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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간호 (Pain Management)

Ⅱ. 권고안 요약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 통증간호실무의 일반적 원칙은?

1. 의료기관은 통증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증관리 서비스 

② 환자통증결과 모니터링

③ 통증간호활동 기록과 모니터링

④ 통증관리 결과에 대한 기관의 모니터링

⑤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 

II B

⑥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전문의사의 배치 III C

2. 의료기관에서는 효과적인 통증 사정과 관리를 위하여 통증관리모델을 수립한다. 

통증관리모델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II B

2-1. 통증사정과 관리를 임상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III C

2-2. 통증 사정과 관리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이 통증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II B

2-3. 의료인은 환자 및 가족과 협력하여 개별적인 통증사정 및 관리를 수행한다. I A

2-4. 의료인은 통증완화의 이득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통증 관리 계획을 적용한다. low
strong

for

2-5. 의료인은 통증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약물적 접근과 비약물적 접근을 사용한다. low
strong

for

2-6. 통증사정과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III C

2-7. 통증사정과 관리를 위한 의료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I A

3.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서에 통증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III C

4. 간호사는 통증간호실무지침에 따라 간호한다. III C

5. 통증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III C

6. 통증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III C

2. 통증사정

2-1.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은? 

7. 통증사정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수행하며, 사정 시기는 입원 시, 외래진료 시, 

통증 및 의학적 상태 변화 시, 시술 전, 중, 후가 포함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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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8. 통증 강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통증관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재사정한다. III C

9. 통증환자의 통증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정한다. 

- 가족력, 알레르기

- 의학적 과거력, 수술력

- 현재의 통증상태; 통증 시작시기, 양상, 강도, 부위, 기간, 진행과정, 악화 및 

완화요인

- 이전 검사결과와 치료, 현재치료

- 약물중독여부: 신체적 의존성, 내성, 약물오남용

- 신체검진-신경학적, 근골격계 문제(운동, 감각), 자율신경계 변화

- 심리사회적 평가 - 불안, 우울, 분노

- 일상생활능력, 수면, 대인관계

- 가족, 보호자, 직업 등 

I A

10. 현재와 과거의 약물적, 비약물적 통증조절방법의 효과를 평가한다. III C

11. 환자의 통증 및 통증관리에 대한 신념, 지식, 이해수준을 확인한다. II B

12. 통증사정은 환자자신이 가장 정확히 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자가보고로 

사정한다.  
I A

13. 통증사정의 신호로 활력징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II B

14.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사정에는 심리적 평가(불안, 우울, 분노, 정신장애, 성격, 

대처능력)를 포함한다.
II B

15. 표준화되고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통증의 강도, 통증치료의 효과,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low

strong

for 

16. 통증사정도구는 발달상태, 인지상태, 의식수준, 교육수준, 문화와 언어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I A

17.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통증사정은 행동통증척도 

(Behavioral Pain Scale, BPS), 급성환자통증관찰도구(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와 같은 관찰사정도구를 사용한다.

mode

rate

 strong

for 

2-2. 성인통증사정은?

18. 급성통증환자에 대한 사정 시 과거력, 신체검진, 진단검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II B

19. 수술 전 환자 평가 시 통증과거력, 신체검진, 현재 통증조절상태를 포함한다. III C

20.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증을 모니터한다.
mode

rate

strong

for



7

병원간호사회

통증간호 (Pain Management)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21. 암환자 통증의 초기사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통증의 신체적 영향과 특성

- 기능적 영향: 일상생활 방해정도

- 심리사회적 영향: 기분, 불안, 우울, 분노, 두려움, 문화적 영향,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통증표현에 대한 방해: 약물중독, 알코올, 섬망

II B

22. 암환자의 통증평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환자의 통증호소를 믿는다.

- 통증에 관한 과거력에 주의를 기울인다.

-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

 정확한 시작 시기 

 통증의 부위

 통증의 질

 완화 또는 악화 요인

 통증의 양상; 급성, 아급성, 만성, 기저상태, 발현형태(간헐적, 지속적, 일시적)

 관련된 증상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과거와 현재 진통제에 대한 반응

II B

23. 암성통증을 가진 환자는 암치료결과에 따른 통증정도를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기록한다.
III C

24. 성인 통증 사정도구는 단일영역사정도구 또는 다영역 사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단일영역사정도구 

VAS (visual analogue scales), NRS (numerical rating scales), 

VRS (verbal rating scales) 

- 다영역사정도구 

 The Memorial Pain Assessment Card, The Brief Pain Inventory 

 The McGill Pain Questionnaire

II B

2-3. 소아통증사정은?

25. 소아통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

- 통증시작시기, 통증강도, 통증발생빈도 및 강도의 변화

- 통증부위와 통증의 전이여부 

- 통증의 질

- 통증의 완화 또는 악화 요인

- 통증의 과거 치료력

- 통증의 영향; 신체기능, 우울, 수면

- 통증사정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화적 언어적 장벽, 인지상태, 

중재에 대한 잘못된 신념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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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26. 소아의 통증사정 도구는 발달상태, 인지상태, 의식수준, 교육수준,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low

strong

for

26-1. 말을 할 수 없거나 언어가 발달하기 전 소아의 통증 사정 도구는 신뢰성, 

타당성, 사용용이성에 기초하여 사용한다; 

- FLACC (Face, Legs, Arms, Cry, Consolability)

- NIPS (Neonatal Infant Pain Scale)

- PIPP (Premature Infant Pain Profile)

- PPPM (Parent Post-operative Pain Measure)

low
strong

for 

26-2. 소아중환자의 통증은 Behavioral Pain Scale, 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사정한다. 
low

strong

for 

2-4. 노인의 초기 빠른 통증사정은?

