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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증 사정 및 관리를 위한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

로 국내외에서 엄격한 근거기반 실무지침의 개발과정을 따른 실무지침을 선정하고, 이를 2012년 병

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론(Gu, et al., 2012)에 기반하여 지침을 개

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통증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진료지침지원국에서 발간한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 (Kim, et al., 2011)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Gu 등(2012)의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방법론을 따라 24단계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개발그룹 운영

위원회 구성, 2단계: 간호실무지침의 주제선정, 3단계: 기존 실무지침의 검토, 4단계: 개발방법의 결

정, 5단계: 개발그룹 실무위원회 구성, 6단계: 기획업무 수행, 7단계: 범위와 핵심질문 결정, 8단계:

수용개작 계획의 문서화, 9단계: 실무지침 검색, 10단계: 검색된 실무지침에 대한 선별작업, 11단계:

실무지침의 질평가, 12단계: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 13단계: 실무지침의 내용평가, 14단계: 실무지

침의 근거평가, 15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16단계: 평가의 검토, 17단계: 권고의 선택과

수정, 18단계: 수용개작 실무지침의 초안 작성과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평가 19단계: 1차 외부검토,

20단계: 최종권고안 확정, 권고안의 배경작성 및 검토, 21단계: 2차 외부검토와 관련단체의 승인요청,

22단계: 관련문서와 참고문헌의 정리, 23단계: 실무지침의 개정 계획, 24단계: 최종 실무지침 작성이

다.

3. 연구결과

1) 통증간호실무지침의 권고안 구성

본 연구에서 통증간호실무지침은 9개 영역, 234개 권고안, 253개 권고항, 274개 근거수준과 권고등

급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권고항 수를 보면 일반적 지침 13개, 통증사정 51개, 통증중재 14개, 급성

통증의 약물적 중재 66개, 만성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41개,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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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중재의 비약물적 방법 21개, 통증간호의 기록 2개, 통증간호교육 10개의 권고항으로 구성되었다.

2) 통증간호실무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분포

253개 권고항 중 일부 권고항에는 몇 개의 하위 권고항이 포함되어 있고 하위 권고항 별로 근거와

권고 등급이 평가되어 있어 근거와 권고 등급이 제시된 권고안 수는 274개에 해당된다. 이들 권고항

에 대해 근거수준을 보면 I 수준이 48개(19.7 %), II 수준이 68개(28.0%), III 수준이 127개(52.3%)이었

다. 권고등급은 A 등급이 47개(19.3%), B 등급이 68개(28.0%), C 등급이 128개(52.7%) 이었으며

GRADE에 따른 등급에서의 근거의 질은 Moderate는 14개(45.2%), Low는 14개(45.2%), Very Low

는 3개(9.6%)이고, 권고등급은 Strong 24개(77.4%), Weak 7개(22.6%)에 해당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된 통증간호실무지침은 9개영역 253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었

다. 통증간호실무지침은 암 환자, 수술환자, 노인환자, 만성통증환자, 소아환자의 통

증사정 및 중재에 대한 근거기반간호실무를 위하여 통증간호의 일반적 지침, 통증사

정, 통증중재,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만성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만성비암성통증

의 약물적 중재, 통증중재의 비약물적 방법, 통증간호의 기록과 교육으로 구성되어

통증간호를 위한 포괄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증간호실무

지침의 사용은 통증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수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통증환

자의 통증의 감소, 간호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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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 이하 근거기반지침)은 체계적

인 접근법을 통해서 수집된 적절한 근거를 의료인이 의사결정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침이

다(Field & Lohr, 1990). 이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효과가 확인된 타당한 중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중재를 시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근거와 실무사이의 격차를 줄이고(Grimshaw, et al.,

2006), 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Fransen, Laan, van der Laar, Huizinga, & van

Riel, 2004)이다. 국내 간호계의 경우 최근 여러 학회나 병원간호사회 등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에서 근거기반간호가 소개되었으며, 2012년 한국근거기반학회가 창립되어 근거기반간호 활

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 방법론(Gu, et

al., 2012년)을 표준화하고 간호실무지침의 우선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국외에서 제시된

간호분야 실무지침의 수용개작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년 정맥주입 간호실무지침, 2013년 경장영

양 간호실무지침, 욕창간호실무지침, 2014년 구강간호 실무지침, 도뇨관 간호 실무지침, 2015년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간호실무지침, 2017년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였다.

간호문제 중통증은 제5번째활력징후라고할수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발생에 동반되고 임상에서

의 치료과정이나 검사과정에 의해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Brekken & Sheets, 2008).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Gu, et al., 2011)에서도 통증관리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고, 내과, 외과, 모아 그리고 중환자간호 모두에서 골고루 높은 간호

실무지침 개발 요구를 가진 간호문제였다. 특히 통증관리는 간호 질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암

환자, 수술환자, 노인환자, 만성통증환자, 소아환자의 통증사정 및 중재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기반간

호실무지침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근거기반실무지침은 주로 학회나 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에서 개발하며, 엄격한 개발과정과 체계적

문헌검색과정을 거쳐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병원간호사회에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증사정과 중재에 대한 근거기반간호실무지

침을 개발하여 임상현장에서 통증문제를 가진 다양한 대상자에게 근거기반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증관리가이드라인 (권고안)으로 대상포진 및 대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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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 신경통 관리 가이드라인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08)과 암성통증관리 가

이드라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15)가 진료지침으로 제시되어 있고, 병원간호

사회에서 통증간호실무지침서(2012)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의 개발과정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서, 포괄적인 통증 사정 및 관리를 위한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외의 통증사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의 현황으로는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에서 2013년 12월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ain(3rd.)'을

개발하였으며, Hartford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2012)에서 ‘Pain management in older adults.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를 개발하였으며,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ASCO](2016)에서 ‘Management of Chronic Pain in Survivors of

Adult Cancer: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개발하였고,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12)에서 ‘An updated report by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Acute Pain Management’을 개발하였으며,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에서 2013년 ‘Management of chronic pain’을 개발하여

통증사정 및 중재를 위한 근거기반실무지침들이 개발되어 있어, 우리나라 임상상황에 적합한 근거기

반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 간호사들의 통증 사정을 위한 측정도구와 중재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Song,

2000), 간호사들의 임상 실무 수행은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하기 보다는 간호사 개인의 임상경험과

직관 및 관행적으로 습득한 바에 의거하여 수행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Kim, Song & So,

2016). 이에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개발된 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침의 직접 개발을 위한 근거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외국의 잘

개발된 근거기반실무지침을 수용개작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국내 복부수술 환자에 대한 실무전문가 집단에게 통증 사정과

관리 권고안으로서의 적절성과적용가능성을 평가받은 RNAO (2007)의 가이드라인이 2013년 개정되

어 제시되어 있으므로(Hong & Lee, 2012) 이들 지침들을 기반으로 수용개작을 통한 통증사정 및 관

리 지침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에서 국외에서 엄격한 근거기반 실무지침개발방법을 따른 지

