   1.17±0.80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감이 든다.   0.84±0.80

안절부절 못하게 두려운 느낌이 든다.   0.71±0.70

가만히 앉아 긴장을 풀 수 있다.   0.61±0.60

무언가 꼭 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불안하다.   0.51±0.58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0.50±0.67

계   5.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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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우울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HADS-D)는 평균 4.20±3.19점이며, 우울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8점 이상이 23명(15.1%)으로 나타났다<표 5>. 이 중 점수가 

높은 문항은‘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즐긴다’(0.85±0.66),‘나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0.71±0.82)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표 6>과 같다.

표 5. 대상자의 우울 분류
(N=153)

구분      범위     빈도 (   %) 평균±표준편차

정상

(normal)
      0-7      130 (85.0)

  4.20±3.19
우울장애 의심

(borderline)
      8-10       14  (9.2)

우울장애 

(abnormal)
      11-21        9  (5.9)

     153(100.0)

표 6. 대상자의 우울 정도
(N=153)

문 항   평균±표준편차

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즐긴다.   0.85±0.66

나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0.71±0.82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   0.59±0.64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재미있는 면을 볼 수 있다.   0.58±0.62

명랑한 기분이 든다.   0.56±0.61

좋은 책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0.49±0.64

어떤 일을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   0.42±0.58

계   4.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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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수면장애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장애(ISI) 정도는 평균 7.76±4.91점이며, 15점 

이상의 중증도 임상적 불면증은 16명(10.5%)로 나타났다<표7>. 이 중 점수가 

높은 문항은‘수면 패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1.69±0.839),‘수면

장애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1.21±1.011)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면장애 정도는 <표 8>과 같다.

표 7. 대상자의 수면장애 분류
(N=153)

구 분 범위 빈도 (   %) 평균±표준편차

임상적 유의미한 불면증 없음
(No clinically significant insomnia)

0-7 81 (52.9)

7.76±4.91

역치이하 불면증
(subthreshold insomnia)

8-14 56 (36.6)

중등도 임상적 불면증
Clinical insomnia(moderate severity)

15-21 16 (10.5)

중증 임상적 불면증
Clinical insomnia(severe)

22-28 0    (0)

153(100.0)

표 8. 대상자의 수면장애 정도 (N=153)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최근 2주 동안 불면의 정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a. 잠들기가 어렵다 (시작)    1.28±0.82

1b. 수면 중에 깬다 (유지)    1.10±0.20

1c. 아침에 너무 일찍 깬다    0.58±0.68

2. 수면 패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69±0.84

3. 삶의 질 저하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수면 장애 정도가 주위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입니까?
   1.10±0.91

4. 수면 장애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1.21±1.01

5. 수면장애가 일상 생활(주간의 피로도, 일상적 집안 일, 회사 일,

   집중력, 기억력 등)에 어느 정도 지장을 미칩니까? 
   0.80±0.81

계    7.7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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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통증파국화 정도 

  대상자의 통증파국화(PCS) 정도는 평균 18.84±10.78점이며, 30점 이상의 

임상적 통증파국화 수준은 30명(39.6%)로 나타났고, 하부 항목인 무기력은 

평균 6.84±4.55으로 13점 이상 임상적 무기력 수준은 19명(12.4%), 과장은 

평균 5.29±2.83으로 5점 이상 임상적 과장 수준은 91명(59.5%), 반추는 평균 

6.71±4.14으로 11점 이상 임상적 반추 수준은 31명(20.3%)으로 나타났다<표 9>.

  하부 항목 중 무기력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은 ‘통증이 너무 심하여,  

통증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다’(1.33±0.89), ‘통증이 너무나 심각하여, 

통증이 더 이상 호전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1.25±0.85),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1.11±0.96)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장에서는 점수가 높은 문항은 ‘통증이 더 심각해질까 봐 

두렵다’(2.04±0.96)이고, 반추에서는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진정으로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1.97±1.24), ‘나는 항상 통증을 멈추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1.81±1.2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통증파국화 

정도는 <표 10>과 같다.