27. 노인환자가 중등도-심한 급성통증을 표현하거나 통증, 의식수준 및 활력증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보이는 경우 초기에 빠른 통증사정을 

시행한다. 

III C

28. 노인에게서 통증에 대한 자료는 가능한 자가보고로 수집한다. III C

29. 노인이 의식수준저하, 인지장애로 인해 통증을 자가보고 할 수 없으면 비언어적 

통증단서(얼굴 찡그림, 신음소리 등)로 통증을 사정한다. 
II B

30. 노인이 통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파악하여 통증사정 시 적용한다. II B

31. 노인에게 통증부위 사정을 위하여 통증 지도나 그림에 표기를 하거나 통증부위를 

가리키도록 한다. 
III C

32. 노인의 선호와 인지/기능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은 타당성이 있는 

통증도구를 선택하여 통증강도를 사정하고, 이후 같은 도구로 일관되게 사정한다.; 

- Numeric Rating Scales (NRS)

- Verbal Descriptor Scale (VDS)

- Pain thermometer (PT)

- Faces Pain Scale-Revised (FPS-R)

III C

33.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인에게는 문화적 민감성이 고려된 통증도구를 사용한다. III C

34. 통증도구 사용 시 노인의 감각장애(예: 시력, 청력 등)를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

(예: 돋보기, 보청기)을 적용한다. 
III C

35. 통증 사정 시 노인이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III C

36. 포괄적인 통증사정을 하기 전에 노인의 중등도-심한 통증을 먼저 관리한다. III C

2-5. 노인의 포괄적 통증사정은 ?

37. 노인 환자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노인의 통증에 대한 포괄적 사정을 수행한다. 초기 

통증사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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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37-1. 신체검진은 통증부위와 통증을 유발한 병리적 상태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한다.
II B

37-2. 인지상태는 통증사정, 환자와 가족의 교육, 통증관리 방안에 영향을 주므로, 

노인의 인지상태를 사정하고 인지장애가 있는지 선별한다.
III C

37-3. 불안/두려움과 우울은 통증을 예상하면서, 또는 통증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정한다.
III C

37-4. 통증이 수술 후 일상(예: 체위변경, 기침과 심호흡, 걷기, 수면, 기분, 식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정한다.
III C

37-5. 통증이 일상생활활동(ADL)(예: 목욕, 옷입기, 식사, 일어나기, 앉기, 걷기)과 

삶의 질 활동(예: 식욕, 신체활동, 대인관계,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정한다.
III C

37-6. 통증력을 사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증의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력, 신체검진, 임상검사와 진단적검사 결과를 검토한다.
III C

37-7. 과거의 통증경험과 통증지식을 사정한다.

① 통증조절을 위한 과거 진통제 사용경험을 조사한다.
III C

② 통증경감을 위해 사용한 비약물적 방법, 보완대체요법과 그 효과를 

조사한다. 
III C

③ 통증과 진통제에 대한 노인환자와 가족의 태도, 신념을 사정한다. III C

④ 통증관리전략에 대한 노인환자/가족의 지식을 사정한다. III C

37-8. 장과 방광 기능을 사정한다(예: 배뇨횟수와 배변의 질, 하제 사용). III C

37-9. 투약력을 조사한다.

① 진통제와 상호작용하거나 진통제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약물 사용을 조사한다.

② 진통제에 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조사한다.

③ 진통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주력에 대해 조사한다.

III C

38. 통증사정 시 가족을 참여시킨다. III C

39. 노인과 가족에게 통증사정에 대해 교육한다.

① 통증사정이 통증관리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설명한다.

② 통증사정 스케쥴, 선정된 통증사정도구를 활용한 통증사정방법을 설명한다.

③ 선정된 통증사정도구에 대한 이해정도와 도구의 사용이 정확한지 사정한다.

I A

2-6. 의사소통장애, 인지장애, 무의식 환자의 통증 사정은?

40. 환자가 통증 자가보고를 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통증사정은 

행동관찰, 가족이나 돌봄제공자로 부터의 평상시 통증행위에 대한 정보, 진통제나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반응 평가를 종합하는 다면적 접근이 권장된다.

III C

41. 가족에게 환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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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42.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현재 통증에 대해 질문한다. II B

43. 통증을 안정 시에 관찰하게 되면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활동 시에도(예: 이동, 걷기, 체위변경) 관찰한다.
III C

44. 인지장애 환자 중 자가보고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증사정도구의 사용을 시도해본다;

- Verbal descriptor scales 

- Pain thermometers 

- Faces pain scales-Revised 

III C

45. 인지장애가 심하고, 통증 자가보고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적 통증지표를 관찰하고 모니터 한다. 