침이 있으며, 간호결과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통증사정과 관리를 위한 간호실무지

침을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방법론(Gu, et al., 2012)에 따라 수용개작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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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연구는국내에서사용할수있는통증사정및 관리를위한간호실무지침을개발하기위한것으

로 국내외에서 엄격한 근거기반 실무지침의 개발과정을 따른 실무지침을 선정하고, 이를 2012년 병

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 방법론(Gu, et al., 2012)에 기반하여 지침을 개

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실무지침의 수용개작

특정 문화적, 제도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실무지침을 다른 의료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지침을 2012년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

용개작’방법론(Gu, et al., 2012)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근거기반 실무지침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임상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 실무지침의 개발과정으로 핵심질문의 선정, 근거검색, 문헌의 비평적

평가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서 개발된 간호실무지침으로, 근거에 기반한 실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

호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지침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통증간호실무지침 수용개작 방법

본 연구에서 통증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진료지침지원국에서 발간

한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 (Kim, et al., 2011)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Gu 등(2012)

의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방법론을 충실히 따라 시행되었다.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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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은 진료지침 수용개작을 위한 국제 연대인 ADAPTE Collaboration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근간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 과정은 간호실무지침의수용개작과정에따라 구체적으로 3부, 9모듈, 24단계

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업무와 일정은 <표 1>과 같다. 또한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도구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1 단계: 개발그룹: 운영위원회 구성

개발그룹의 운영위원회는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과정 전체를 총괄하며, 수용개작 할 간호실무

표 1. 수용개작 과정
부 모듈 단계별 업무 일정

1부:

기획

1. 준비

1단계: 개발그룹, 운영위원회 구성 2017. 5. 28
2단계: 간호실무지침의 주제선정 2017. 5. 28
3단계: 기존실무지침의 검토 2017. 6. 28
4단계: 개발방법의 결정 2017. 6. 28
5단계: 개발그룹: 실무위원회 구성 2017. 7. 29
6단계: 기획업무 수행 2017. 7. 29

2.범위결정과 문서화
7단계: 범위와 핵심질문 결정 2017. 9. 2
8단계: 수용개작계획의 문서화 2017. 9. 2

2부:

수용

개작

3.지침검색과 선별
9단계: 실무지침검색 2017. 9. 2
10단계: 검색된 실무지침에 대한 선별작업 2017. 9. 2

4. 지침의 평가

11단계: 실무지침의 질평가 2017. 10. 14
12단계: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 2017. 11. 25
13단계: 실무지침의 내용평가 2017. 11. 25
14단계: 실무지침의 근거평가 2017. 11. 25
15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2017. 11. 25

5. 결정과 선택
16단계: 평가의 검토 2017. 11. 25
17단계: 권고의 선택과 수정 2017. 12. 16

6. 지침의 초안작성
18단계: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 작성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평가

2017. 12.1 6

2018. 1~2월

3부:

확정

7. 외부검토 및 승인

19단계: 1차 외부검토 2018. 3.
20단계: 최종권고안 확정

권고안의 배경작성 및 검토
2018. 4. 5

21단계: 2차 외부검토

관련단체의 승인요청
2018. 6

22단계: 관련문서와 참고문헌 정리 2018. 7
8. 갱신계획 23단계: 실무지침 개정계획 2018. 7
9. 최종실무지침 24단계: 최종실무지침 작성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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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선정, 수용개작의 범위와 방법론, 실무위원회 구성, 수용개작계획의 수립 등을담당하며, 위원

회 구성은 간호대학 교수 3명으로 이루어졌다.

2 단계: 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1년에 수행

된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 연구(Gu, et al., 2010)에서 선정된 주제 중 전문간호영역이 아니

면서 일반 간호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간호실무지침 15개 주제-medication,

medication error, fall, oral hygiene, oral mucositis, enteral feeding, deep vein thrombosis, urinary

incontinence, urinary catheter, pain, vital sign, fever, heat and cold, pressure ulcer, vascular access

device- 에 해당되면서, 모든 간호영역에서 간호 실무지침 개발 요구의 우선순위가 높은 통증관리를

선정하였다.

3 단계: 기존 실무지침 검토

이에 따라 현재까지 개발된 통증간호실무지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단체의 웹사이트, 국

가별 임상실무지침 개발조직을 검색하였다.

임상실무지침 개발조직은 국제기구인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GIN), 미국의 AHRQ의

National Guidelines Clearinghouse (NGC), Gerontological Nursing Interventions Research Cente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udy of pain, 미국마취과 학회,

미국소아과학회,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NICE),

Royal College of Nursing (RC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캐나다의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CMA),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호주의

Joanna Briggs Institute (JBI),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뉴질랜드

의 New Zealand Guidelines Group (NZGC)를 검색하였다. 통증관련 전문가 단체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udy of pain , Oncology Nursing Society,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European Oncology Nursing Society에서도 지침을 검색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임상실무지침의 경우에는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KoMGI) 사이트를 검색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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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상실무지침개발 조직 및 데이터베이스

번
호 임상실무지침 개발 조직 및 데이터베이스 국가 사이트 주소

1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GIN)
국제

기구
https://www.g-i-n.net/

2
AHRQ의 National Guidelines Clearinghouse

(NGC)
미국

https://www.ahrq.gov/topics/national-g

uideline-clearinghouse-ngc.html

3
Gerontological Nursing Interventions Research

Center
미국

https://nursing.uiowa.edu/csomay/evide

nce-based-practice-guidelines

4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NICE)
영국 http://www.nice.org.uk

5 Royal College of Nursing (RCN) 영국 https://www.rcn.org.uk/

6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영국

https://www.sign.ac.uk/our-guidelines.h

tml

7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CMA) Infobase
캐나

다
http://www.cma.ca/

8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캐나

다
http://www.rnao.org

9 Joanna Briggs Institute (JBI) 호주 http://www.joannabriggs.edu.au/

10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호주 https://www.nhmrc.gov.au/

11 New Zealand Guidelines Group (NZGC)
뉴질

랜드

https://www.health.govt.nz/about-minis

try/ministry-health-websites/new-zeala

nd-guidelines-group
1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미국 https://www.cdc.gov/
1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udy of pain 미국 http://www.iasp-pain.org/
14 미국 마취과 학회(ASA) 미국 https://www.asahq.org/

15 미국 소아과학회(AAP) 미국
https://services.aap.org/en/search/?cont

ext=Publication&k=guideline

16 Oncology Nursing Society (ONS) https://www.ons.org/
17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미국 https://www.asco.org/

18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미국 https://www.nccn.org/

19 European Oncology Nursing Society (EONS) 유럽 http://www.cancernurse.eu/

20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KoMGI)
한국 http://www.guideline.or.kr/

21 Pub med https://www.ncbi.nlm.nih.gov/pubmed/
22 Google https://www.google.co.kr

23 CINAHL
https://www.ebscohost.com/nursing/pro

ducts/cinahl-databases

기

타

Cochrane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http://www.york.ac.uk

Agency for Quality in Medicine http://www.aezq.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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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개발방법의 결정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검색된 실무지침의 현황과 수용개작 가능성을 점검하고 토의를 거쳐 통증간

호에 대한 실무지침을 수용개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국외에 개발된 실무지침이 여러편 있고 실무지침의 개발 및 update 시점이 2017년 전후의 최근이고,

통증간호실무지침의 내용상 국내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용개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5 단계: 개발그룹: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는 수용개작을 실제 담당하게 되는데 실무위원은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

성되었다. 이들은 방법론 전문가와 임상실무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방법론 전문가는 근거기반 실무

지침의 개발 및 수용개작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간호대학 교수 4명과 임상실무의 전문가

4명이다(표 3).

