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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증 관리의 필요성

통증은 제5번째 활력징후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 발생에 동반되고 임

상에서의 치료과정이나 검사과정에 의해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증상 중의 하

나로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Brekken & Sheets, 2008).

미국에서는 2,500만 명 이상이 급성 통증을 가지고 있고, 5,000만 명 이상이 만

성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가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통증 관리의 부재가 공공 보건 위기로까지 언급되고 있다(Pain & Policy

Studies Group, 2007). 국내에서는 통증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수술로 인

한 급성 통증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심한 통증을 경험하며, 암 환자의 경

우 암의 진단 초기에 있거나 혹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의 약 30-50%, 진행

성 암환자의 약 60-70%, 그리고 말기 암환자의 80～90%가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통증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있다(보건복지

부, 2003)

이처럼 통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련 요인으로 내성(intolerance) 또는 중

독(addiction)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부정확한 사

정, 통증 보고 또는 진통제 투여에 대한 환자의 거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Brekken

& Sheets, 2008). 따라서 의료진은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 통증과 통증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의 통증보고를 존중하고 근거 중심 통증

관리체계를 갖추어 대상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안위를 도모하고, 통증 관리에 대

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Ⅱ. 통증 개요

1. 통증의 정의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1980)으로서 통증을 경험하는 사

람이 호소할 때마다 존재하며, 표현하는 그 자체이다(McCaffery, 1979).



2. 통증의 종류

1) 통증의 지속기간에 따른 분류

표 1에서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1. 급성통증과 만성통증 비교

구분 급성통증 만성통증
발생시점 분명 (6개월 이내) 불분명 (6개월 이상)

원인 급성질병이나 손상 만성적 과정

기간 예측가능, 제한적 예측불가, 무제한적

신체반응

교감신경자극 증상(심한 발한,

혈압상승, 심박동과 호흡수 증가,

흥분, 신경과민, 공포 등)

교감신경 자극증상 없음

감정 불안 우울

행동 회복될 때까지 활동 감소 생활방식 및 기능의 변화

치료
질병이나 손상의 치료

일시적 진통제 사용

원인에 대한 치료 없이 규칙적으

로 예방적 진통제 사용

심리사회적 지지

2) 통증의 근원에 따른 분류

◦체성통증 : 표재성 통증(피부), 심부통증(근육, 결체조직), 찌르는듯한 박동성,

압박감 등으로 표현

◦내장통증 : 내부 장기 통증으로 위치가 애매하며 경련성(cramping) 또는 체성통

과 유사한 양상

◦신경병증성 통증 : 신경의 손상에 의한 통증으로 화끈거리거나(burning), 저린

듯한(tingling), 쑤시는, 욱신거리는 양상으로 표현

3. 통증 이론

1) 특이성 이론(Specificity theory)

말초 자유신경종말에 유해자극감수체가 있으며, 이 유해자극감수체가 통증자극을

수용하면 특수신경섬유를 거쳐 고위 대뇌피질에 전달되고, 대뇌피질에서 통증자극

이 해석된 다음 통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조절되지 않는

중증의 통증을 외과적 시술로 조절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작열통, 환

상지통(Phantom pain), 말초신경통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2) 관문 통제 이론(Gate control theory)

1965년 Melzack와 Wall에 의해 발표된 이후 꾸준히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신체

에는 하나의 관문이 존재하여 통증신호의 전달을 증진시키거나 억제한다고 본다.

관문은 척수후각에 존재하는 특정세포의 역동적인 기능에 의해 개폐되며 이론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증신호를 전달하는 구심성 섬유에서 척수전도세포(T-cell)까지 신경흥분의 전도

는 후각의 척수관문기전(Substantia Gelatinosa, SG)에 의해 조절된다.

◦척수관문기전은 굵은 섬유와 가는 섬유 간의 상대적 활동량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대뇌에서 하행하는 신경흥분의 영향을 받는다.

◦굵은 섬유는 빠르게 전도하는 특수섬유로 중추조절유발은 선택적 인지과정을 활

성화시키며, 그 결과 하행성 섬유에 의하여 척수관문기전이 조절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T-cell로부터 나오는 자극의 양이 임계수준을 초과하면 활동체계(action system)가

활성화된다. 척수관문기전은 대경섬유와 소섬유간의 상대적 활동량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대뇌에서 하행하는 신경흥분의 영향을 받는다.

3) 내인성 통제 이론(Endogenous pain control theory)

뇌간에 통증억제중추가 있다고 가정하며, 중뇌에서 enkephalin이 분비된다.

enkephalin은 모르핀과 유사한 내인성 호르몬이다. 내인성 모르핀이란 의미를 지닌

엔돌핀 역시 통증자극에 대해 활성화되어 통증전달을 억제한다. 즉 내인성 통증조

절체계는 엔케팔린과 엔돌핀 같은 물질이 뇌와 척수에서 활성화되어 통증전달뉴런

을 방해하여 통증지각을 억제하는 것이며, 특히 통증자극이 있을 때 이런 내인성

조절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통증 관리

통증 관리는 통증의 사정, 진단, 중재, 평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통증

은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이며, 대상자의 통증에 대한 내성과 과거 경험, 문화적 배

경, 심리상태 등에 따라 통증인지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Miller, 1984). 적절한 통

증 관리를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인지와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통증 관

리 방법을 선정하며, 선택한 관리방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1. 통증 관리 흐름도

그림 1에 통증관리 흐름도를 설명하였다. 각 단계의 상세설명은 통증 사정, 통증

진단, 통증 중재, 통증 평가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본 지침에서는 통증사정에 대

한 기준 점수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으나 정확한 점수 기준이 없어 연구자 회의를

거쳐 WHO 통증 사다리의 중등도 통증점수 5점을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통증관리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기준 점수 및 관리체계를 변경하여 사

용 가능하다.