- 직접 관찰이 가능한 행동(예: 얼굴을 찡그림, 신음, 울음, 아픈 부위를 보호하는 

자세 등)

- 비전형적인 행동(예: 초조, 공격성, 안절부절못함 등) 

- 행동양상의 변화 

- 대인관계의 변화

II B

46. 심한 인지손상으로 통증 자가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증유무를 사정하기 위해 

행동적 통증지표에 기반을 두어 개발된 타당한 관찰사정 도구를 사용한다;
III C

- Checklist of Nonverbal Pain Indicators (CNPI) III C

- Critical-Care Observation Tool (CPOT) III C

- Pain Assessment in Advanced Dementia Scale (PAINAD) II B

3. 통증중재

3-1.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47. 통증은 감각의 일종이고 정서적 경험이므로 통증 완화 방법의 이용가능성을 

강조하고 통증우려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Ⅲ C

48. 성인과 소아의 수술 후 통증은 약물적 중재나 비약물적 중재를 결합하는 다양한 

통증관리양식(multimodal analgesia)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low

strong 

for 

49. 통증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① 통증의 특성과 통증 사정 결과 

② 통증에 대한 신념과 지식

③ 통증중재의 적절성; 완화정도 및 부작용

④ 환자교육 및 퇴원계획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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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50. 통증관리계획은 효율을 최대화하고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다양한 진통제의 사용

② 필요시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과 경로의 변경

③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부작용의 예방, 사정 및 관리 

④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의 예방, 사정 및 관리

⑤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신체적, 정신적) 중재의 상호작용 가능성 평가

Ⅰ A

51. 급성통증이 예상되는 경우(예: 수술) 가능한 한 조기에 통증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한다.
Ⅲ C

52. 수술 직후 24시간동안 주기적인 통증관리가 필요하다. Ⅲ C

53. 수술환자의 통증조절을 계획할 때 수술종류, 수술 후 예상되는 통증의 정도, 

기저질환, 통증조절방법의 위험과 이득, 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과거통증경험을 고려한다. 

Ⅲ C

54.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근육내로 주사하지 않는다. 
mode

rate
 

strong

against

55. 암환자의 통증 관리계획은 WHO의 암환자 통증완화 프로그램의 원리에 따라 

안위증진, 기능향상, 부작용 최소화, 안전을 목표로 수립한다. 

very 

low

weak

for

56. 노인에게는 안위와 기능증진을 목표로 실질적인 통증완화 계획을 수립한다. Ⅲ C

57. 노인에게 급성 통증 뿐 아니라 만성장애로 인한 통증의 관리 계획을 세운다. Ⅲ C

58. 노인은 근육과 지방조직이 부족하여 약효지연이나 혈청약물농도의 이상, 독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육 내 주사를 피한다. 
Ⅱ B

3-2. 진통제 선정의 일반적 원칙은?

59.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한다.  
Ⅲ C

60. 진통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병력과 동반질환

- 현재의 의학적 상태

- 간기능과 신기능 

- 치료목적

- 진통제의 부작용 

- 진통제와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주는 다른 약물 

-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관계 

Ⅲ C

4.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4-1.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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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61. 급성통증의 초기사정에서 심한 상해로 2주 이상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지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객관적 이유가 없는 심한 통증인지 구체적으로 선별한다. 
Ⅲ C

62.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①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과다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마약성진통제는 

Acetaminophen이나 NSAIDs와 병용한다. 

Ⅱ B

② 마약성 진통제를 두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③ 대수술 전 또는 상당한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한 개 이상의 비마약성 진통제

(예: gabapentin, pregablin, acetaminophnen, celecoxib 또는 부분 

마취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Ⅰ A

④ 수술 후 통증감소나 진통제 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수술 전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Ⅰ A

⑤ 노인에서 진통제는 저용량에서 시작하여 반응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조정한다. Ⅰ A

63. 급성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통제를 투여한다.

① ATC (around-the-clock) 방법으로 일정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투여한다.

② 약물의 혈중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③ 통증정도에 따라 필요시 PRN으로 진통제를 투여한다. 

Ⅲ C

4-2. 급성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는?  

64.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중 주기적으로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한 

이득과 위험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논의해야 한다. 
Ⅲ C

65. 심한 급성통증이 아닌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정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66. 마약성 진통제는 다른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급성 통증(으깸 손상 crush 

injuries, 심한 화상, 심한 골절, 조직손상 등)의 치료나 통증으로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Ⅰ A

67. 마약성 진통제는 중등도에서부터 심한 급성 통증에서 Acetaminophen이나 

NSAIDs와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사용한다. 
Ⅲ C

68.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은 대상자의 통증정도 뿐 아니라 진정수준, 호흡상태, 

동반질환, 장기기능, 현재 투약종류와 마약의 약물동력학(약효시작, 최고용량, 

투여기간), 기타 만성적 통증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

Ⅰ A

69. 급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50mg MED을 

초과하는 용량은 사망률(위험비)이 증가하므로 1일 최대 50mg MED를 권장한다.  
Ⅱ B

70. 심각한 급성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속효성 마약성진통제(immediate-release 

opioids)를 최소유효용량으로 통증예상 기간(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한해 

사용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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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71. 급성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며 지속형은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부터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경우 수술 후 사용할 수 있다.

Ⅲ C

72. 노인에게는 반감기가 짧은 마약성 진통제(hydromorphone, oxycodone 등)를 

우선 사용한다.
Ⅲ C

73. 노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은 25~50% 감량하여 시작하고, 통증점수가 50% 

감소하거나 만족스럽게 통증감소가 될 때까지 초기 용량의 25%씩 서서히 용량을 

증가시킨다. 