수용개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모든 실무위원에게 수용개작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워크샵을 6월

28일에 4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주제는 실무지침의 질평가 도구인 AGREE II 도구 사용에 대한 평가

훈련으로 강사는 AGREE II 평가도구(진료지침 질평가 도구) 사용 전문가 또는 사용경험이 있는 전

문가인 경상대학교 구미옥 교수가 담당하였다.

표 3. 개발그룹

6 단계: 기획업무 수행

실무지침의 수용개작을 위한 기획업무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 선언, 합의과정, 승인기구 선

정, 저자됨 결정, 보급 및 실행전략을 결정하였다.

이름 소 속 직위 전문분야 운영위원
실무

위원
은 영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방법론 전문가 운영위원장 ○

구미옥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방법론 전문가 ○ ○

조용애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방법론 전문가 ○ ○

유 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방법론 전문가 ○

김경숙 삼성서울병원 간호교육팀장 임상실무전문가 ○

김태희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파트장 임상실무전문가 ○

이현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파트장 임상실무전문가 ○

전미진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전담

간호사
임상실무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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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선언은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에 제시된 이해관계 선언문을 채택하여 실무위원

전원이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부록 1-2).

지침개발과정에서 합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명목집단방법(nominal group technique)을 적용하기

로 하였다. 이 방법은 실무위원이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여결정된 의견에 대해 투표를 통해결정하

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자신이 적어낸 내용에 관한 짧은 회의를 하고, 그 후 다양한 대안들에 관해

투표하고 대안들 중 가장 지지를 받은 결과가 채택되는 방법이다(Han, Seo, & Lee, 2006).

승인기구는 잠정적으로 병원간호사회를 선정하였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하였다. 저자

됨(authorship)의 결정에서는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이 연구원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제 1저자의 역할

을 하기로 하였다.

보급 및 실행전략은 실무지침의 수용개작과정 및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개발된 지침은 병원간호사회의 웹사이트에 탑재하고, 수용개작된 통증간호실무지침을 병원간호사회

를 통해 전국의 병원에 확산할 것을 계획하였다

7 단계: 범위와 핵심질문 결정

실무지침의 범위는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 (Kim, et al., 2011)에서 권고하고

있는 PIPOH (Patient population, Intervention, Professions/patients, Outcomes, Healthcare setting)

양식에 따라 <표 4>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용개작될 통증간호실무지침의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노인, 소

아 통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통증간호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무지침의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통증간호실무를 시행함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표준화된 실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킴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통증간호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실무지침의 범위는 핵심질문으로 구체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핵심질문을 토대로 근거의 수집,

검토가 이루어지며 권고안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수용개작될 통증간호실무지침에서 다루게 될 핵심질문을 작성하기 앞서 우선 임상에서 통증간호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간호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병원 및 병동은 임상실무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대상으로 급성통증의 경우

중환자실과, 외과병동, 만성암성통증의 경우 혈액종양내과에서, 비암성통증의 경우 신경계(근골격

계), 내분비계(당뇨), 류마티스 관련 병동의 총 6개 병동에서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2명씩 짝을 지어

개방형질문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요구정도를 조사하였다. 핵심질문의 구성 영역은 ‘사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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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중재, 비약물적중재’였으며 요구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무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초기 핵심질문이 구성되었다(표 5).

초기 핵심질문은 1.통증간호실무의일반적 원칙, 2.통증 사정의 일반적 원칙, 3.통증사정, 4.통증중

재의 일반적 원칙, 5.급성통증의 약물중재, 6.만성비암성통증 약물중재, 7.만성악성통증 약물중재,

8.PCA사용 9.비약물적 통증중재, 10.보고와 기록, 11.교육의 11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기존의실무지침 검색과 검색된실무지침에서다루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핵심질문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9개 영역의 핵심질문을 최종 결정하였다.

표 4. 통증간호실무지침의 범위

Population 성인, 노인, 소아 통증 대상자

Intervention 통증간호

Professions/Patients 의료기관 간호사

Outcome 통증완화, 삶의 질 향상, 통증간호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

Health setting 모든 의료기관

표 5. 통증간호실무지침의 핵심질문

1. 통증간호실무지침의 일반적 원칙은?
1-1. 통증실무지침의 제정은?
1-2. 통증실무지침에 대한 정책은?
1-3. 통증실무지침의 개정은?
1-4. 기타

2.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은?
3. 통증사정
3-1. 통증사정 도구는?
3-2. 통증사정 간격은?
3-3. 통증사정 보고는?

4.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
5. 급성통증의 약물중재
5-1. 약물중재의 조건(사정점수 등)은?
5-2. 약물중재의 효과는?
5-3. 약물중재의 방법/투입경로/용량은?
5-4. 약물중재의 부작용/주의점은?

6. 만성암성통증 약물중재
6-1. 약물중재의 조건(사정 점수 등)은?
6-2. 약물중재의 효과는?
6-3. 약물중재의 방법/투입경로/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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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수용개작 계획의 문서화

개발그룹은 수용개작 과정을 확정하고, 수용개작 진행과정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9 단계: 실무지침 검색

통증간호실무지침에 관한 검색을 위하여 7단계에서 결정한 범위와 핵심질문에 기초하여 검색전략

을 개발하였다.

① 검색어: 영문과 국문 검색어로 하며 통증실무지침에 대한 검색어는 표 6과 같다. 실무지침 검

색 시에는 우선 영문과 국문 검색어를 구분한 후, 각 언어권내에서 표에 있는 통증실무지침

관련 개별 검색어와 실무지침 관련 개별 검색어를 “and"로 조합하여 주제(title)로 검색을 시

행하였다.

② 검색기간: 2010년 1월 1일~ 2017년 7월 30일로 설정하였다.