그림 1. 통증 관리 흐름도



2. 통증 관리 대상자

시술·수술 환자, 암환자 및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3. 통증 사정

통증 사정은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대상자가

통증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통증이고, 개인마다 통증에 대한 역치, 내성이 다르며

대상자마다 다른 통증 정도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표정이나 타인의 짐작 등으로

통증을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통증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효과적인 중재를 계획하

고 올바른 중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선택한 중재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

이 된다(Anderson, 1982).

1) 통증 초기 사정

환자가 처음 입원 했을 때 PQRST(통증의 위치, 통증의 양상, 통증악화/완화요인,

통증의 강도, 통증의 시작 및 시간적 양상)(표 2)와 통증력(pain history)을 사정한

다.

표 2. 통증의 PQRST

P
통증의 위치

(Position)

통증이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통증이 퍼져나가는가?

Q
통증의 양상

(Quality)

통증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통증과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 있는가?

R

통증 완화 및 악화요인

(Relieving or

aggravating factor)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S
통증의 강도

(Severity)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가장 심할 때, 가장 편안할 때 통증점수는 얼마인가?

T
통증의 시기

(Timing)

통증이 언제 시작되는가?

통증이 일정한가, 간헐적으로 오는가?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는가, 점진적으로 심해지는가?



① 통증의 위치(Position)

통증 부위가 한 곳 이상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신체그림에 통증이 있는

부위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통증 부위를 원으로 표시하게 하고 가장 통증

이 심한 부위에 X표를 하게 한다. 통증이 한 곳에만 국한되는지, 다른 부위로 퍼

지는 방사통이 있는지, 연관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그림 2).

그림 2. 통증 위치 표시

출처 : The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2002). Evidence-Based Guideline : Acute pain

management in the elderly. The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② 통증의 양상(Quality)

통증의 느낌이 날카로운지, 둔한지, 욱신욱신 쑤시는지, 타는 듯 한지, 저리는

듯 한지, 칼로 벤 것처럼 아픈지 등 가급적 대상자가 통증의 특성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표현 그대로 기록하여 통증의 양상과 원인 파악이 가

능하도록 한다.

③ 통증 완화 및 악화요인(Relieving or aggravating factor)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특정한 상황, 자세, 요인 등을 대상자에게 질

문하여 파악한다.

∙ 완화 요인: 마사지, 열 또는 냉요법, 이완요법 등

∙ 악화 요인: 자세 변경, 특정 활동, 실내온도, 방광팽만 등

④ 통증의 강도(Severity)

통증의 강도는 치료결정(긴급정도, 진통제의 종류, 투여방법, 용량조절, 속도)에

매우 중요하다. 연령 및 상황에 따라 3가지 통증 등급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가. 숫자 통증 등급(Numeric Rating Scale)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 개념을 이해하는 12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한다(그림 3).

이 평가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 1-10점까지의 통증을 경도(1-4점), 중등도(5-6점),

중증(7-10점)으로 구분하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 진통제 사용지침

에서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현재 본인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안 아픈 것이 0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최고 아플 수 있는 상태가 10 이라면 지금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한다.

그림 3. 숫자 통증 등급(Numeric Rating Scale)

출처 : AHCPR(Agency for Health Care Pollicy and Research). (1992). Acute pain management:

Operative or medical procedures and trauma. (AHCPR Pub. No.92-0032). Rockville,

MD: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Public Health Service,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나. Wong-Baker의 얼굴 통증 등급(Faces Pain Rating Scale)

3세 이상 소아,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성인 그리고 노인환자에게 적용한다(그림 4).

환자에게 도구에 있는 얼굴 표정은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 자신이 느끼는 통증과 맞는 얼굴표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실제 자신

이 울고 있지 않더라도 우는 얼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4. 얼굴통증등급(Faces Pain Rating Scale)

출처 : Wong D.L., Hockenberry-Eaton M., Wilson D., Winkelstein M.L., Schwartz P.

(2001). Wong's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ed. 6, St. Louis, p1301



다. FLACC 등급(Face-Legs-Activity-Cry-Consolability Scale)

3세 미만의 소아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용한다(표3).

표 3. FLACC 등급(Face-Legs-Activity-Cry-Consolability Scale)

0점 1점 2점

얼굴
(Face)

특별한 표정이 없거나

웃음

가끔 얼굴을 찡그림,

눈살을 찌푸림, 움츠림,

무관심함

자주 또는 지속적인

턱의 떨림,

이를 악물고 있음

다리
(Legs)

정상 자세 또는

이완됨
불안함, 거북함, 긴장됨

발로 차거나 다리를

끌어올림

활동
(Activity)

조용히 누워있거나

정상자세, 쉰게 움직임

꿈틀댐, 몸을 앞뒤로

뒤척거림, 긴장됨

몸을 구부리고 뻣뻣함,

또는 경련

울음
(Cry)

울지 않음
끙끙댐,

흐느낌 또는 훌쩍댐

지속적인 울음, 소리침

흐느낌, 잦은 불편감

호소

마음의 안정도
(Consolability)

이완됨

가끔 안아주거나 접촉을

하여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함. 관심을 다른 곳

으로 돌리기 위해 대화

가 필요함

안정되기 어려움

출처 : Merkel S. (1997). A behavioral scale for scoring postoperative pain in young children.

Pediatric Nursing. 23(3)

⑤ 통증의 시기(Timing)

통증의 시작 및 지속시간을 질문하여 기록한다.

∙ 언제 통증이 시작되는가?

∙ 하루 중 통증이 완화될 때는 언제인가?

∙ 통증의 갑자기 시작되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심해지는가?

∙ 통증이 일정한가 아니면 간헐적인가?

⑥ 통증력(pain history)

대상자의 현재 통증과 과거 통증 경험을 사정한다.