Ⅱ B

74.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경로는 통증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인 안전한 경로를 선택한다. 
Ⅲ C

75. 경구투약이 가능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정맥보다는 경구로 투여한다.
mode

rate

strong 

for

76. 심한 통증의 경우 신속한 약물농도 조정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으로 

주입한다. 다만, 노인에게 수술 후 인지장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Ⅲ C

77. 비마약성진통제로 통증조절이 안되거나 비마약성진통제에 약물이상반응 또는 

금기인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정맥주입 할 수 있다.
Ⅰ A

78. 수술 후 전신적인 통증완화가 필요한 경우 PCA를 사용하여 자가조절하도록 한다. 
mode

rate

strong 

for

4-3.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은?

79. Morphine은 단기 통증관리에 사용하며 신기능이나 간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사용을 주의한다. 
Ⅲ C

80. Hydromorphone은 반감기가 짧으므로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Morphine 대신 

사용한다. 
Ⅲ C

81. 정맥주입용 Fentanyl은 반감기가 짧아서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Ⅲ C

82. 패치형 Fentanyl은 급성통증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83. Tramadol은 경증이나 중등도의 급성통증에서 Acetaminophen과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심한 통증에는 최대용량을 초과 사용하기 쉬우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Ⅲ C

① Tramadol은 간기능이나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주의하여 사용한다. Ⅲ C

② Tramadol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1일 300mg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Ⅲ C

84. Codeine은 치료적 용량에서 부작용(오심, 변비)이 심하므로 노인에게 사용을 

피한다.
Ⅲ C

85. Pethidine (Mepheridine)은 울혈성심부전증, 신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사용을 피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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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86. 수술 후 오심구토의 위험요인(여성, 금연상태, 멀미나 수술 후 오심구토 이력,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두 가지 이상 가진 노인에게 수술 전 

Dexamethasone 혹은 Ondansetron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Ⅲ C

4-4.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중지는?

87. 마약성 진통제는 수술 후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면 중지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한다. 

① 마약성 진통제는 1~2주 이내에 점차 줄일 것을 권고한다.

Ⅰ A

②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감량하지 않는다. Ⅰ A

③ 일반적으로 NSAIDs나 Acetaminophen으로 변경하거나 완전히 중단 할 것을 

권고한다. 
Ⅰ A

④ 마약성 진통제를 50mg MED이상, 3주 이상 지속 사용한 경우 3~7일 간 서서히 

감량한다. 
Ⅰ A

4-5.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88. 마약성 진통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사정하고 가능한 한 예방한다. 

- 오심/구토 

- 변비/장폐색 

- 섬망 

- 호흡억제 및 진정 

- 소변정체(특히 전립선비대증인 경우)

- 가려움증 

- 저혈압 

- 근긴장도 증가(파킨슨 질환 시) 

Ⅲ C

89. 수술 후 환자에게 전신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진정과 호흡억제, 그 

외의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수술 후 초기 또는 약물 용량 변경 시 자주 

모니터해야 한다. 

Ⅲ C

90. 노인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으므로 자주 사정하고 

예방적으로 관리한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C

91.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악화시키는 다음 약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한다. 

- 진정상태 악화약제: 진정제, 신경안정제, 진토제 

- 기립성 저혈압 유발약제: 고혈압약, tricyclics 

- 섬망유발약제: phenothiazines, tricyclics,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성 제제

Ⅲ C

4-5-1.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오심, 구토

92. 오심 구토의 발생을 모니터한다. 노인의 경우 오심구토가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Ⅲ C

93. 변비나 다른 약제사용 등 오심의 원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요인을 먼저 해결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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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마약성 진통제 용량 감소와 오심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비마약성 진통제를 병합하여 

사용한다.
Ⅲ C

95. 오심을 유발하는 진통제 사용 시 진토제를 사용한다. 진토제는 노인에게서 항콜린성 

작용(배변배뇨기능장애, 섬망, 운동장애 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므로 정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4-5-2.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변비/장폐색

96.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의 배변기능을 매일 사정한다. Ⅲ C

97.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가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변비 예방을 위해 

배변프로토콜(설사약이나 변 완화제)을 시작한다. 

노인은 성인에 비해 변비 발생이 두 배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Ⅲ C

4-5-3.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섬망 

98.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섬망 기왕력이 있는 경우 섬망 위험이 증가하므로 

자주 모니터한다.
Ⅲ C

99. 급성 섬망이 발생하면 진통제 사용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다른 기여요인이 

없는지 먼저 사정한다.

- 전해질불균형(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등)   - 저산소혈증 

- 탈수    - 감염    - 약물    - 감각장애    - 수면장애     

- 배뇨문제  

- 느린 신체활동 

- 환자 주변 환경 변화  

Ⅲ C

100. 수술 후 섬망 발생 시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줄이기 이전에 통증관리가 충분히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Ⅱ B

101. 섬망의 위험요인이 없으며 통증완화가 효과적인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감소를 먼저 고려한다. 용량을 감소해도 섬망이 지속되면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단한다. 