표 9. 대상자의 통증파국화 분류
(N=153)

구분   범위      빈도 (   %) 평균±표준편차

통증파국화 18.84±10.78
  정상 0-29 123 (80.4)

  임상적 통증파국화 수준 30-52 30 (19.6)

무기력(Helplessness) 6.84±4.55
정상 0-12 134 (87.6)

임상적 무기력 수준 13-24 19 (12.4)

과장(Magnification)
5.29±2.83

정상 0-4 62 (40.5)

임상적 과장 수준 5-12 91 (59.5)

반추(Rumination) 6.71±4.14
정상 0-10 122 (79.7)

임상적 반추 수준 11-16 31 (20.3)

15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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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통증파국화 정도
(N=153)

문 항     평균±표준편차

무기력(Helplessness) 6.84±4.55

통증이 너무 심하여,  통증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다. 1.33±0.89

통증이 너무나 심각하여, 통증이 더 이상 호전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1.25±0.85

더 이상 통증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1.11±0.96

통증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1.1±0.91

나는 통증의 끝은 있는 것인가 하고 항상 걱정한다 1.08±0.87

나는 앞으로 통증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0.95±0.96

과장(Magnification) 5.29±2.84

통증이 더 심각해질까 봐 두렵다 2.04±0.96

아팠던 상황들에 대하여 계속 생각이 든다. 1.64±1.18

더 심각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 1.61±1.00

반추(Rumination) 6.71±4.15

나는 진정으로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1.97±1.24

나는 항상 통증을 멈추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1.81±1.23

머리 속에서 통증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1.51±1.13

나는 항상 얼마나 통증이 아팠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한다. 1.41±0.98

계   18.8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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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과 통증은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662, 

p=.009), 성별, 연령, 통증지속기간,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통증지속기간이

짧고,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높았다.

  불안은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65, p=.025). 불안은 성별, 연령, 통증지속기간,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통증지속기간이 짧고, 요추수술 경험,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은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20, p=.045). 우울은 성별, 연령, 통증지속기간,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수면장애는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34, p=.027). 수면장애는 성별, 

통증지속기간, 요추수술 경험, 하지방사통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통증지속기간이 길수록, 요추수술 경험, 

하지방사통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통증파국화는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126, p=.035), 특히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t=2.926, p>0.001).

  통증파국화의 하부요인인 무기력은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221, p=.028), 요추수술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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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31, p>0.001). 과장은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130, p=.035),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18, p=0.013). 반추는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0, p=.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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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
(N=153)

특성 구분 n
통증(NRS) 불안(HADS-A) 우울(HADS-D) 수면장애(ISI)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53 6.00±2.16 -.566

(.572)
5.02±3.72 -1.487

(.139)
3.62±2.75 -1.646

(.102)
7.28±5.12 -0.866

(.388)여 100 6.20±2.03 5.91±3.42 4.51±3.37 8.02±4.80

연령

30대이하 15 5.47±1.55

.786
(.503)

4.73±3.56

0.889
(.448)

3.80±2.37

1.303
(.276)

7.00±5.14

0.733
(.534)

40대 11 6.45±2.06 4.45±2.84 3.73±2.33 8.09±4.30

50대 35 5.97±2.09 5.57±3.75 3.46±2.66 6.89±4.86

60대 이상 92 6.26±2.14 5.89±3.54 4.61±3.53 8.18±4.97

통증지속기간

3개월-1년 미만 72 6.32±2.25
.568

(.568)

6.01±3.60
0.938
(.394)

4.13±3.30
0.487

(.615)

7.49±4.86
0.498
(.609)

1-3년 미만 35 6.00±1.91 5.31±3.40 4.66±3.04 7.54±4.75

3년 이상 46 5.93±1.92 5.17±3.56 3.98±3.17 8.37±5.15

요추수술 경험
무 122 5.91±2.02 -2.662

(.009)

** 5.28±3.41 -2.265
(.025)

* 3.94±2.96 -2.020
(.045)

* 7.52±4.81 -1.244
(.215)유 31 7.00±2.06 6.87±3.83 5.23±3.87 8.74±5.23

하지방사통
무 96 5.95±2.06 -1.418

(.158)

5.35±3.85 -1.121
(.264)

4.43±3.41 1.131
(.260)

7.33±4.46 -1.416
(.159)유 57 6.44±2.07 6.01±2.93 3.82±2.77 8.49±5.53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무 103 5.97±2.07 -1.371

(.173)

5.33±3.63 -1.363
(.175)

3.99±3.13 -1.183
(.239)

7.16±4.67 -2.234
(.027)

*

유 50 6.46±2.05 6.16±3.32 4.64±3.30 9.02±5.1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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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계속)
(N=153)