∙ 대상자가 과거에 경험했거나 또는 현재의 통증 여부와 그 영향

∙ 이전에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하여 효과가 있었거나 또는 없었던 방법

∙ 약물 남용을 포함한 아편유사제(opioid), 항불안제 또는 다른 약물에 대한 대

상자의 태도와 사용

∙ 대상자가 통증을 표현하거나 기술하는 방법

∙ 통증관리 방법에 대한 환자의 지식, 기대 및 선호도



1. 통증의 위치

※ 대상자 또는 간호사가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 표시한다.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한다.

2. 통증의 양상

□ 날카로운 느낌(sharp)

□ 타는듯한 느낌(burning)

□ 칼로 벤 것처럼 아픔(cutting)

□ 쑤시는 느낌(tingling)

□ 아팠다 안아팠다 함(comes and goes)

□ 둔한 느낌(dull)

□ 누르는듯한 느낌(pressing)

□ 저린 느낌(numbing)

□ 죄는듯한 느낌(cramping)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radiating)

⑦ 통증 관련 신체증상 관찰

대상자를 관찰하거나 대화를 통해 통증 관련 신체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 한숨이나 신음과 같은 발성

∙ 이를 악물거나 찡그린 얼굴과 표정

∙ 행동 변화(잦은 체위변경, 느린 움직임, 강직, 절뚝거림)

∙ 장시간 누워 있는 것을 포함한 신체 기능 제한

∙ 급성 통증의 경우 호흡수, 맥박, 혈압 증가, 동공확대

2) 통증 초기사정 기록지

입원 시 통증 사정 내용을 통증 초기사정기록지에 기록한다(표 4). ‘통증의 위

치’, ‘통증의 양상’, ‘통증의 강도’ 이 세 가지 항목은 반드시 사정하여 기록하고, 통

증의 시작 및 지속시간, 통증의 완화/악화 요인, 통증의 영향, 약물 및 비약물적 중

재에 대한 효과여부 등은 입원초기 사정 시 통증력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

집하는 것이 좋다.

표 4. 통증 초기사정 기록지



□ 기타(대상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를 기록)

※ 통증의 위치 사정에서 여러 부위일 경우 통증의 양상도 각각 a,b,c,d로 표시한다.

3. 통증의 강도

* 질문 : 전혀 안 아픈 것이 0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최고 아플 수 있는 상태가

10이라면 지금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심할 때____점, 가장 덜할 때____점, 견딜수 있는 수준___점, 하루평균___점

0점 1점 2점 점수

얼굴
(Face)

특별한 표정이 없

거나 웃음

가끔 얼굴을 찡그림,

눈살을 찌푸림, 움츠

림, 무관심함

자주 또는 지속적인

턱의 떨림, 이를 악물

고 있음

점

다리
(Legs)

정상 자세 또는

이완됨
불안함, 거북함, 긴장됨

발로 차거나 다리를

끌어올림
점

활동
(Activity)

조용히 누워있거나

정상 자세,

쉽게 움직임

꿈틀댐, 몸을 앞뒤로

뒤척거림, 긴장됨

몸을 구부리고 뻣뻣

함, 또는 경련
점

울음
(Cry) 울지 않음

끙끙댐,

흐느낌 또는 훌쩍댐

지속적인 울음, 소리

침, 흐느낌, 잦은 불편

감 호소

점

마음의
안정도

(Consolability)
이완됨

가끔 안아주거나 접촉

을 하여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화가 필요함

안정되기 어려움 점

* 3세 미만의 소아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일 때

4. 통증 시작 및 지속시간

5. 통증의 완화/악화 요인

통증완화요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증악화요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통증의 영향

동반되는 증상(예, 오심)_________________

수면__________________ 식욕_____________________

신체활동______________ 집중_____________________

대인 관계(예, 위축, 안절부절)______________________

기분(예, 분노, 우울, 불안)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약물에 대한 효과여부,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고려사항

8. 비약물 중재(예: 이완요법, 냉온찜질 등)에 대한 효과 여부

9. 기타

3) 통증 재사정

통증 초기 사정 후 위치, 양상, 강도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통증을 다음과

같이 재사정하고 통증 초기사정 기록지와 연계된 표 5의 양식지로 기록하여 통증

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 통증 재사정 기준강도: 5점 이상(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중등도 기준 점수

에 근거, 해당 병원의 통증 관리 규정 또는 지침에 근

거하여 변경 가능함)

◦ 통증 재사정 시점: 경구약을 투여했을 때는 투약 1시간 이후, 비경구 약물 투

여 시에는 투약 15분 후(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관리사업지

원단 암성통증관리위원회, 2008)

◦ 통증 재사정 간격: 통증이 5점 이상일 때 최소한 8시간마다 시행

단, 수술 및 침습적 수술을 받은 환자, 중환자,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통증 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8시간마다 재사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사정한다.



일 자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통증의

위 치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통증의

양 상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통증의

강 도

숫자통증도구 점 숫자통증도구 점 숫자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FLACC

F □0 □1 □2

FLACC

F □0 □1 □2

FLACC

F □0 □1 □2

L □0 □1 □2 L □0 □1 □2 L □0 □1 □2

A □0 □1 □2 A □0 □1 □2 A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총점 점 총점 점 총점 점

약물적

중 재

비약물적

중 재

기 타

표 5. 통증 재사정 기록지



4. 통증 진단

손상요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심리학적 요인)과 관련된 ‘급성 통증’ 또는

‘만성 통증’으로 간호진단을 수립한다.

간호진단 : 예) 흉관 삽입과 관련된 급성 통증

고관절전치환술과 관련된 급성 통증

폐암과 관련된 만성 통증

5. 통증 중재

1) 약물 중재

표 6에 진통제 분류와 약물 종류를 설명하였다.