Ⅲ C

102. 흥분, 환각 및 지각 장애가 있는 경우 Haloperidol을 투여할 수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의 감량 또는 변경을 고려해야한다.
Ⅱ B

4-5-4.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호흡억제 및 진정

103.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특히 단독주입) 호흡억제나 진정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심한 통증,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노인, 그리고 폐질환이 있는 

노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Ⅲ C

104.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호흡억제 증상(얕거나 불규칙한 호흡, 분당 8회 미만의 

호흡수, 무호흡 발생)을 모니터한다. 호흡억제가 나타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중단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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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호흡억제의 고위험환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감시 

장치와 지속적인 산소맥박계측기와 같은 기계적인 모니터링을 고려한다. 
Ⅲ C

106. 호흡억제가 발생하여 naloxone (Narcan)을 투여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감소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용량을 조절한다. 
Ⅲ C

107.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노인 환자에게 치료 시작 후 처음 24시간동안 

1-2시간마다 진정수준을 모니터하며 진정수준이 높아지면 용량을 줄인다. 
Ⅲ C

4-5-5.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소변 정체와 가려움증  

108.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소변정체, 가려움증, 파킨슨 질환의 악화 등을 모니터한다. Ⅲ C

109. 수분섭취배설량을 측정하고 특히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경우 소변정체나 억제 

증상이 있는지 사정한다.
Ⅲ C

110. 부작용이 있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하거나 Nalbuphine을 사용할 수 있다.
Ⅱ B

111.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가려움증에 비진정성 약물(Loratine)을 포함한 

항히스타민제는 노인에게서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4-6. 급성통증을 위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은?

112. 비마약성 진통제는 경증이나 중등도의 통증에 단독으로도 사용 시 효과적이며 

급성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과 병용하여 사용한다.
Ⅱ B

113. 경한 통증과 중등도의 통증에 Acetaminophen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① 1일 총용량은 4g을 초과하지 않으며, 노인에서는 최대 3g까지 사용한다. 

② Hydrocodone, oxycodone, codeine 등의 약과 병용하는 경우 

용량을 모니터한다. 

③ 간대사 저하 또는 알코올남용 시 독성 위험 증가로 최대 50~75% 감량한다. 

Ⅲ C

114. 노인에게서 급성통증 치료를 위해 aspirin을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115. 급성통증조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NSAIDs를 사용할 수 있다. 

① nonselective NSAIDs: Ibuprofen, Ketoprofen, Naproxen, Kotorolac 

② COX-2 selective NSAIDs: Celecoxib

Ⅲ C

116. NSAIDs의 사용은 수술 후 가능한 짧은 기간에 투여한다.

① 다른 진통제로 통증조절이 잘 되는 경우 24~48시간 내에 줄이거나 중단을 

고려한다. 

② 위궤양, 출혈장애 병력이 있거나 항응고제(Aspirin, Warfarin)를 투여하는 경우 

NSAIDs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117. 노인에서 NSAIDs 사용 시 위장관 출혈, 신기능장애, 울혈성 심부전 외에 인지장애, 

변비,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모니터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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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COX-2 selective NSAIDs는 혈소판 응집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술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심혈관질환이나 관상동맥이식(다른 혈관도 포함) 수술 후의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심혈관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는 단기간 사용한다.  

③ 신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신독성 발생여부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mode

rate

strong 

for

119. 위장관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는 platelet sparing NSAIDs (nabumetone, 

salsalate, choline magnesium trisalicylate) 또는 COX-2 seletive NSAIDs를 

사용한다.

Ⅲ C

120. nonselective NSAIDs를 사용할 때는 위장관 병변 발생(출혈, 궤양)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misoprostol (Cytotec), proton pump inhibitor를 병용한다. 
Ⅱ B

121. Ibuprofen과 naproxen은 다른 nonselective NSAIDs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므로 

노인에서 선호하여 사용한다.
Ⅲ C

122. Ketorolac은 수술 후 심한 통증에 사용할 수 있다. 

① 노인에게는 권장용량의 50% 줄이며 1일 총용량은 60mg, 5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탈수나 신기능이상, 간기능 부전 또는 간경변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123. NSAIDs 외용제는 혈청농도가 낮고 전신 독성을 피할 수 있으므로 국소조직에 

도포하여 사용한다.
Ⅲ C

124. 국소 외용진통제(5% lidocaine topical, vapocoolant anesthetic sprays, 

lidocaine gel)는 시술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Ⅲ C

4-7. 급성통증을 위한 보조약물의 종류와 주의점은? 

125. 장시간 지속되는 국소 마취제인 bupivacaine(Marcaine), ropivacaine 

(Naropin)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① 절개 전 수술부위 도포 

② 수술부위 주위에 직접 주사 

③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 경막외로 주입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추가  

Ⅲ C

126. 진정 필요시 Diazepam과 같은 장기 약효성 약제보다는 alprazolam (Xanax), 

lorazepam (Ativan), oxazepam (Serax)와 같은 단기 약효성 약제를 우선 

사용한다.