특성 구분 n

통증파국화(PCS)

무기력(PCS-H) 과장(PCS-M) 반추(PCS-R)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53 16.32±10.57 -2.126

(.035)

* 5.98±4.40 -2.221   
(.028)

* 4.60±2.82 -2.130
(.035)

* 5.74±4.01 -2.130
(.035)

*

여 100 20.17±10.70 7.29±4.59 5.66±2.79 7.22±4.15

연령

30대이하 15 15.40±10.28

1.384
(.250)

5.80±4.14

1.383
(.250)

4.27±2.66

1.646
(.181)

5.33±4.50

0.951
(.418)

40대 11 15.82±9.53 5.27±3.26 4.27±2.83 6.27±4.22

50대 35 17.77±10.20 6.26±3.83 5.14±2.91 6.37±4.05

60대 이상 92 20.16±11.12 7.41±4.94 5.64±2.80 7.11±4.13

통증지속기간

3개월-1년 미만 72 19.54±10.79
0.386

(.680)

7.15±4.77
0.325
(.723)

5.42±2.71
0.536

(.586)

6.97±4.02
0.407

(.667)
1-3년 미만 35 17.60±10.56 6.54±4.24 4.86±2.82 6.20±4.26

3년 이상 46 18.67±11.07 6.57±4.50 5.43±3.06 6.67±4.32

요추수술 경험
무 122 17.58±10.26 -2.926

(.004)

** 6.16±4.16 -3.831
(.001)

*** 5.01±2.73 -2.518
(.013)

* 6.42±4.14 -1.713
(.089)유 31 23.77±11.52 9.52±5.09 6.42±3.02 7.84±4.04

하지방사통
무 96 18.01±10.88 -1.232

(.220)
6.71±4.56 -0.451

(.653)
5.01±2.90 -1.615

(.108)
6.29±4.19 -1.611

(.109)유 57 20.23±10.56 7.05±4.57 5.77±2.68 7.40±4.03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무 103 18.08±10.86 -1.252

(.212)
6.40±4.50 -1.721

(.087)
5.12±2.88 -1.113

(.267)
6.56±4.18 -0.610

(.543)유 50 20.40±10.54 7.74±4.58 5.66±2.72 7.00±4.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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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별은 나이(r=.253, p=.002), 통증파국화(r=.170, p=.035)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나이는 요추수술 경험(r=.164, p=.043), 동반된 근골계 통증(r=.216, 

p=.007), 통증파국화(r=.192, p=.017)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통증은 요추수술 경험(r=.212, p=.009), 불안(r=.458, p<.001), 

우울(r=.367, p<.001), 수면장애(r=.406, p<.001), 통증파국화(r=.518,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통증지속 기간은 나이, 통증, 통증지속기간, 요추수술 경험,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요추수술 경험은 불안(r=.181, p=.025), 우울(r=.162, p=.045), 통증파국화 

(r=.232, p=.004)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방사통은 나이, 통증, 통증지속기간, 요추수술 경험,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은 수면장애(r=.179, p=.027)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불안은 우울(r=.681, p<.001), 수면장애(r=524, p<.001), 통증파국화 

(r=828,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우울은 수면장애(r=.356, p<.001), 통증파국화(r=.606,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수면장애는 통증파국화(r=.543, p<.001)와 양의 상관계로 나타났다. 

  즉, 통증이 심할수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 정도는 높아지며,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통증파국화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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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통증
통증지속

기간
요추수술
경험

하지
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불안 우울

수면

장애

통증

파국화

성별 .253** .046 .099 .025 -.007 .127 .120 .133 .072 .170*

.002 .572 .225 .757 .929 .119 .139 .102 .378 .035

나이 .086 .150 .164* .021 .216** .144 .142 .139 .192*

.292 .065 .043 .794 .007 .075 .080 .086 .017

통증 -.036 .212** .115 .111 .458** .367** .406** .518**

.659 .009 .158 .173 .000 .000 .000 .000

통증지속기간 -.048 .013 .088 .036 .051 .102 .026
.556 .876 .278 .660 .528 .210 .754

요추수술

경험
-.119 -.005 .181* .162* .101 .232**

.142 .956 .025 .045 .215 .004

하지방사통 .155 .091 -.092 .114 .100
.056 .264 .260 .159 .220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110 .096 .179* .101