표 6. 진통제 분류 및 약물의 종류

약물 분류 약물 종류

비마약성 Acetaminophen, Ibuprofen, Naproxen, Ketorolac, Ketoprofen

마약성 Morphine, Fentanyl, Codeine, Tramadol, Oxycodone, Hydromorphone

진통보조제

항우울제 Amitriptyline, Nortriptyline, Imipramine

항경련제 Phenytoin, Carbamazepine, Gabapentine

스테로이드 Dexamethasone, Prednisolone

벤조디아제핀계 Midazolam, Diazepam, Lorazepam

기타 Ketamine, Buscopan

(1) 진통제 투여 원칙

가. 통증 원인과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한 진통제를 투약한다(그림 5).

∙ 경구투여가 가장 간편하고 진통효과도 동일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 WHO의 3단계 진통제 사다리 원칙에 따라 경한 통증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사용하고, 통증이 계속될 때는 약한 마약, 강한 마약으로 단계적으로 변

경한다. 비마약성 진통제(aspirin과 paracetamol 등), 약한 마약성 진통제

(codeine 등), 강한 마약성 진통제(morphine 등) 순으로 대상자의 통증이 조절



될 때까지 투여한다.

∙ 진통보조제를 병용하여 진통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 약물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연령, 영양상태, 질병의 정도(특히 간, 신기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대상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투여 한다.

그림 5.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나.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대처한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부작용은 대상자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은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속적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투약(PRN)보다 일정시간 간

격으로 규칙적으로(Around the clock, ATC) 진통제를 투약한다.

진통제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여 혈중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

암성 통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성 통증

(breakthrough pain ; 평상시의 통증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악화된 통증을 말

하며 급성 혹은 만성 통증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속효성 진

통제를 미리 처방하여 돌발성 통증 발생 시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그림 6. 암성 통증의 양상

라. 불응성 암성 통증 환자에게 위약(placebo)을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금기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비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의 투여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투여 경로

∙ 경구 투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주사는 빠른 진통 효과를 원하거나, 긴급히 해열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사용할 약제가 결정되면, 진통효과를 확인해가며 최대 투

여량까지 증량한다.

다. NSAIDs는 최대 투여량 이상으로 증량하는 경우에 진통 작용은 증가하지 않

고 부작용만 증가하므로(천정효과) 최대 투여량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

면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 여러 종류의 NSAIDs를 병용하는 것은 진통 효과는 늘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

하므로 피한다.

마. 비마약성 진통제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부작용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바. 소염 작용에 의해 발열 등 감염의 증후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감염의 가능성

이 있는 경우 환자 상태의 변화를 잘 관찰한다.



사.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Warfarin 등의 항응고제, methotrexate, digoxin, lithium, 경구혈당강하제,

aminoglycoside 항생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aldactone과 병용할 경우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환자에게 적합한 약제, 용량 등을 고려한다(표 7,

8 참조).

표 7.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투여량

계열 성분명
투여

간격

성인 평균
투여량(mg)

최대
용량

(mg/일)

50kg미만 시
용량

부작용

p-aminophenol

derivative
Acetaminophen q4~6h 500-1,000 4,000 10-15mg/kg

장기간 사용 시

간기능장애 유발

Salicylates Aspirin q4~6h 500-1,000 4,000

출혈 위험 증가,

이명, 난청, Reye

증후군

NSAIDs

Ibuprofen q4~6h 200-400 2,400 5-10mg/kg

위장관계 통증, 출

혈, 변비, 어지러

움, 혼돈

Naproxen q6~8h
시작 500

이후 250
1,250 5-10mg/kg

Ketoprofen q6~8h 25-50 300

Indomethacin q8~12h 25 100 어지러움, 두통

Ketorolac q6

30 or 60 IM

30 IV시작

이후 15 or

30 IV or IM

150 0.5mg/kg

위장관계 통증, 출

혈, 변비, 어지러

움, 혼돈

출처 : American Pain Society (1999).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acute and chronic pain in

sickle cell disease. Glenview, IL: American Pain Society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성통증관리위원회 (2008). 암성 통증관리지침 권고안 3판



표 8. 암성통증 시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투여량

계열 성분명
투여

간격

시작용량
(mg/일)

최대
용량

(mg/일)
비고

p-aminophenol

derivative
Acetaminophen q4~6h 2,600 4,000

소염작용이 없고 혈소판

기능 억제가 없음

Salicylates Aspirin q4~6h 2,600 6,000
완화의료 목적으로는 거

의 사용하지 않음

Propionic acids

Ibuprofen q4~8h 1,600 3,200 비교적 적은 부작용

Naproxen q12h 500 1,500

Fenoprofen q4~6h 800 3,000

Ketoprofen q6~12h 100 300

Flurbiprofen q8~12h 100 300
고용량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경험 적음

Oxaprozin q12~24h 600 600 하루 한번 투여가능

Acetic acids

Indomethacin q8~12h 75 200

Propionic acids 계통보다 소

화기 및 중추신경계 부작용

이 많음

Sulindac q12h 200 400 신장장애가 적음

Diclofenac q8~12h 75 200

Ketorolac q4~6h 40 40 장기 사용 금지

Etodolac q6~12h 600 1,200

Oxicams Piroxicam q24h 20 40
3주 이상 사용 시 위궤양

위험 현저히 증가

Naphthyl-

alkanones
Nabumetone q24h 1,000 2,000

소화기 부작용이 비교적

적음

Fanamates

Mefenamic acid q6h
500×1 이후

250 q8h
1,000 설사유발, 장기사용 금지

Meclofenamic acid q6-8h 150 400

selective COX-2

inhibitors
Celecoxib q12~24h 200 400

소화기 부작용이 현저히

적고 혈소판 억제 작용

없음, 신장 부작용감소는

증명되지 않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성통증관리위원회 (2008). 암성 통증관리지침 권고안 3판



(3) 마약성 진통제

일반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내성(tolerance)과 신체적 의

존성(physical dependence)이 올 수 있는데, 이는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는 마약 중

독(addiction)과 혼돈해서는 안 되며, 실제적으로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마약 중독

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절

되지 않는 부작용이 없는 한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용량의 제한 없이 증량할 수 있

다.