Ⅲ C

5. 만성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5-1. 만성암성통증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127. 암 환자의 통증 관리는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I A

128. 암성통증은 세계 보건기구(WHO) 암성통증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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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제는 WHO 진통제사다리에 따라 약물을 선택한다. I A

130.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제는 주기적으로 투여한다. III C

131. 암성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의 선호도와 순응도를 고려하여 선택하며, 

가능하다면 경구로 투여한다.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 피하, 

정맥 내. 점막, 경피, 국소 및 척수 등으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I A

132. 돌발성 통증에 대비하여 정규 진통제 외의 진통제가 처방되어야 한다. III C

133. 암 환자에서 기존의 통증관리가 비효과적이고, 통증 관련 스트레스나 기능장애를 

경험할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다. 필요시 비마약성 진통제와 

보조진통제를 추가한다. 

mode

rate

strong 

for

134. 암성통증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시작할 때, 잠재적 위험과 이득을 

평가해야 한다.

very 

low

weak 

for

135. 암성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통증 관리에 사용된 모든 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mode

rate

strong 

for

5-2. 만성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136. 경증~중등도의 암성 통증 치료 시 약한 마약성 진통제(Codeine, 

Dihydrocodeine, Tramadol, Tapentadol)를 사용할 수 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Acetaminophen)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암환자에서 Fentanyl과 Buprenorphine 같은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II B

137. 중등도~심한 암성 통증 치료 시 환자에게 경구용 Morphine, Hydromorphone과 

Oxycodone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III C

138.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의 적정 투여량은 속효성 제제나 서방형 제제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조절한다.
III C

139. 암성 통증 조절 시 통증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진통제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약제별  투여 경로와 용량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의 상대 효능 

비율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II C

140. 패치형 진통제는 통증이 안정된 환자에게 사용한다.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용량의 경구용, 비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 패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돌발성 통증을 위한 약물도 함께 처방해야 한다.

I B

141. 돌발성 통증을 위한 치료 시 

①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② 돌발성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예: 움직이거나 삼키는 행동을 하기 전), 

통증이 발생하기 적어도 20분 전에 속효성 경구용 Morphine을 투여한다.

③ 돌발성 통증 발생 시 마약성 진통제(Fentanyl, Morphine, Oxycodone, 

Demerol)를 정맥내로 먼저 투여한다. 또한 볼점막, 설하 및 비강으로 투여하는 

Fentanyl이 경구용 Morphine보다 효과 발현이 빠르므로 우선 투여한다. 

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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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42. 통증이나 부작용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rotation)을 

시행한다. 마약성 진통제 전환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II B

143. 정기적으로 투여되는 서방형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은 매 4시간마다 투여하는 

서방형 Morphine의 양과 돌발성 통증에 사용한 구출 용량(rescue dose-최대 매 

1시간마다 투여 가능)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결정하여 투여한다. 

III C

144. 마약성 진통제의 정맥 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거나, 진통제 증량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및 기타약물의 척수강 내 투여가 

가능하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I B

5-3. 만성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주의점은? 

145. 암성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평가하고 초기에 중재한다. III C

146.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 또는 

전환(rotation)한다.
II B

147.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에 진토제의 투여가 권장되나 전문가 의견을 

따른다.
III C

148. 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변 완화제를 

처방한다. 
III C

149.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 섬망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고 치료한다.
II B

150. 초조, 환각 및 지각 장애가 있는 암 환자에게 Haloperidol을 투여할 수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의 감량 또는 변경을 고려한다.
II B

151. 암 환자에서 기존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유발 요인을 찾아야 한다(예: 감염, 탈수, 신부전, 고칼슘혈증 등). 
III C

152. 암 환자에게 신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및 투여 횟수를 감소하여 주의 깊게 투여한다.  
III C

153. 진행성 간 질환을 가진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신중히 사용하며, 

투여용량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다. 패치형은 흡수율이 변화 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하며, 지속형 약물은 주의해서 사용한다.

III C

154.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남용, 중독 및 사망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다른 중추 신경계 작용 약물의 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Benzodiazepine계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시 중독, 호흡억제, 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mode

rate

strong 

for

155. 암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단 시, 금단증상 예방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는 

서서히 감량하며, 감량 속도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춘다.

very 

low

weak 

for

5-4.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약물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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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56. WHO 암성통증관리지침에 따르면 Acetaminophen과 NSAIDs는 단독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한다. 
I A

157. Acetaminophen 및 NSAIDs는 경미한 만성 암성 통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I A

158.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과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 및 보조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mode

rate

strong 

for

5-5.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159. 암 환자에서 NSAIDs 선택 시 위장장애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확인해야 하며, 

위보호제를 함께 투여할 수 있다.
I A

5-6. 만성암성통증의 보조약물(진정제 등)의 종류와 방법은?

160. 암 관련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게는 항경련제 및 항우울제를 투여하며 관련 

부작용을 관찰한다.
I A

161. 전이성 골 질환으로 인한 암성 통증 환자에게 Bisphosphonates를 투여할 수 있다. I A

162. 전이성 골 질환으로 인한 암성 통증 환자에게 Denosumab은 Bisphosphonate의 

대안으로 투여할 수 있다.
I A

163. 전이성 척추 압박 환자에게 Dexamethasone을 투여할 수 있다. II B

5-7. 만성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164. 전이성 골 질환으로 인해 Bisphosphonate 및 Denosumab을 투여하는 경우 

투여 전 예방적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
II B

165.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Corticosteroid를 단독으로 장기간 투여하지 않는다.
mode

rate

strong 

against

5-8. 만성암성통증의 비약물적 중재는?

166. 전이성 골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암 환자에게 외부 방사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II B

167.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어려운 암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 II B

6.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6-1.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168. 만성비암성통증 환자 치료 시 마약성 약물보다 비마약성 약물과 비약물적 중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low

strong 

for 

169. 약물 중독 또는 활동성 정신장애가 없는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mode

rate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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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준

권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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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충분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물질 사용 장애의 병력이 있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계속한다.

low
strong 

for 

171. 활동성 정신장애가 있는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충분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시도하기 전에 

정신장애를 안정화시키도록 한다.  

low
weak 

for 

172. 만성비암성통증 관리에서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과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위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용을 고려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약물적 중재를 적절히 병용한다.