③ 검색사이트: 3 단계에서 실무지침 검색 시 사용했던 국가별 대표적 임상실무지침 개발 조직

(표 2)의 웹사이트를 모두 이용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검색을 위해 일반 검색사이트인

6-4. 약물중재의 부작용/주의점은?
7. 만성비암성통증 약물중재
7-1. 약물중재의 조건(사정 점수 등)은?
7-2. 약물중재의 효과는?
7-3. 약물중재의 방법/투입경로/용량은?
7-4. 약물중재의 부작용/주의점은?

8. PCA 사용
8-1. PCA 적용 대상은?
8-2. PCA 적용 약물은?
8-3. PCA 적용 기간은?
8-4. PCA 적용 시 주의점/부작용은?

9. 비약물적 통증중재
9-1. 비약물적 통증중재 적용 기준은?
9-2. 비약물적 통증중재 방법은?
9-3. 비약물적 통증중재 효과는?
9-4. 비약물적 통증중재 주의점/부작용은?

10. 보고와 기록
10-1. 보고- 내용, 시기, 방법은?
10-2. 기록- 내용, 시기, 방법은?

11. 통증간호교육
11-1. 간호사 대상 통증간호교육은?
11-2. 환자 및 보호자 대상 통증관리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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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Google 사이트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아동, 성인, 노인 및 인지장애와 암성,

비암성 혹은 급성 및 만성통증환자까지 포함되므로 미국통증학회, 마취과학회, 소아과학회,

암과 관련한 사이트 Oncology Nursing Society (ONS),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European Oncology

Nursing Society (EONS)를 모두 포함하였고, 국내의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포함하여 검색

하였다.

10 단계: 검색된 실무지침에 대한 선별작업

9단계의 검색조건으로 검색된 실무지침은 총 5949개였다.

가이드라인(표준), 교과서내용, 중복 및 분할, 질환별 지침인 경우, 연구방법에서 메타분석이나 체

계적 문헌고찰, 조사연구에 해당되는 경우, 발표년도가 분명하지 않고 원본이 영어가 아니며 원문전

문이 없거나 중복분할인 경우, 대상자가 신생아인 경우,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제외기준에 해당되

는 문헌을 제외하고 26개의 지침을 1차 선별되었다. 1차 검색된 26개의 문헌중개발기구가국가 혹은

전문가 단체가 아닌 경우 2개, 포함내용이 일부분인 경우 4개, 중복과 분할인 경우 5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개의 지침을 질평가 지침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Flow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1).

2차 선별된 15지침의 개발기관, 실무지침 명, 지침 출판일은 <표 7>과 같다. 실무지침의 선정에 큰

영향을미치는것은실무지침의범위와실무지침이핵심질문을얼마나포함하고있는지와지침평가에

대한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15개 지침을 분석하여 범위와 핵심질문에 대한 내용 요약표를

작성하였다(표 8, 표 9, 부록 1-3).

표 6. 검색어

통증관련
pain, chronic pain, acute pain, cancer pain

통증, 만성통증, 급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영역관련
assessment, management

사정, 관리

지침관련

guideline, practice guideline, evidence based guideline, best practice

guidel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practice guideline* standard*

가이드라인, 표준, 지침, 임상실무, 근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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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검색 Flow

실무지침: (5949) 개

RNAO 2 CDC 78 IASP 9

Iowa 2 Google 22 ASCO 4

NICE 143 CMA Infobase 18

Google 1 Pubmed 5598 APA 7

JBI 2 EONS 2 NCCN 1

MASCC 5 GIN 21 ASA 34

 ➡

제외지침: (5836) 개

주제 부적절 5749 중복 73

2010년 이전 5 동물 1

질환별 지침 4 내용불충분 4

실무지침 (113) 개

RNAO 1 CDC 4 IASP 3

Google 13 ASCO 1 Pubmed 76

APA 7 GIN 6 ASA 2

      ➡

제외지침: (87) 개

중복/분할 5 메타분석 1

발표년도불명 1 체계적 고찰 3

핵심질문 부분적 포함 3

가이드라인(표준), 교과서내용 24

체계적 고찰, 조사연구 18

원본이 영어가 아님 1, full text 없는 것 11

권고, 근거불완전 16 문헌 찾지 못함 4

실무지침: (26) 개

RNAO 1 CDC 1 IASP 1

IOWA 2 SIGN 2 RCN 1

Google 5 Pubmed 3 CMAJ 1

NICE 3 NCEC 1 ASA 2

EONS 1 NCCN 2

 ➡

제외지침: (11) 개

국가 혹은 전문가 단체가 아닌 경우 2

포함내용이 일부분 4, 중복과 분할 5

실무지침: (15) 개

RNAO 1 CDC 1 IOWA 2

Pubmed 1 SIGN 1 Google 3

CMAJ 1 NICE 1 NCEC 1

ASA 1 EONS 1 NCC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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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차 선별된 실무지침
지침

번호
기관 지침명

개발기관

(출판자)
국가 출판일 대상자

통증

유형

1 IOWA
Acute pain management in older

adults
University of Iowa 미국 2016 노인 급성

2 IOWA
Persistent pain management in older

adults
University of Iowa 미국 2015 노인

만성

암성

3 SIGN Control of pain in adults with cancer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영국 2013 성인

만성

비암성

4 ASA
Practice Guidelines for Chronic Pain

Management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미국 2010

소아,

성인,

노인

만성

비암성

5 ASA

Practice Guidelines for Acute Pain

Management in the Perioperative

Setting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미국 2012 성인 급성

6 ACOEM

ACOEM Practice Guidelines:

Opioids for Treatment of Acute,

Subacute, Chronic, and Postoperative

Pain

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미국 2014 성인 급성

7 APS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
American Pain Society 미국 2016 성인 급성

8 SCC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in, Agitation,

and Delirium in Adult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미국 2012

소아,

성인
급성

9 NCEC
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Cancer Pain in Adults

National Clinical

Effective Committee

아일

랜드
2015 성인

만성

암성

10 ESMO
Management of cancer pain:

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Guidelines Working

Group

유럽 2012 성인
만성

암성

11 RNAO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ain (3rd Edition)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캐나다 2013

소아,

성인
전체

12 CDC

CDC Guideline for Prescribing

Opioids for Chronic Pain—United

States, 201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2016 성인

만성

암성

13
Canada

guideline

The 2017 Canadian Guideline

for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

National pain center 캐나다 2017
성인,

노인

만성

비암성

14 ASCO

Management of Chronic Pain in

Survivors of Adult Cancers: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미국 2016 성인

만성

암성

15 NCCN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NCCN Guidelines)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 2017 성인
만성

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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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무지침의 내용요약표 (범위)

지침

범 위

P I P O H

통증환자

(소아,성인,노인)
통증간호

의료기관

간호사

통증완화, 삶의

질 향상,

통증간호의

표준화와

효율성향상

모든

의료기관

1. IOWA
○

(노인)