작동제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pentazocine, nalbuphine과 같은 혼합형 작동-

길항제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혼합형 작동-길항제가 길항제로 작용하여 금단증상

을 초래하고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Meperidine(Demerol ®)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대사산물 축적에 의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암성 통증과 같은

만성통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은 대상자 개인

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자세히 관찰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서는 예방적으로 치료한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에 있어 대원칙은 경구로(by the

mouth), 규칙적으로(by the clock), 단계적으로(by the ladder) 투여하는 것이며, 세

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용량, 용법을 선택 한다

환자의 연령, 영양상태, 질병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상자 개개인 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투여한다.

나.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환자에게 적합한 약제, 용량 등을 고려하며,(표 9) 각 투여경로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경구투여 : 가장 선호되는 경로이며 대부분 최대효과는 복용 후 1～1.5시간 후

에 나타난다.

∙ 근육주사 : 많이 사용되는 경로이나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30-60분 정도 걸

리며 근육 부위에 따라 흡수율이 일정치 않은 단점이 있다.

∙ 정맥투여 :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며, fentanyl의 경우 1-5분, morphine의

경우 15～30분 정도 소요된다.

∙ 자가통증조절장치(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되나, 전신 상태가 나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는

적용하면 안된다(표 10).



표 9.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투여량

약품명 초회 용량 동효대응용량
50kg미만 시

초회용량

Morphine
Oral 30mg q3-4hr 30mg q3-4h 0.3mg/kg

Parenteral 10mg q3-4hr 10mg q3-4hr 0.1mg/kg

Morphine

서방정
Oral 90-120mg q3-4hr 90-120mg q3-4hr 사용안함

Hydromorphone
Oral 6mg q3-4hr 7.5mg q3-4hr 0.06mg/kg

Parenteral 1.5mg q3-4hr 1.5mg q3-4hr 0.015mg/kg

Meperidine

(Demerol)

Oral 300mg q2-3h

Parenteral 100mg q2-3h 100mg q3h 0.75mg/kg

Fentanyl patch 25㎍/hr patch q72hr 25㎍/hr patch q 72hr

Oxycodone Oral 10mg q3-4h 30mg q3-4h 0.2mg/kg

Hydrocodone Oral 10mg q3-4h 30mg q3-4h 0.2mg/kg

출처 : 김대현(1999). 통증의 약물치료. 가정의학회지, 20(11)

김수현(2005). 만성 비암성 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가정의학회지, 26(4)

표 10. 자가통증조절장치(PCA) 사용 시 주의점

◦환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한다.

- bolus : 버튼을 눌렀을 때 1회 들어가는 양

- lockout interval :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약제가 투여되지 않는 시간으로

보통 15～30분으로 설정

- basal :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양

◦진정,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을 관찰한다.

◦ 소아는 PCA 작용기전을 이해할 수 있는 7～8세 이상이 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 경피투여: 마약성 진통제(fentanyl)를 경피로 투약하여 간편하고 지속적인 진통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진은 경피흡수제제의 원리와 적용 시 주의점

을 숙지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표 11).



표 11. Fentanyl patch 사용 시 주의점

◦가슴, 위쪽 팔, 허벅지 등 털이 없고 평평한 부위에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부착한다.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면도한 직후에는 붙이지 않는다.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흡수되므로 아픈 부위에 붙일 필요는 없다

◦부착한 날짜와 시간을 꼭 기록하여 72시간마다 교환하며, 같은 자리에 연속

으로 붙이지 않는다.

◦부착 후 진정,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을 관찰한다.

◦약물의 발현시간이 8-10시간으로 길고, 제거 후에도 10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혈중에 남아 있기 때문에 통증의 악화로 용량 또는 진통제 변경 시 주의한다.

다. 투여방법 및 제제 변경이 필요할 때 마약성 진통제 동통 진통 용량 수준

을 고려하여 투여량을 조절한다(표 12, 13 참조).

표 12. 동등진통용량표(equianalgesic dose table)

약물명

10mg IV/SC morphine

에 대한 동등진통용량
IV/SC:PO

ratio

Half-life

(hr)

Duration of

action(hr)
IV/SC PO

Morphine 10 30 3:1 2∼3.5 3∼6

Codeine - 200 - 2∼3 2∼4

Oxycodone - 20 - 3∼4 2∼4

Tramadol 100 120 1.2:1 4∼6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성통증관리위원회 (2008). 암성 통증관리지침 권고안 3판

표 13. 경피용 펜타닐 용량표

IV/SC Morphine Oral Morphine Transdermal Fentanyl

20mg 60mg 25㎍/hr

40mg 120mg 50㎍/hr

60mg 180mg 75㎍/hr

80mg 240mg 100㎍/hr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성통증관리위원회 (2008). 암성 통증관리지침 권고안 3판



라.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 변비: 변비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장관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을 증가시켜 변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적

으로 완하제를 사용한다.

∙ 진정/ 졸림: 치료 시작 초기나 증량 시에 나타나며, 내성이 빠른 시일 내에 생

긴다.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감량 혹은 변경해야 한다.

∙ 구역/ 구토: 모르핀 투여시작 초기 또는 증량 시에 나타난다. 내성이 생기기

쉽고 통상 1-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약제를 바꾸거나 항

구토제를 사용한다.