II B

173.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에는 치료시작 전과 치료 중 주기적으로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한 위험과 이득, 치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책임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논의해야 한다.

I A

174. 만성비암성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증관리 상태를 

검토하고 약물을 변경하거나 통증 증상 또는 동반질환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 더 

자주 검토해야 한다.  

III C

6-2. 만성비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 종류, 중재방법은?

175.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과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중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평가한다. 

- 약물 남용 또는 중독의 과거력 

- 마약성 진통제의 높은 투여량 (50mg MED 초과) 

- Benzodiazepine과 동시 사용

III C

176. 만성비암성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시작한 경우는 1∼4주 이내 또는 

용량을 증가할 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는 매 3개월 또는 더 자주, 

이익과 위해를 평가하고 이익이 위해보다 크지 않다면 치료법을 최적화하고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줄이거나 테이퍼링(tapering)한다. 

III C

177.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약물 남용 및 중독의 징후를 찾기 위해 

재평가를 시행한다.
II B

178. 마약성 진통제는 가장 낮은 유효 용량으로 시작하여 과다 용량/사망위험을 

고려하여 1일 최대 경구 용량으로 50mg MED까지 투여한다. 50mg MED를 

초과하여 투여할 때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90mg 

MED 이상으로 투여량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mode

rate

strong 

against 

179. 마약성 진통제를 1일 180mg MED를 초과하여 투여하거나 급속한 투여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또는 조언을 구한다. 
II B

18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한다.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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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만성비암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90mg MED로 하루 이상 사용한 경우 용량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가장 낮은 유효용량으로 줄이거나 테이퍼링한다. 
low

weak 

for

182. 마약성 진통제를 고용량(예: 1일 50mg MED 초과)으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 

단계적으로 테이퍼링한다. 
I A

183.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통증 완화, 부작용 및 삶의 질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가장 낮은 유효 용량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III C

184. 고용량 사용, 금단증상, 심리사회적 문제 등이 있는 통증 환자는 중독 전문가 또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NSAIDs 또는 Acetaminophen으로 바꾸거나 

진통제를 완전히 중단한다.

III C

185.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다가 테이퍼링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학제적 접근을 권장한다. 

mode

rate

strong 

for

6-3. 만성비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주의점은?

186.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오심과 변비 등의 부작용 발생을 정기적으로 

사정한다. 
II B

187. 만성비암성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 Benzodiazepines계 

약물은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한 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만약 Benzodiazepine계 약물의 감량이나 중단이 어렵다면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소량씩 천천히 올려야 한다. 

II B

188.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과 과다 복용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조합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시작할 때와 치료 중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III C

189.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만성 또는 아급성 통증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중단한다.

-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 약물 과다 사용이나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부작용 발생시(예: 약물관련 이상행동)

III C

6-4.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190. 만성비암성통증 조절을 위해서 비마약성 진통제로 Acetaminophen과 NSAIDs를 

단독 사용 또는 병용한다. 
I A

6-5.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191. NSAIDs를 사용할 때 혈관 및 위장관 위험(예: 출혈, 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II B

6-6. 만성비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192. 만성비암성통증에 보조약물로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국소 진통제 등을 사용한다. I A

193.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중등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 최적화된 항우울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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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194. 삼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은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HIV 관련 

신경병증성 통증 제외)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I A

195.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인 Duloxetine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 골관절염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I A

196.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Fluoxetine은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I A

항경련제 

197. Gabapentin은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I A

198. Pregabalin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I A

199.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서 Gabapentin 또는 Pregabalin 단독 치료에 반응이 없고 

다른 약물의 병용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Morphine이나 Oxycodone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추가를 고려한다. 마약 사용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한다. 

I A

200. Carbamazepine은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I A

국소 진통제 

201. 국소 NSAIDs는 경구 NSAIDs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경구용 제제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I A

6-7. 만성 비암성 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202. Carbamazepine 사용 시 잠재적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예: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구 감소증 등). 
I A

7. 통증중재의 비약물적 방법

7-1.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203. 비약물적 통증중재는 약물중재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물리적 요법

- 표재성 피부자극 : 냉/온요법, 진동

-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 수동적 및 능동적 관절범위운동

- 유아에게 공갈젖꼭지, 마사지, 달래기

② 인지행동요법 

- 이완요법

- 심상요법

- 전환요법

- 음악요법    

③ 맞춤식 통증관리교육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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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204. 통증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위중재를 고려한다.

① 편안하고 치유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예: 적절한 조명 및 소음 감소, 사생활 보호, 방문자 제한 )

② 최적의 안위와 기능을 위해 체위와 신체선열을 유지한다.

③ 취침 전 수면위생을 실시하고 수면방해요인(예: 추위, 열, 빛, 소음 등)을 

제거한다.

I A

205. 환자가 통증에 대해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것을 돕는다. II B

206. 전환요법. 이완요법 또는 심상요법과 같은 비약물적 통증완화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한다.  
III C

207. 노인에게 비약물적 중재를 사용할 때는 주의 깊게 설명하고, 반복교육을 시행하며, 

필요시 이해하였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III C

208.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약물적 중재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I A

7-2.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종류는?