○

(급성)
　 ○ ○

2. IOWA
○

(노인)

○

(만성암성)
○ ○ ○

3. SIGN
○

(성인)

○

(만성비암성)
○ ○ ○

4. ASA
○

(성인)

○

(만성비암성)
○ ○ ○

5. ASA
○

(소아,성인,노인)

○

(급성)
○ ○ ○

6. ACOEM
○

(성인)

○

(암성)
○ 　 　

7. APS
○

(성인)

○

(급성)　
○ ○　 ○

8. SCCM
○

(소아, 성인)

○

(급성)
○ ○ ○　

9. NCEC
○

(성인)

○

(만성암성)

○

(완화의료인,

의사, 약사,

간호사)

○

○

(병원, 호스피스,

지역사회기관)

10. ESMO
○

(성인,노인)

○

(만성암성)
○ ○ ○

11. RNAO
○

(소아,성인,노인)

○

(전체)
○ ○ ○

12. CDC
○

(성인,노인)

○

(만성암성)
　 ○ 　

13. Canada

guideline

○

(성인,노인)

○

(만성비암성)
○

○

(통증완화)
　

14. ASCO
○

(성인)

○

(만성암성)
○ ○ 　

15. NCCN
○

(성인)

○

(만성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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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무지침의 내용요약표 (핵심질문)

핵심질문
실무지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통증간호

실무지침의

일반적 원칙

　

1. 통증실무지침

의 제정
　 　 　 ○ ○ 　 　 　 ○ ○ 　 　 ○

2. 통증실무지침에

대한 정책
　 　 　 　 ○ 　 ○ 　 　 ○ 　 　 　 　

3. 통증실무지침의

개정
　 　 　 　 ○ ○ 　 　 ○ ○ 　 　 　 　

4. 기타 　 　 　 　 ○ 　 　 　 　 ○ 　 　 　 　 　

2. 통증사정

의 일반적

원칙

　 ○ 　 ○ ○ ○ ○ ○ ○ ○ ○ ○ 　 ○ ○

3. 통증사정

1. 통증사정도구 ○ ○ 　 ○ 　 ○ ○ ○ ○ ○ 　 ○ ○

2. 통증사정간격 　 　 　 ○ ○ ○ ○ 　 　 ○ 　 ○ ○

3. 통증사정보고 ○ 　 　 　 　 　 　 　 　 ○ 　 　 　 　

4. 통증중재

의 일반적

원칙

　 ○ 　 ○ ○ ○ ○ ○ ○ 　 ○ ○ ○ ○ ○

5. 급성통증

의 약물중재

1. 약물중재의 조건

(사정점수등)
　 　 　 　 ○ ○ 　 ○ 　 ○ ○ ○ ○ ○ ○

2. 약물중재의 효과 　 　 　 　 ○ 　 　 　 　 ○ ○ ○ ○ ○

3. 약물중재의 방법

/투입경로/용량
○ 　 　 　 ○ ○ 　 ○ 　 ○ ○ ○ ○ ○

4. 약물중재의

부작용/주의점
○ 　 　 　 ○ ○ ○ 　 　 ○ ○ ○ 　 ○ 　

6. 만성

비암성통증

약물중재

1. 약물중재의 조건

(사정점수 등)
　 　 ○ ○ ○ ○ 　 　 　 ○ 　 　 ○

2. 약물중재의 효과 　 　 　 ○ 　 　 　 　 　 ○ 　 　 ○

3. 약물중재의 방법

/투입경로/용량
　 ○ ○ ○ ○ ○ 　 　 　 ○ 　 　 ○

4. 약물중재의

부작용/주의점
　 ○ ○ 　 ○ ○ 　 　 　 ○ 　 　 　

7. 만성암성

통증약물

중재

1. 약물중재의 조건

(사정점수등)
　 　 　 　 　 　 　 ○ ○ ○ ○ 　 　 ○

2. 약물중재의 효과 　 　 　 　 　 　 　 ○ ○ ○ ○ 　 　 ○

3. 약물중재의 방법

/투입경로/용량
　 　 　 　 　 　 　 ○ ○ ○ ○ 　 　 ○

4. 약물중재의 부작용

/주의점
　 　 　 　 　 　 　 ○ ○ ○ ○ 　 　 　

8. PCA 사용

1. PCA 적용대상 　 　 　 　 　 　 ○ 　 　 　 　 　

2. PCA 적용약물 　 　 　 　 ○ 　 　 　 　 　 　 　 　 ○

3. PCA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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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 실무지침의 질 평가

수용개작 대상이 되는 최종 실무지침 선정을 위하여 실무지침의 수를 줄이고, 높은 질의 지침을

선정하고자 실무지침에 대한 질평가를 실시하였다. 실무지침의 질 평가도구로 AGREE II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 Collaboration II)(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

2009) 도구를 사용하였다.

AGREE II 도구는 지침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6개 영역에서 23개 문항과 전반적 평가 2개 문

항으로구성되어 있다. 6개 영역은 영역 1. 범위와 목적 3문항, 영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 3문항, 영역

3. 개발의 엄격성 8문항, 영역 4. 명확성과 표현 3문항, 영역 5. 적용성 4문항, 영역 6. 편집 독립성

2문항 이다. 전반적 평가 2문항은 실무지침의 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 1문항, 실무현장에서 실무지침

의 사용에 대한 추천여부 1문항이다. 평가는 1-7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전혀 동의 안함’ 1점

에서 ‘매우 동의함’ 7점으로 평가한다.

각 실무지침은 최소한 2명 이상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기를 권장하며, 4명의 평가자가 평가할 경

우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영역별 표준화 점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4. PCA 적용시

주의점/부작용
○ 　 　 　 　 　 ○ 　 　 　 　 　 　

9. 비약물적

통증중재

1. 비약물적통증

중재 적용기준
　 　 　 ○ 　 ○ ○ ○ ○ ○ 　 　

2. 비약물적통증

중재 방법
○ ○ ○ 　 　 ○ 　 ○ ○ 　 　 ○ ○

3. 비약물적통증

중재효과
○ ○ ○ 　 　 　 　 　 ○ 　 　 ○ 　

4. 비약물적통증

중재 주의점/부작용
　 　 　 　 　 ○ 　 　 ○ 　 　 ○ 　

10. 보고와

기록

1. 보고-

내용. 시기. 방법
　 　 　 　 　 　 　 　 ○ 　 　

2. 기록-

내용. 시기. 방법
　 　 　 　 ○ 　 ○ 　 　 ○ 　 　 　

11. 교육

1. 간호사 대상 통증

간호교육
　 　 　 ○ 　 　 　 　 ○ 　 ○ 　

2. 환자 및 보호자

대상 통증관리교육
○ 　 　 　 ○ 　 　 　 　 ○ 　 　 ○ ○

○;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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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 II 평가결과에 따라지침을 선택또는배제하는 기준으로는 ‘개발의 엄격성’ 영역점수를활용

할 수 있는데 표준화 점수가 50%이상이거나, 질점수가 중앙값보다큰 점수를 받은실무지침을 수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낮아도 다른 지침에서 검토되지 않은 핵심질문의 존재, 지역 유사성 등이

있으면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 2009).