∙ 호흡억제: 정맥주사를 급속하게 하는 경우나 신장 기능 저하로 체내 약물농도

가 증가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통증 자체가 호흡 억제를 길항하고 있으므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 억제가 오는 경우가 드물고, 통증이 소실되면서 호흡

억제가 오면 의심할 수 있다. 호흡억제가 발생하면 모르핀을 중지하고 기도를 확

보한 후 저산소혈증이 의심되면 산소를 흡입시킨다. Naloxone 1A(0.4mg)를 N/S

10ml에 희석, 1ml(0.04mg)씩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30～60초마다 반복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반감기가 Naloxone 보다 길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

복할 준비를 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갑작스러운 효과감소로 극심한 통증이나 금단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배뇨장애: 모르핀을 경막 외 투여할 때 자주 발생하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서 발생할 빈도가 높다. 배뇨장애 발생 시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한다.

∙ 기타 부작용: 입안 건조, 입 마름, 발한, 가려움증, 어지러움, 현기증, 간대성

근경련(myoclonus), 불쾌감(dysphoria), 도취감(euphoria), 수면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있다.

마. 진통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용요법을 사용한다.

진통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NSAIDs나 항히스타민 등 여러

약물이 병용될 수 있는데, 진통효과와는 관계없이 진정작용만 증가시키는 약물

(benzodiazepine, phenothiazine)과의 병용은 피한다.



바. 내성 발현여부를 잘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성은 동일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서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단 내성이 생기면

진통효과 지속시간이 짧아지므로 용량의 재조정 뿐 아니라 비마약성 진통제,

보조제와의 병용이나 마취제 혹은 신경수술요법과의 병용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4) 진통보조제

보조제 중 일부는 그 자체만으로 진통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로 진통제와

병용하여 진통효과를 높이고 다른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킨다. WHO 3단

계 진통제 사다리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가능하다.

2) 비약물 중재

약물 이외의 마사지, 온냉요법, 심호흡 및 이완요법, 상상요법, 기분전환 등을 통

해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킨다.

① 마사지 및 지압

아픈 부위 주변을 마사지하거나 가볍게 두드린다. 따뜻한 윤활제나 로션을 이용

하여 부드럽고 길게 천천히 두들기며 3-10분 정도 시행한다.

② 냉찜질 또는 온찜질

아픈 부위에 얼음주머니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도

록 한다. 온찜질은 아픈 근육을 완화시켜주고, 냉찜질은 통증 부위의 감각을 마

비시켜 통증 감각을 감소시킨다. 한 부위에 15분 이상 대지 않도록 하며, 15분

적용, 1시간 휴식하는 간격으로 반복 적용하고 감각이 둔한 곳은 주의하도록 한다.

③ 심호흡과 이완요법

∙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다.

∙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하기 시작한다. 이때 긴장이 몸에서 빠져

나간다고 느껴본다.

∙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 천천히 박자를 맞추어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서 들이마시고 ‘둘, 둘, 셋’이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평화롭다’, ‘편안하다’라고 말해

본다.



∙ 위 심호흡 과정을 반복해서 10회에서 20회정도 시행한다.

∙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끝마친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정신이 맑고 이완되

었다’라고 속으로 말해본다.

④ 심상요법

대상자에게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켜 본다.

∙ 당신은 어렸을 적에 평화로움, 안전, 희망, 편안함을 느끼게 했던 과거의 상황

을 기억할 수 있는가?

∙ 당신은 벤치에 기대어 신발을 벗고 편안히 있은 적이 있는가?

∙ 당신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가?

⑤ 기분 전환

대상자의 관심을 통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방

법으로, 영화감상, 텔레비전 시청, 음악 감상, 산책 등이 있다.

3) 기타 통증 시술 및 치료

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

무통성의 전기적 전류를 말초 신경이나 통증 부위로 직접 전달하게 하는 휴대 가

능한 기구를 이용하는 치료이다. 수술 후 통증과 같은 급성 통증의 일시적 감소와

만성적인 통증의 지속적 통증 감소 모두 가능하다.

② 신경블록요법

WHO의 3단계 진통제 사다리에 의해 통증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고려하는 방법

으로 통증 치료의 제4단계 치료로 여겨진다. 교감신경블록과 체성신경블록, 척수

강 내 약물 주입법이 있다.

③ 신경절제술

하나 이상의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의 말초신경분지를 절제하는 것으로 만성 비암

성이나 암성통증 시 고려될 수 있다.

④ 방사선 치료

암성 통증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행동치료 등의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통증완화 목적 혹은 신경 압박이나 병리적 골절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통증

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정신상태 및 잔여 생존기간을 고려하여 1～3

주의 짧은 기간 내 20-30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통증을 조절한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질병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의사의 주의를 분산시켜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다.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진은 치료보다 통증조절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의료진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좋은 환자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불가피한 것이다.

◦진통제를 자주 쓰면 중독되기 쉽다.

◦진통제를 사용해도 실제로 통증을 조절할 수 없다.

◦통증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진통제를 아껴두어야 한다.

◦마약에 내성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졌을 때 사용할 약이 없을 것이다.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참는 것보다 통증을 참는 것이 쉽다.

통증 개요

통증의 원인

통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말하기

통증은 조절할 수 있다

통증 일기 작성

약물요법

효과적인 진통제 복용 방법

진통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 예방법

비약물요법

마사지, 지압

냉찜질, 온찜질

심호흡과 이완요법

상상요법

기분전환

기타 통증 조절법
신경외과적 수술

신경블록치료

4) 대상자 및 가족 교육

통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통증 사정, 약물 및 비약물 중재,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하여 통증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 잡고, 통증과

조절방법을 이해하여 자신의 통증 조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표 14)

교육 시기와 정도는 대상자의 현재 통증 상태에 근거하여 제공한다(표 15).

표 14. 통증에 대한 잘못된 믿음

표 15. 암환자 통증관리 교육내용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성통증관리위원회 (2008).

암으로 인한 통증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2판.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암정보센터



6. 통증 관리의 평가

◦ 약물 및 비약물 중재 시 통증완화 정도를 사정한다.

◦ 통증기록지에 약물 및 비약물 중재에 대해 기록한다.