.175 .239 .027 .212

불안 .681** .524** .828**

.000 .000 .000

우울 .356** .606**

.000 .000

수면장애 .543**

  
.000

표 12.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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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통증파국화의 하부요인의 상관관계

성별 나이 통증
통증지속 

기간

요추수술 

경험

하지

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무기력 .137 .197* .554** -.017 .298** .037 .139 .791** .656** .541**

0.91 .015 (.000) (.839) (.000) .653 .087 (.000) (.000) (.000)

과장 .178* .201* .453** .073 .201* .130 .090 .768** .508** .498**

.028 .013 (.000) (.369) .013 .108 .267 (.000) (.000) (.000)

반추 .171* .146 .376** .035 .138 .130 .050 .759** .508** .477**

.035 .072 (.000) (.671) .089 .109 .543 (.000) (.000) (.000)

* p<0.05, ** p<0.001



- 38 -

5.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따른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차이

  대상자의 통증파국화 정도를 임상적 통증파국화 수준인 3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임상적 통증파국화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정상군과 임상적 통증파국화군에서 성별(t=4.519, p=.035), 요추수술 경험 

(t=8.561, p=0.004), 통증(t=-8.422, p<.001), 불안(t=-11.875, p<.001), 

우울(t=-6.392, p<.001)과 수면장애(t=-6.155, p<.001)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 통증지속기간, 하지방사통,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은 정상군과 통증파국화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통증파국화의 하부요인인 무기력(t=-13.654, p<.001), 과장 

(t=-15.137, p<.001), 반추(t=-15.213, p<.001)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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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따른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차이

(N=153)

특성 구분

통증파국화(PCS) t or F (p)

<30(n=123) ≧30(n=30)

  n 평균±표준편차(n) 평균±표준편차(n)

성별 남 53 12.98±7.36 (45) 35.13±3.72   (8)
4.519(.035)*

여 100 16.24±8.57 (78) 34.09±3.23 (22)

연령 30대이하 15 14.14±9.39 (14) 33.00±0.00   (1)

1.384(.250)
40대 11 14.40±8.73 (10) 30.00±0.00   (1)

50대 35 14.52±7.67 (29) 33.50±4.50   (6)

60대 이상 92 15.54±8.35 (70) 34.86±3.01 (22)

통증지속기간 3개월-1년 미만 72 15.72±8.49 (57) 34.07±4.02 (15)

0.386(.680)1-3년 미만 35 15.26±8.70 (31) 35.75±2.98   (4)

3년 이상 46 13.77±7.55 (35) 34.27±2.45 (11)

요추수술 경험 무 122 14.65±8.20 (103) 33.47±3.22 (19)
8.561(.004)**

유 31 17.10±8.50 (20) 35.91±3.08 (11)

하지방사통 무 96 14.70±8.58 (80) 34.56±3.32 (16)
1.519(.220)

유 57 15.70±7.71 (43) 34.14±3.46 (14)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

무 103 14.32±8.10 (84) 34.68±3.27 (19)
1.568(.212)

유 50 16.62±8.55 (39) 33.82±3.55 (11)

통증(NRS) 5.55±1.79 8.50±1.33 -8.422(.000)***

불안(HADS-A) 4.47±2.80 10.23±2.27 -11.875(.000)***

우울(HADS-D) 3.32±2.32 7.83±3.70 -6.392(.000)***

수면장애(ISI) 6.5±3.86 12.93±5.39 -6.155(.000)***

통증파국화 15.05±8.27 34.37±3.38 -20.063(.000)***

  무기력(PCS-H) 5.17±3.13 13.67±2.71 -13.654(.000)***

  과장(PCS-M) 4.39±2.34 9.00±1.20 -15.137(.000)***

  반추(PCS-R) 5.49±3.66 11.7±1.32 -15.213(.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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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파국화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증파국화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를 

중심으로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표15>, 첫 단계에서 2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나이를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회귀시켰고(Model 1), 두 번째 단계에서 질병관련 

특성인 요추수술 경험을(Model 2), 세 번째 단계에서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Model 3) 통증파국화에 회귀시켰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2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의 

통증국화에 대한 설명력은 4.0%이었고(F=4.180, p=.017), 독립변수인 성별과 

나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odel 2에서는 요추수술 경험이 추가되었으며, 

통증파국화에 대한 설명력은 7.7%이었고(F=5.205, p=.002), 독립변수인 

요추수술 경험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08, 

p=.009). Model 3에서는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추가되었고, 

통증파국화에 대한 설명력은 71.8%이였고(F=56.73, p<.001), 통증(β=.138, 

p=.007), 불안(β=.647, p<.001), 수면장애(β=.114, p=.030)이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불안은 64.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또한,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자기 