본 연구에서는 실무지침의 검색과정에서 선별된 15개 실무지침의 질을 3명의 연구자가 평가하였

다. 평가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이들 실무지침을 수용개작 대상 지침으로 선택할 것인

지에 대한 근거와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IOWA (2015)의 만성노인 대상 지침은 영역 3의 점수가 50 %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질문을

일부만 다루고 있어서 제외하였다. NCCN 지침은 영역 3의 점수는 50 % 이상이나 암성통증지침에

대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여 15개의 선별지침 중 2개의 지침을 제외한 13개의 지침이

지침의 질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표 10. AGREE 도구를 이용한 실무지침의 질평가 결과

평가

문항수

지침

영역별 표준화 점수 (%)

전반적

평가(권고자수)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영역6

범위와

목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

개발의

엄격성

명확성과

표현
적용성

편집

독립성

(3) (3) (8) (3) (4) (2)

1. IOWA

(2016)
74.1 48.1 55.6 90.7 55.6 33.3

권고(1),

수정권고(2)

2. IOWA

(2015)
72.2 50 46.5 72.2 48.6 30.6

수정권고(2),

비권고(1)

3. SIGN 92.6 96.3 95.8 100 70.8 97.2 권고(3)

4. ASA 75.9 77.8 70.8 88.9 50.0 47.2
권고(1),

수정권고(2)

5. ASA 81.5 85.2 75.7 81.5 54.2 83.3 수정권고(3)

6. ACOEM 74.1 48.1 72.2 79.6 29.2 52.8 권고(3)

7. APS 51.9 70.4 72.9 66.7 29.2 66.7
권고(2),

수정권고(1)

8. SCCM 74.1 74.1 63.9 79.6 48.6 83.3 권고(3)

9. NCEC 100 85.2 87.5 94.4 77.8 94.4 권고(3)

10. ESMO 29.6 53.7 54.2 90.7 27.8 30.6
권고(1),

수정권고(1),

* 표준화 점수 = 영역별 취득총점 - 영역별 가능한 최저점수 X 100 (%)
영역별 가능한 최고점수 - 영역별 가능한 최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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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는지침의 출판일이나 최종검색일을검토하여 이루어졌는데 13개 중 12개

의 지침은 2012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출판되어서 최신성을 확보하였으며, 미국 마취과학회에서 개

발한 Practice Guidelines for Chronic Pain Management는 2010년에 개발되었으나, 전문가단체에서

개발한지침으로 그후 만성통증관리지침에주요 참고자료로 제시되고 있어수용개작 지침으로 포함

하였다(표 8).

13 단계: 실무지침의 내용 평가

실무지침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핵심질문에 따라 13개 지침의 권고내용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다른 지침에서 나온 유사한 권고내용을 쉽게 비교하고, 강력한 근거를 가진권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였으며, 권고의 용어를 비교할 수 있고, 권고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실무

지침의 권고내용 비교표의 일부는 <표 11>과 같다.

비권고(1)

11. RNAO 94.4 92.6 92.4 98.1 73.6 83.3 권고(3)

12. CDC 100 100 92.4 94.4 70.8 97.2 권고(3)

13. Canada

guideline
100 100 97.9 92.6 75.0 100 권고(3)

14. ASCO 88.9 83.3 82.6 90.7 65.3 91.7 권고(3)

15. NCCN 72.2 90.7 68.8 79.6 34.7 100
권고(1),

수정권고(2)

표 11. 권고내용 비교표(일부)

* 핵심질문 : 4-1.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5-1. 만성암성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4-1.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6. ACOEM 7. APS 8. SCCM 11. RNAO

They also may be

indicated at the initial

visit for a brief course for

anticipated pain

accompanying severe

injuries (ie, failure of other

treatment is not

mandatory). Opioids for

treatment of acute,

Clinicians offer

multimodal analgesia, or

the use of a variety of

analgesic medications and

techniques combined with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the

treatment of

postoperative pain in

We recommend using an

interdisciplinary ICU team

approach that includes

provide reducation,

preprinted and/or

computerized protocols

and order forms, and

quality ICU rounds

checklist facilitate the use

Implement the pain

management plan

using principles that

maximize efficacy and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including:

-Multimodal analges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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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pain (eg, crush

injuries, large burns,

severe fractures,

injury with significant

tissue damage)

uncontrolled by other

agents and/or with

functional deficits

caused by pain.

children and adults.

of pain, agitation, and

delirium management

guidelines or protocols in

adult ICUs.

-Changing of opioids

(doseorroutes) when

necessary;

-Preven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dverse effect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opioid

analgesics; and Preven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opioid risk.

A Schedule IV opioid

may be indicated if there

is true allergy to NSAIDs

and acetaminophen, other

contraindication to an

alternative medication,

or insufficient pain relief

with an alternative.

Clinicians avoid using the

intramuscular route for

the administration of

analgesics for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

Evaluate any

non-pharmacologic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effectiveness and the

potential for interactions

with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Recommend to taper

off opioid use in 1 to

2 week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be used

for postoperative systemic

analgesia when the

parenteral route is needed

Teach the person,

their family and

caregivers about the

pain management

strategies in their plan of

care and address known

concerns and misbeliefs.

Initial screening of

patients with more

detailed screening for

(i) requiring continuation

of opioids beyond 2

weeks for those with an

acute severe injury and

(ii) at consideration of

initiation for severe pain

but no objective evidence.

5-1. 만성암성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9. NCEO 10. ESMO 14. ASCO

Cancer pain management should Analgesic for chronic pain should be Recommendation 2.11. Cli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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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계: 실무지침의 근거 평가

실무지침의 근거평가는 실무지침에서 근거의 검색전략과 선택과정을 평가하였다. 근거의 검색전

략은 SIGN, ACOEM, SCCM, NCEO, ESMO, RNAO, CDC, Canada, ASCO 지침에서는 근거검색전

략과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서술하였으나, IOWA, ASA, APS의 지침에서는 검색전략이 제시되지 않

았다. 그러나 수용개작에 포함된 15개의 지침 모두 지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근거의 평가와 권고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15 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수용성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용성은 권고를 실제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무지침의 권고안이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성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지침들은 소아, 성인, 노인, 무의식,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의 급성통

증과 만성통증인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 간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존의 통증실무지침과 비교를

통하여 권고가 수용할만하고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address the physical, psychosocial

and emotional domains of patient

care. Addressing the physical

aspects of cancer pain alone is

insufficient.

prescribed on a regular basis and

not on an ‘as required’ schedule [V,

D]

should assess risks of adverse

effects of opioids used for pain

management. Table 7 lists

opioid-related long-term adverse

effects.