209. 표재성 피부자극(냉/온요법, 진동)은 통증부위나 통증주변부위(근위부, 원위부 

반대쪽 부위)에 적용한다. 
II B

210. 냉/온요법을 적용할 때에는 수건으로 싸서 사용하여 화상이나 조직손상을 

예방한다.
II B

211. 냉요법은 급성외상, 출혈, 염증, 부종이 있을 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선호되나 

Raynaud’s disease와 같은 말초혈관질환에서는 피해야 한다.
II B

212. 냉요법 적용 시 효과를 설명하고 직접적인 부위는 피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담요나 

의류로 오한으로부터 보호한다.
III C

213. 온요법은 핫팩, 온수를 적용하거나 또는 플라스틱 랩을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다. III C

214. 진동

진동은 고빈도 진동으로 수행되어야하며 최대 30분간 하루에 2-3회 시행한다.
III C

214-1. 진동은 오랜 자극시 부위를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쉽게 상처를 입는 환자, 

혈전정맥염 부위, 피부가 손상된 부위, 편두통 또는 소리나 운동으로 

악화되는 기타 두통이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III C

215. TENS는 통증관리에 위한 다면적 접근법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① 적응증 

- 만성통증(예: 요통, 목 및 환상사지통증 등)

- 비만, 신경증

- 노인의 수술 후 통증 등

② 금기

심방박동기, 제세동기 삽입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II B

216. 환자의 상황에 따라 통증관리를 위하여 수동 및 능동 운동을 시행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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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준

권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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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사지 

① 급성수술 후 통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사지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암생존자에게 스트레스와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데 스웨덴 마사지와 

반사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마사지는 치료직후, 아급성 경부통증에 효과적이다.

④ 마사지는 교육과 병행하면 요통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II B

218. 인지행동 중재

통증을 가진 대상자에게 인지행동 중재(이완요법, 심상요법, 전환요법, 

음악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II B

219. 이완요법

① 이완요법은 약물적 중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술 후 통증에 사용할 수 있다.

II B

220. 전환요법

① 주위전환으로 수술 후 통증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② 시각과 청각의 전환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통증을 줄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므로 함께 사용한다.

③ 통증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음악청취, 비디오 또는 TV시청

- 노래 부르기

- 기도

- 자기진술(self-statements)

- 유아 : 공갈젖꼭지 물리기

④ 전환요법 시 부정적인 감정자극을 피하고, 긍정적인 감정자극이 되도록 

환자의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II B

221. 음악요법

① 음악요법은 고관절 수술, 무릎수술 후 통증, 급성혼돈, 섬망을 줄일 수 있고 

회복기동안 치료적 환경, 안락함, 친밀함을 증진시킨다.

② 음악을 제공할 때는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다.

II B

7-3. 기타 시술은?

222. 통증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제거술(Ablative techniques)   

- 화학적 신경절제술(Chemical denervation)

- 냉동절제술(Cryoablation)

- 디스크내 전기열치료법(Intra Discal Electro Thermal Therapy, IDET)   

- 고주파 절제술(Radio frequency ablation)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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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블록(block)

- 관절블록(Joint block)

- 신경차단(Nerve and nerve root block)

- 요부 교감신경 차단(Lumbar sympathetic blocks) 

또는 성상신경절 차단(Stellate ganglion blocks)

- 교감신경 차단(Sympathetic nerve blocks)

- Medical branch block 

III C

③ 전기신경자극술(Neuromodulation with Electrical Stmulus)   

- 피하말초신경자극(Subcutaneous peripheral nerve stimulation)

- 척수자극(Spinal cord stimulation)

II B

④ 보톡스(Botulinum neurotoxine, BoNT) I A

8. 통증간호의 기록

223. 통증관리계획에 대하여 환자 및 가족과 의사소통하고, 환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II B

224. 통증기록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활력징후와 함께 기록하거나, 따로 통증 흐름표를 

작성한다.  

통증 기록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날짜, 시간, 통증강도, 통증특성과 질, 통증부위, 통증시작시간과 지속시간, 

통증관리 목표, 진통제, 기타의 통증중재법, 부작용 등

III C

9. 통증간호교육

9-1. 통증 간호를 위한 간호사 교육은?

225. 간호사에게 통증 사정과 관리를 포함한 통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II B

226. 간호사는 근거기반 실무지침에 기초한 통증의 사정과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III C

9-2. 통증간호를 위한 환자/보호자의 교육은?

227. 간호사는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격려한다.
low

strong 

for

228. 환자의 현재의 통증 상태에 따라 통증교육의 시기와 정도를 계획하여야 한다. 

주로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을 때 교육한다.
II B

229.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에 대한 일반적 정보, 통증 사정, 약물관리, 비약물적 관리 

등의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II C

230.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통증에 대한 일반적 정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계획된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된 통증 감각에 대한 정보
II B

- 통증의 관리 또는 완화의 가능성, 통증의 중요성, 통증관리 목표 수립, 

통증 조절의 장점과 중요성 
II B

- 통증과 관련된 우려와 잘못된 신념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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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소아의 보호자에게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통증 사정방법, 진통제의 종류와 

투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low

strong 

for 

232.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관리와 관련한 정보는 서면 자료나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II B

233. 환자와 가족의 문자해독능력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태도로 치료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B

234. 퇴원 시는 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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