상관(autocorrelation)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공차 한계(tolerance limit),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및 Dubin-Watson 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80이하로 서로 독립적이며, 공차 한계는 

0.425-0.730으로 0.3이하인 변수는 없었고, VIF는 1.329-1.531으로 기준을 

만족하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54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으며,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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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층적 회귀분석을 통한 통증파국화의 영향요인
(N=153)

모형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Adj. R² F p VIF
B 표준오차 β

1 (상수) 7.077 4.156 1.703 .091 .040 4.180 .017*

성별 2.938 1.855 .130 1.584 .115 1.069

나이 .113 .058 .150 1.939 .054 1.069

2 (상수) 7.331 4.078 1.798 .074 .077 5.205 .002*

성별 3.020 1.820 .134 1.659 .099 1.069

나이 .088 .058 .124 1.522 .130 1.098

요추수술 
경험

5.558 2.112 .208 2.631 .009* 1.028

3 (상수) -3.520 2.570 -1.370 .173 .718 56.73 .000†

성별 1.355 1.011 .060 1.340 .182 1.082

나이 .028 .032 .039 .865 .389 1.115

요추수술 
경험

1.532 1.197 .057 1.280 .202 1.082

통증 .718 .262 .138 2.746 .007* 1.369

불안 1.969 .201 .647 9.798 .000† 2.352

우울 .174 .200 .051 .868 .387 1.895

수면장애 .250 .114 .114 2.187 .030* 1.45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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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매개 분석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 선택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매개모형<그림 1>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은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최종 매개모형에서 제외되었고, 수정된 최종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통증이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총 효과는 β값이 .518(p<.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통증이 매개변수인 불안(β=.458, p<.001), 수면장애 

(β=.406, p<.001)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인 통증(β=.151, p=.003)과 매개변수인 

불안(β=.698, p<.001), 수면장애(β=.115, p=.029)은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Preacher and Hayes (2008)의 multiple mediator models analysis를 

사용하여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수면장애의 매개분석을 통한 

간접효과는 불안의 β값이 0.319(a1×b1=0.458×0.698)이고, 수면장애의 

β값은 0.046(a3×b3=0.406×0.029)이며, 총 간접효과는 β값이 0.36이다.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직접효과 0.15(c')와 간접효과 

0.36[(a1×b1)+(a2×b2)]가 합해져 0.51(c)의 총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과 수면장애가 매개변수로써 

부분매개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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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효과 모형

통증 통증파국화

c .51*

■ 매개(직접/간접 효과)모형

불안

통증 통증파국화

수면장애

   a1 .45†

   a2 .40
†

c' .15*

b1 .69
†

b2 .11
*

*p<.05, †p<.001, c=c'+(a1×b1)+(a2×b2)=0.15+(0.45×0.69)+(0.40×0.11)=0.51

그림 2.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통증, 불안, 수면장애의 매개효과



- 44 -

표 16.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수면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Step 1

통증 → 통증파국화 2.689 .361 .518 7.440 .000†

Step 2

통증 → 불안 .781 .123 .458 6.331 .000†

통증 → 우울 .564 .116 .367 4.855 .000†

통증 → 수면장애 .959 .176 .406 5.460 .000†

Step 3

불안 → 통증파국화 2.126 .163 .698 13.003 .000†

수면장애 → 통증파국화 .253 .115 .115 2.208 .029*

통증 → 통증파국화 .785 .260 .151 3.022 .003*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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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 분석을 통해 통증은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수면장애가

부분매개 변수로써 간접효과를 나타내며, 그 중 특히 불안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수면장애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통증 점수는 평균 6.13±2.07점이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은 

65명(42.5%)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요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통증강도는 6.1±2.1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Alsaadi et al., 2011). 