Cancer patients should have their

pain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Cancer Pain Relief guidance.

The oral route of administration of

analgesic drugs should be

advocated as the first choice [IV, C].

Recommendation 2.8. Clinicians

should assess the risks of adverse

effects of pharmacologic therapies,

including nonopioids, adjuvant

analgesics, and other agents used for

pain management.

　

Rescue dose of medications (as

required or prn) other than the

regular basal therapy must be

prescribed for BTP episodes [V, D].

　

The analgesic treatment should

start with drugs indicated by the

WHO analgesic ladder appropriate

for the severity of pain [II, B].

Recommendation 3.1. Clinicians

should assess the potential risks and

benefits when initiating treatment

that will incorporate long-term use of

opi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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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계: 평가의 검토

11단계-15단계에 시행된 실무지침의 질평가, 근거평가, 내용평가와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를 통하

여 15개의 지침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13개의 지침을

수용개작의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OWA (2015)의 노인만성통증간호지침은 개발의 엄격성에서

낮은 점수와 만성통증관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외하였으며, NCCN 지침은 암통증관리에서

다른 지침과 중복되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출간된실무지침을 가지고 수용개작을 하는 것은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

고 있는 방법론이므로 13개 지침의 개발단체에 개별적인 승인을 얻는 절차는 갖지 않고 수용개작을

진행하였다.

17 단계: 권고의 선택과 수정

수용개작 대상 지침에서 권고안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방법은 개발 계획단계에

서는 공식적인 합의방법인 명목집단방법(nominal group technique)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명목집

단방법에서 적용하고있는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실무위원의 토의를거쳐 의견을 수렴하여전원 합의

를 도출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합의도출방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권고의 선택과수정은 핵심질문에 대한 13개 지침의 권고내용을비교하여권고내용이일관된 권고

안을 선택하였고, 일관되지 않은 경우 타당성이 더 높은 권고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 단계: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 작성

본 수용개작 실무지침의 초안 작성을 위해 핵심질문을 실무위원에게 나누어 분배하고, 실무위원은

담당한 핵심질문에 대한 실무지침 초안(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실무지침 초안은 핵심질문, 권고안 초

안(각 지침의 권고안), 근거수준, 권고등급, 권고 내용비교표를 통해 분석된 13개 지침의 권고안 일치

여부를 <표 12>의 형태로 작성하였다. 이후 13개 실무지침의권고안이 일치되는점과논의가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논의가 필요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전원 합의를 하여 권고안

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 수용개작 대상 지침 중 가장 최근의 지침이 2017년까지의 문헌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권고안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4개 지침의 권고안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가장 타당한 권고안을 결정

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연구(RCT), 체계적 고찰 논문을 PubMed, CINAHL을 통해 검색하여 권고안

에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개작 대상 실무지침이 모두 국외에서 발간된 실무지침이므로 권고안에 국

내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통증간호와 관련된 국내 연구결과를 검색하였으며, 본 핵심질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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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권고안 작성과 권고안의 배경 작성에 반영하였다. 권고안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은 4차례 회의에 걸쳐 이루어졌다.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평가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을 작성 후 본 연구에서는 권고안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에는 권고안에 대한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

하는 지침이제시되어 있지않아 김수영(2012)의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에서 제시한 수용개작에서의

등급 방법론(grading methodology)에 따라 각 권고안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수용개작을 위해채택한지침들은각각 다른 등급체계를 사용하여근거

수준과 권고등급을 설정하고 있어 하나의 등급체계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등급체계를 선

정한 후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한 지침의 등급체계를 선정된 등급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IDSA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가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 2009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Mermel 등, 2009)에서 사용한 등급체계가 크게는 연구

설계 및 근거의 질에 기반을 두고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의학 분야의 실무지침에

표 12. 실무지침초안 및 권고안 도출 (일부 예)

* 핵심질문: 2.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은?

IOWA SIGN ASA SCCM ESMO RNAO CDC ASCO 권고안 도출

통증

사정 시

통증의

강도는

주기적

으로

사정

하고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재사정

한다

통증사정

및 결과

평가는

정기적

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수술 전

환자

통증

사정은

(통증력,

신체

검진을

포함

하고)

수술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통증은

정기적

으로

모니터

한다

통증의

강도와

치료

결과는

주기적

으로

사정

한다

통증

사정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사정

하며

사정

시기는

입원시

방문시,

의학적

상태

변화 후

및

처치전,

중, 후가

포함

된다

만성

통증에

대한

마약제는

사용 후

1-4주

안에

약물에

대한

반응

(이익과

위해

정도)과

투여

용량을

평가해야

한다

통증

여부를

항상

(매번

환자를

만날 때

마다)

확인

한다

7.통증사정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수행하며,

사정 시기는

입원 시, 외래

진료시, 통증

및 의학적

상태변화시,

시술전, 중, 후

가 포함된다

8. 통증 강도

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통증관리결과

를 주기적으로

재사정한다



- 23 -

사용되고 있는 주요 등급체계이며, 본 연구에서 선택한 지침들의 등급 전환과정이 비교적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도 IDSA 등급체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표 13).

등급 전환 시 기본 절차는 먼저 각 지침의 근거수준을 IDSA 등급체계에 맞는 근거수준으로 전환

한 후 근거수준과 근거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IDSA 등급체계내에서 권고등급을 결정하는 순서를 밟

았다. 구체적으로는 본 수용개작 과정에서 이들 지침으로부터 권고안을 선택 후 이들 지침의 등급을

IDSA 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각 지침의 기존 등급체계가 IDSA 등급체계와 matching되는지

를 검토하여 확실하게 matching되는 것은 그대로 등급을 전환시켰다. 하지만 등급 체계 간에

matching이 불분명하거나 등급체계가 제시되지 않은 권고안은 해당 권고안을 지지하는 참고문헌을

검색한 후 참고문헌의 연구설계와 질을 평가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전환하였

다. 만일 근거수준이나 권고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권고문을 제시한 근거가 되는 연구를 찾아

서 연구설계를 확인하여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제시하였다. 지침별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IDSA

변환 적용은 <부록1-6>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적으로 GRADE 방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본 연구의 지침 중에서도

GRADE 등급체계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GRADE 등급체계를 따른 지침

은 IDSA 등급체계로 변환하지 않고 GRADE 등급체계로 제시하였다(부록1-7). GRADE 권고안 등급

결정과정은크게두단계의과정으로구분될수있는데, 1단계는 각 임상질문별로근거의질을결정

하고, 2단계는 근거의 질과 함께 다른 요인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1단계의

근거의 질은 연구설계에 따라 무작위연구는 High, 관찰연구는 Low로 시작 시 설정하고 비뚤림위험,

비일관성, 비적정성, 비정밀성, 출판비뚤림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낮추고, 효과크기, 양반응관계, 교란

변수에 따라 단계를 높여 근거의 질을 High 또는 A, Moderate 또는 B, Low 또는 C, very low 또는

D로 구분한다. High 또는 A는 다른연구가 효과추정에대한 신뢰를바꾸는경우가 거의 없는수준이

고, Moderate 또는 B는 다른 연구가 효과추정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정값

이 변할 수 있다. Low 또는 C는 다른 연구가 효과추정에 대한 신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정값이 변할 수 있고. very low 또는 D는 추정값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이다.