◦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 통증관리 계획 시 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

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 통증관리가 부적절하면 의료진간 상의하여 계획을 수정한다.

◦ 대상자 및 가족과 협의하여 통증관리에 대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서를

제공한다.

◦ 통증은 급·만성 질환의 주관적 증상이며, 조절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의료인의 편견 및 선입견으로 간과되지

않도록 통증 관리 시 항상 주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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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증의 위치

※ 대상자 또는 간호사가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 표시한다.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한다.

2. 통증의 양상

□ 날카로운 느낌(sharp)

□ 타는듯한 느낌(burning)

□ 칼로 벤 것처럼 아픔(cutting)

□ 쑤시는 느낌(tingling)

□ 아팠다 안아팠다 함(comes and goes)

□ 둔한 느낌(dull)

□ 누르는듯한 느낌(pressing)

□ 저린 느낌(numbing)

□ 죄는듯한 느낌(cramping)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radiating)

□ 기타(대상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를 기록)

※ 통증의 위치 사정에서 여러 부위일 경우 통증의 양상도 각각 a,b,c,d로 표시한다.

3. 통증의 강도

* 질문 : 전혀 안 아픈 것이 0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최고 아플 수 있는 상태가

10이라면 지금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심할 때____점, 가장 덜할 때____점, 견딜수 있는 수준___점, 하루평균___점

0점 1점 2점 점수

얼굴
(Face)

특별한 표정이 없

거나 웃음

가끔 얼굴을 찡그림,

눈살을 찌푸림, 움츠림,

무관심함

자주 또는 지속적인 턱

의 떨림, 이를 악물고

있음

점

* 3세 미만의 소아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일 때

부록 1. 통증 초기사정 기록지



다리
(Legs)

정상 자세 또는 이

완됨
불안함, 거북함, 긴장됨

발로 차거나 다리를 끌

어올림
점

활동
(Activity)

조용히 누워있거나

정상 자세,

쉽게 움직임

꿈틀댐, 몸을 앞뒤로 뒤

척거림, 긴장됨

몸을 구부리고 뻣뻣함,

또는 경련
점

울음
(Cry) 울지 않음

끙끙댐,

흐느낌 또는 훌쩍댐

지속적인 울음, 소리침,

흐느낌, 잦은 불편감

호소

점

마음의
안정도

(Consolability)
이완됨

가끔 안아주거나 접촉

을 하여 안심시키는 것

이 필요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

화가 필요함

안정되기 어려움 점

4. 통증 시작 및 지속시간

5. 통증의 완화/악화 요인

통증완화요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증악화요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통증의 영향

동반되는 증상(예, 오심)_________________

수면__________________ 식욕_____________________

신체활동______________ 집중_____________________

대인 관계(예, 위축, 안절부절)______________________

기분(예, 분노, 우울, 불안)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약물에 대한 효과여부,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고려사항

8. 비약물 중재(예: 이완요법, 냉온찜질 등)에 대한 효과 여부

9. 기타



일 자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통증의

위 치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X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X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X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통증의

양 상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통증의

강 도

숫자통증도구 점 숫자통증도구 점 숫자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FLACC

F □0 □1 □2

FLACC

F □0 □1 □2

FLACC

F □0 □1 □2

L □0 □1 □2 L □0 □1 □2 L □0 □1 □2

A □0 □1 □2 A □0 □1 □2 A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총점 점 총점 점 총점 점

약물적

중 재

비약물적

중 재

기 타

부록 2. 통증 재사정 기록지



V. 통증간호 요약본

1. 체계적 통증 관리는 암 환자, 수술환자 및 모든 환자의 통증을 존중하고, 임상근

거에 기인하여 대상자의 안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림 1은 통증 관리 흐름도이며, 해당 의료기관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다

면 이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그림 1. 통증 관리 흐름도

2. 통증 초기사정은 처음 입원 시 표 1의 통증사정 기록지에 PQRST(위치, 양상, 통

증 악화/완화요인, 강도, 시작 및 시간적 양상)와 통증력(pain history)을 기록하

며, 통증 재사정은 통증 강도가 5점 이상일 경우 통증관리흐름도와 같이 시행하

여 표 2 양식으로 기록한다. 통증 초기사정 및 재사정 모두 통증의 위치, 양상,

강도는 반드시 사정하여 기록하고, 그 외 항목은 입원초기 사정 시 통증력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이 좋다.



1. 통증의 위치

※ 대상자 또는 간호사가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 표시한다.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한다.

2. 통증의 양상

□ 날카로운 느낌(sharp)

□ 타는듯한 느낌(burning)

□ 칼로 벤 것처럼 아픔(cutting)

□ 쑤시는 느낌(tingling)

□ 아팠다 안아팠다 함(comes and goes)

□ 둔한 느낌(dull)

□ 누르는듯한 느낌(pressing)

□ 저린 느낌(numbing)

□ 죄는듯한 느낌(cramping)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radiating)

□ 기타(대상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를 기록)

※ 통증의 위치 사정에서 여러 부위일 경우 통증의 양상도 각각 a,b,c,d로 표시한다.