이전 연구에서 성별은 통증 경험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통증 민감도를 보였다(Kim et al., 2015; Van Dongen et al., 

2003).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여성이 만성 통증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것이 

명확히 설명되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임상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적으로 유발된 통증의 연구 결과, 여성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통증 민감도가 높으며, 통증의 촉진은 증가시키고 통증의 

억제는 감소시키는 매우 일관된 결과의 패턴을 나타냈다(Kvachadze, 

Tsagareli, & Dumbadze, 2015).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통증 점수가 높았다. 이는 동양권 문화가 

서양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5.60±3.54점이고 불안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8점 

이상의 대상자는 46명(30.1%)이며, 우울은 4.20±3.19점으로 우울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8점 이상의 대상자는 23명(15.1%)이었다.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만성요통 또는 만성경부통 환자의 기분 및 불안장애를 연구한 결과, 

전체 환자들 중 46.6%는 적어도 하나의 기분 및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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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과 우울장애(Any anxiety disorder)의 

유병율이 16.9%와 35.8%로 나타났다(Kayhan et al., 2016). 본 연구와 같은 

대상과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서 불안과 우울 점수는 각각 7.6±3.7, 

6.6±4.2점과(Buhrman, Nilsson-Ihrfeldt, Jannert, Strom, & Andersson, 

2011), 7.9, 11점으로 본 연구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 기관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3차 기관임을 고려해볼 때,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물요법과 기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증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만성요통 환자의 약물요법이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전 연구에서 Tramadol을 사용한 후 불안과 우울 점수가 각각 7.9, 

11점에서 5.2, 5.1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etsunaga, 

Tetsunaga, Tanaka, & Ozaki, 2015). 본 연구에서 만성요통 환자의 요추수술 

경험은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Zieger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불안과 

우울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불안과 우울은 만성요통 환자들의 

정신적인 문제로 매우 자주 언급되며, 만성요통은 불안과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Kayhan et al., 2016). 요추수술 경험은 현재 

요통의 재발을 의미하며, 대상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로 

지각하게 된다. 요통의 재발로 인해 기능장애와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수술을 시행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재평가하여 불안과 우울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는 7.76±4.91점으로 비교적 낮은 정도로 나타났으며, 

중등도의 임상적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성요통 환자에서의 불면증의 유병율을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 

47%(Purushothaman et al., 2013)와 53%(Tang, Wright, & Salkovskis, 

2007)의 유병율을 보고한 다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연구들은 100명 보다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표본의 

크기와 임상적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임상적 불면증의 유병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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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ISI) 점수 8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불면증의 유병율은 47.1%로 증가하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에 따른 일반대중들의 

불면증 유병율은 6%임을(Ancoli-Israel & Roth, 1999) 고려했을 때 8배가 

높으며, 만성요통이 없는 한국인을 포함한 일반 아시안 인구를 대상을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략 5배가 높다(Nomura, Yamaoka, 

Nakao, & Yano, 2005). 지속적인 요통이 있는 환자들은 수면장애의 높은 

이환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요통 환자들을 가진 환자들은 수면부족을 

경험하게 된다(Alsaadi et al., 2011). 이전 연구에서 수면장애와 

통각과민(hyperalgesia)의 관계가 확인되었고(Campbell et al., 2013; Finan 

et al., 2013), Davis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 향상이 

관절염환자의 주간 증상과 통증을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통증의 

감소는 만성요통 환자의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의 유무에 따라 수면장애의 점수가 9.02과 

7.1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근골격계 통증이 직장인의 병가(sick 

absence)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코호트연구에서 요통과 목 어깨의 통증을 

가진 그룹은 요통만 있는 그룹보다 2배 높은 수면장애가 보고된 바 있어 

(Aili, Nyman, Hillert, & Svartengren, 2015) 근골격계의 통증이 수면장애를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통증파국화 점수는 평균 18.84±10.78점이고, 30점이상 임상적 

통증파국화 수준의 대상자는 30명(19.6%)으로 나타났다. 만성요통 환자 

대상으로 시행한 다른 연구들에서 통증파국화 점수는 평균 12.0±8.2에서 

25.72±14.20으로 확인되었고(Buhrman et al., 2011; Kim et al., 2015; 

Leonard, Chatkoff, & Gallaway, 2013), 무릎 골관절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평균 11.1±10.4점이었다(Campbell et al., 2015). 다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통증파국화 점수는 중간 정도의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증파국화 정도가 높았으며,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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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의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Keefe et al., 2000; Kim et al., 2015). 이전 연구들에서 통증강도와 

통증파국화와의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증강도가 

증가할수록 통증파국화 수준도 높아졌다. 이에 통증파국화에 성별의 차이는 

여성의 높은 통증 민감도가 원인이라고 보인다. 요추수술 경험과 

통증파국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하부요인인 

무기력과 과장은 요추수술 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미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통의 재발로 인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강화가 

이뤄지며, 대상자는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과장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 파국화는 상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통증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도 높아졌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통증파국화와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다 

(Alsaadi et al., 2011; Campbell et al., 2015; Hulsebusch et al., 2015; 

Licciardone, Gatchel, Kearns, & Minotti, 2012; Linton et al., 2011). 