3. 통증의 강도

* 질문 : 전혀 안 아픈 것이 0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최고 아플 수 있는 상태가

10이라면 지금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심할 때____점, 가장 덜할 때____점, 견딜수 있는 수준___점, 하루평균___점

0점 1점 2점 점수

얼굴
(Face)

특별한 표정이 없

거나 웃음

가끔 얼굴을 찡그림,

눈살을 찌푸림, 움츠림,

무관심함

자주 또는 지속적인 턱

의 떨림, 이를 악물고

있음

점

* 3세 미만의 소아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일 때

표 1. 통증 초기사정 기록지



다리
(Legs)

정상 자세 또는 이

완됨
불안함, 거북함, 긴장됨

발로 차거나 다리를 끌

어올림
점

활동
(Activity)

조용히 누워있거나

정상 자세,

쉽게 움직임

꿈틀댐, 몸을 앞뒤로 뒤

척거림, 긴장됨

몸을 구부리고 뻣뻣함,

또는 경련
점

울음
(Cry)

울지 않음
끙끙댐,

흐느낌 또는 훌쩍댐

지속적인 울음, 소리침,

흐느낌, 잦은 불편감

호소

점

마음의
안정도

(Consolability)
이완됨

가끔 안아주거나 접촉

을 하여 안심시키는 것

이 필요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

화가 필요함

안정되기 어려움 점

4. 통증 시작 및 지속시간

5. 통증의 완화/악화 요인

통증완화요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증악화요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통증의 영향

동반되는 증상(예, 오심)_________________

수면__________________ 식욕_____________________

신체활동______________ 집중_____________________

대인 관계(예, 위축, 안절부절)______________________

기분(예, 분노, 우울, 불안)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약물에 대한 효과여부,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고려사항

8. 비약물 중재(예: 이완요법, 냉온찜질 등)에 대한 효과 여부

9. 기타



일 자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통증의

위 치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X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X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 통증부위를 원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 X 표시

(여러 부위일 경우 a,b,c,d

순서로 표시)

통증의

양 상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 날카로운 느낌

□ 타는듯한 느낌

□ 칼로 벤 것처럼 아픔

□ 쑤시는 느낌

□ 아팠다 안아팠다 함

□ 둔한 느낌

□ 누르는듯한 느낌

□ 저린 느낌

□ 죄는듯한 느낌

□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픔

□ 기타 : ( )

통증의

강 도

숫자통증도구 점 숫자통증도구 점 숫자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얼굴통증도구 점

FLACC

F □0 □1 □2

FLACC

F □0 □1 □2

FLACC

F □0 □1 □2

L □0 □1 □2 L □0 □1 □2 L □0 □1 □2

A □0 □1 □2 A □0 □1 □2 A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C □0 □1 □2

총점 점 총점 점 총점 점

약물적

중 재

비약물적

중 재

기 타

표 2. 통증 재사정 기록지



3. 간호진단은 손상요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심리학적 요인)과 관련된 ‘급성

통증’ 또는 ‘만성 통증’으로 수립한다.

간호진단 예) 흉관 삽입과 관련된 급성 통증

고관절전치환술과 관련된 급성 통증

폐암과 관련된 만성 통증

4. 통증 중재는 약물 중재와 비약물 중재가 있으며, 약물 중재는 원인과 강도에 따

라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그림 2)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진통제를 투약하

고, 부작용을 관찰하여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지속적인 통증은 일정 시간

간격(Around the clock, ATC)으로 투약한다.

그림 2.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표 3. 진통제 분류 및 약물의 종류

약물 분류 약물 종류

비마약성 Acetaminophen, Ibuprofen, Naproxen, Ketorolac, Ketoprofen

마약성 Morphine, Fentanyl, Codeine, Tramadol, Oxycodone, Hydromorphone

진통보조제

항우울제 Amitriptyline, Nortriptyline, Imipramine

항경련제 Phenytoin, Carbamazepine, Gabapentine

스테로이드 Dexamethasone, Prednisolone

벤조디아제핀계 Midazolam, Diazepam, Lorazepam

기타 Ketamine, Buscopan

1)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 제한 없이 증량 가능하나, 내성(tolerance)과 신체적 의존

성(physical dependence)이 올 수 있고, 변비, 진정/졸림, 구역/구토, 호흡억제,

배뇨장애 등의 부작용을 항상 관찰하며 투여하여야 한다.



약품명 초회 용량 동효대응용량
50kg미만시

용량

Morphine
Oral 30mg q3-4hr 30mg q3-4h 0.3mg/kg

Parenteral 10mg q3-4hr 10mg q3-4hr 0.1mg/kg

Morphine

서방정
Oral 90-120mg q3-4hr 90-120mg q3-4hr 사용안함

Hydromorphon

e

Oral 6mg q3-4hr 7.5mg q3-4hr 0.06mg/kg

Parenteral 1.5mg q3-4hr 1.5mg q3-4hr 0.015mg/kg

Meperidine

(Demerol)

Oral 300mg q2-3h

Parenteral 100mg q2-3h 100mg q3h 0.75mg/kg

Fentanyl patch 25㎍/hr patch q72hr 25㎍/hr patch q 72hr

Oxycodone Oral 10mg q3-4h 30mg q3-4h 0.2mg/kg

Hydrocodone Oral 10mg q3-4h 30mg q3-4h 0.2mg/kg

표 4.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투여량

표 5. 동등진통용량표(equianalgesic dose table)

약물명

10mg IV/SC morphine

에 대한 동등진통용량
IV/SC:PO

ratio

Half-life

(hr)

Duration of

action(hr)
IV/SC PO

Morphine 10 30 3:1 2∼3.5 3∼6

Codeine - 200 - 2∼3 2∼4

Oxycodone - 20 - 3∼4 2∼4

Tramadol 100 120 1.2:1 4∼6

표 6. 경피용 펜타닐 용량표

IV/SC Morphine Oral Morphine Transdermal Fentanyl

20mg 60mg 25㎍/hr

40mg 120mg 50㎍/hr

60mg 180mg 75㎍/hr

80mg 240mg 100㎍/hr

2) 비약물 중재는 마사지/지압, 온냉요법, 심호흡 및 이완요법, 상상요법, 기분전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다.

3) 통증 교육(일반적인 정보, 통증 사정 및 중재, 약물 부작용 등)을 실시하여 대

상자와 보호자가 통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통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오해가 있는 확인하여 교육을 통해 수정하도록 한다.

5. 통증 평가는 약물 및 비약물 중재 시 통증완화 정도를 사정하고 통증관리가

부적절하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관리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