특히 본 연구에서 통증파국화는 성별, 나이, 요추수술 경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특히 불안과 

통증파국화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된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 매개변수인 우울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우울과 통증파국화는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으나(Hulsebusch et 

al., 2015; Linton et al., 2011; Nicholas et al., 2009), 다른 연구에서는 

통증파국화가 단지 우울의 한 증상이거나 또는 독립적인 구조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Jense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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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변수인 우울을 제외한 후 수정된 매개모형으로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과 

통증파국화에 사이에 매개변수인 불안, 수면장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증은 매개변수인 불안, 수면장애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를 

미치며, 이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나타냈다(Alsaadi et al., 2011; 

Campbell et al., 2015; Granot & Ferber, 2005; Kayhan et al., 2016; 

Linton et al., 2011). 특히, 통증이 불안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높은 강도와 지속적인 통증은 만성요통 환자들의 

기능장애와 자존감 저하를 일으켜 인간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완화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통증은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학습되었기에 통증강도가 높을수록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개변수인 불안과 수면장애는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를 미치며, 특히 불안이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파국화는 대표적인 인지 대처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Keefe, 

Salley, & Lefebvre, 1992), 불안은 부적절한 대처의 산물이며, 이런 

개념화를 통해 불안의 증가는 부적절한 대처전략을 증가시키고, 불안 수준의 

감소는 적절한 대처전략들을 향상 시킨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Doering et al., 2000; King & Kennedy, 1999; Lazarus, 

1985). 이런 접근을 통해 높은 통증파국화 수준은 부적절한 대처와 높은 

불안이 변형된 결과임을 의미한다(Granot & Ferber, 2005). 불안은 예방적인 

행동(preventative behaviors)으로 잠재적인 위협요소에 대해 회피하려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위협요소인 통증이 증가하면 불안은 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으로 통증회피를 위해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침상안정과 신체 

활동 감소와 같은 예방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이런 예방적인 행동의 

결과로 통증이 감소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점차 통증의 강도는 

증가하고 불안의 정도는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불안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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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대해 무기력, 과장, 반추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 부적절한 인지 대처 과정으로 통증파국화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만성요통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은 통증파국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불안과 수면장애는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나타냈다. 그 중 불안은 수면장애보다 더 주된 매개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증파국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증 자체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매개인자들의 중재 역시 

중요하며, 특히 가장 큰 간접효과를 미치는 불안의 감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증이 통증파국화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적 접근 뿐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인 중재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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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매개모델을 이용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서울소재 일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 외래에 내원한 만성요통 환자로 초진기록지와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불면지수 

(Insomnia Severity Index, ISI), 통증파국화 척도(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기록지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기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전자의무기록의 

열람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15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ultiple 

mediator models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통증 정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6.13±2.08점으로 중등도 

통증강도, 불안 정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5.60±3.54점으로 정상, 우울 

정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4.20±3.19점으로 정상, 수면장애 정도는 28점 

만점에 평균 7.76±4.91점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불면증 없음, 

통증파국화 정도는 52점 만점에 평균 18.84±10.78점으로 정상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차이는 요추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통증(t=-2.662, 

p=.009), 불안(t=-2.265, p=.025), 우울(t=-2.020, p=.045), 통증파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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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926, p=.004)의 정도가 높고, 동반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 

수면장애(t=-2.234, p=.027) 정도가, 여자가 남자보다 통증파국화 정도가 

높다(t=-2.126, p=.035).

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 

통증파국화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통증파국화는 통증(r=.518, p<.001), 불안(r=828, p<.001), 우울(r=.606, 

p<.001), 수면장애(r=.543, p<.001)과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특히 불안과 통증파국화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대상자의 통증파국화에 따른 일반적/질병관련 특성,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의 차이를 보면, 성별(t=4.519, p=.035), 요추수술 

경험(t=8.561, p=0.004), 통증(t=8.422, p<.001), 불안(t=11.875, 

p<.001), 우울 (t=6.392, p<.001), 수면장애(t=6.155, p<.001)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통증, 불안, 

수면장애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변량의 

71.8%(p<.001)를 설명하였다. 특히, 불안(β=.647, p<.001)은 통증파국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우울은 종속변수인 통증파국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6.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매개변수인 우울을 제외하고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증은 매개변수인 불안(β=.458, p<.001), 수면장애(β=.406,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독립변수인 통증(β=.151, p=.003)과 

매개변수인 불안(β=.698, p<.001), 수면장애(β=.115, p=.029)은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총효과는 0.51이었고, 

불안과 수면장애가 매개하여 0.36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불안의 

매개효과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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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통증파국화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통증은 

통증파국화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통증파국화 사이에 불안, 

수면장애가 부분 매개변수로써 간접효과를 나타내며, 그 중 특히 불안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우울과 수면장애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제언

1) 본 연구는 단일국가에서 단일인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다른 나라와 

국가와 문화적 차이를 가진다. 

2) 본 연구는 단일 기관인 3차 대학병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 시행 전 

대상자들의 1, 2차 기관에서의 다양한 치료 결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병원과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기분상태와 심리적 요인에 대한 반복 및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 설계로써 대상자들이 연구 시행 전 만성요통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잘 통제된 좀 더 대규모의 수직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모델은 단지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한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매개모델을 이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모델은 새로운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5)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중재 뿐 아니라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중재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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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ychological mediators of pain catastrophizing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Yongjun Lim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analyze correlation among pain,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and pain catastrophizing in chronic low back 

pain(CLBP), and the mediation effect of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 and pain catastrophizing was investigated. 

  This study is a retrospective research of utilizing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From December 1, 2015 to March 12, 2016, 153 enrolled patients 

with CLBP for more than 3 month completed following questionnaires : initial 

medical record sheet,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 Insomnia 

Severity Index(ISI), Pain Catastrophizing Scale(PC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ersion 20.0 syste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of pain score(NRS) was 6.13±2.07 which is moderate pain, 

anxiety(HADS-A) was 5.60±3.54, depression(HADS-D) was 4.20±3.19, sleep 

disturbance(ISI) was 7.76±4.91, and pain catastrophizing(PCS) was 

18.84±10.78.

2.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pain,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and pain catastrophizing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 trait, 

lumbar spine surgery history was associated with anxiety(t=2.26, p=.025) 

and depression(t=2.02, p=.045), comorbid musculoskeletal pain was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t=2.23, p=.027). Pain catastrophizing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than men.  

3. Analysis of the correlations among pain,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and pain catastrophizing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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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between pain catastrophizing and pain(r=.518, p<.001), pain 

catastrophizing and anxiety(r=828, p<.001), pain catastrophizing and 

depression(r=.606, p<.001), and pain catastrophizing and sleep 

disturbance(r=.543, p<.001). Especially, there was the strongest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pain catastrophizing.

4.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pain catastrophizing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 trait, pain, anxiety, depression and sleep disturbance,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sex(t=4.519, p=.035), lumbar spine 

surgery history(t=8.561, p=0.004), pain(t=8.422, p<.001), anxiety(t=11.875, 

p<.001), depression(t=6.392, p<.001), and sleep disturbance(t=6.155, 

p<.001).

5.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pain,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on pain catastrophizing showed 

that pain, anxiety, and sleep disturbance significantly affected pain 

catastrophizing(adj R²=.718, p<.001). Anxiety(β=.647, p<.001) strongly 

affected pain catastrophizing, however, depression did not affect pain 

catastrophizing. 

6. The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pain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anxiety(β=.458, p<.001), sleep disturbance(β=.406, p<.001) and pain 

catastrohizng(β=.151, p=.003). Additionally, anxiety(β=.698, p<.001) and 

sleep disturbance(β=.115, p=.029) had direct effect on pain 

catastrophizing. The total effect between pain and pain catastrophizing was 

0.51, while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anxiety and sleep disturbance 

was 0.36. In particular, mediation effect of anxiety was strongly 

associated between pain and catastrophizing.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 that anxiety and sleep disturbance 

significantly medi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 and pain 

catastrophizing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Especially, anxiety was the 

strongest associating factor for pain catastrophizing than depression and sleep 

disturbance.

Key words : chronic back pain, pain,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pain catastrophizing, mediation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