권고등급은바람직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균형, 근거의 질, 대상자의 가치와 선호도, 비용

을 검토한다. 각 요인에 따라서 권고안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들 영향에 따라

권고안의 강도가 달라지며, 권고안은 •특정 중재 사용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strong for), •특정 중

재 사용에 대한 약한 권고안(weak for), •특정 중재 사용을 반대하는 강력한 권고안(Strong

against), •특정 중재 사용을 반대하는 약한 권고안(weak against)로 구분한다(Kim, et al., 2015)(표

14). 본 연구의 지침 중 GRADE 방법론에의하여권고안을제시한지침은 APS, SCCM, ASCO,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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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anadian Guideline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GRADE 등급체계에 따른 지침으로부터 수용개작된

권고문은 GRADE 등급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은 IDSA의 등급체계로 전환하였고, 4개

의 지침은 GRADE의 등급체계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Adapted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 2009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Mermel 등, 2009)

IDSA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to Advise the Public Health Servi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표 13. 통증간호실무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1 (IDSA)

근거수준

(Level of

Evidence

정 의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1 proper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I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무작위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기관 연

구 선호),

다수의 시계열 연구,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대조연구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1 well-designed clinical trial, without randomization; from cohort

or case-controlled analytic studies (preferably from >1 center); from multiple

time-series; or from dramatic results from uncontrolled experiments

III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서술적 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opinions of respected authorit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descriptive studies, 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s or clinical/professional book
권고등급

(Strength of

recommendation)

정 의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Good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Poor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표 14. 통증간호실무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2 (GRADE)

근거의 질

(Quality of

Evidence

정 의

높음(High)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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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hünemann, H., Brożek, J., Guyatt, G. Oxman, A., (2013). GRADE Handbook, retrieved 8.26. 2018

from http://gdt.guidelinedevelopment.org/app/handbook/handbook.html#h.svwngs6pm0f2

김수영 등, 2015,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ver. 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We are very confident that the true effect lies close to that of the estimate of the

effect.

중간(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 중등도로 할 수 있다.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We are moderately confident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close to the estimate of the effect,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is substantially

different

낮음(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Our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is limited: The true effect may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the effect..

매우 낮음

(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 실제 효과는 효과의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We have very little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effect.
권고등급

(Strength of

recommendation)

정 의

Strong for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근

거의 질이 높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적을수록 강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undesirable effects.

Weak for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

황(근거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약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un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ble

uncertainty exists.

Weak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

황(근거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하지 않도록 약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desirable effects.

Strong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근

거의 질이 높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ble

uncertainty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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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계: 1차 외부검토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에 대한 외부검토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을 이

용하였다. 일반간호사에게는 권고안의 이해정도 평가를 의뢰하였고, 전문가에게는 권고안의 적절성

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1) 일반간호사 평가

일반간호사평가는실무지침초안의권고안에기술된용어 및내용에대한 일반간호사의 이해정도

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부록 1-4). 대상병원은 본 개발그룹이소속된 서울, 경기, 경남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간호사 각 2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여자였고, 학력은 4년제 간호대학 졸업 4명(40.0 %), 석사 과정중이거나 졸업 6명

(60.0%) 이었다. 총 근무경력은 평균 121.80±37.25개월이었고, 현부서 경력은 평균 89.80±39.95개월이

었다. 근무병동은 혈액종양내과 6명(60.0 %), 일반외과 2명(20.0 %), 정형외과 1명(10.0%), 마취과 1

명(10.0%)이었다(표 15).

설문지는실무지침초안의 332개 권고안을 1, 2로나누어 각각 5명의 간호사로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으며각각에대해권고안의내용 또는 용어에대한 이해정도를 3개 범주인 ‘이해가 어렵다’, ‘보통

이다’, ‘이해가 쉽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가 어렵다’고 평가한 경우는그 이유와 수정의견을

비고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의 일부를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 이해가 어렵다고 답한 간호사의 비율이 40 %(2명)

이상인 경우를 수정이 필요한 권고안으로 선정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권고안은 없었

다. 다만 비고란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표 15. 이해도 평가 간호사 일반적 특성 (N=10)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근무지　
　

마취과 1 10.0

정형외과 1 10.0

일반외과 2 20.0

혈액종양내과 6 60.0

최종학력
　

4년제 대학 4 40.0

석사과정 이상 6 60.0

현 직위
　
　

전문간호사 1 10.0

일반간호사 7 70.0

책임간호사 2 20.0

근무병원　
경상대병원 2 20.0

분당서울대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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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2 20.0

서울아산 2 20.0

신촌세브란스 2 20.0

현부서경력(months) 89.80±39.95 50～168

근무경력(months) 121.80±37.25 58～168

표 16. 일반간호사의 이해도 평가 결과 (일부)

권고안

이해정도
수정이

필요한

권고안

어려움

(1-3점)

보통

(4-6점)

쉬움

(7-9점)
n % n % n %

I. 통증실무의 일반적 원칙은?

1. 의료기관은 통증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과 절차

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

-환자 결과 감시

-통증간호활동 기록과 감시

-통증관리 결과에 대한 기관의 감시

-급성통증관리 서비스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전문의사의 배치

　 　 2 40 3 60

2. 의료기관에서는 효과적인 통증 사정과 관리를 위하여 통증관

리모델을 수립한다. 통증관리모델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20 3 60

2-1. 통증사정과 관리를 임상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5 100

2-2. 통증 사정과 관리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이 통증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5 100

2-3. 의료인은 환자 및 가족과 협력하여 개별적인 통증사정 및

관리를 수행한다.
　 5 100

2-4. 의료인은 통증완화의 이득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통증 관리

계획을 적용한다.
　 5 100

2-5. 의료인은 통증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약물적 접근과 비약물

적 접근을 사용한다.
　 5 100

2-6. 통증사정과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 40 3 60

2-7. 통증사정과 관리를 위하여 의료인간의 협력을 지지할 수 있

는 체계를 포함한다.
　 2 40 3 60

3.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서에 통증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포

함한다.
　 5 100

4. 간호사는 통증간호실무지침에 따라 간호한다. 　 1 20 4 80
5. 통증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1 20 4 80

6. 통증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가능 해야

한다.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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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는 실무지침 초안의 권고안에 대해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전문가가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 대상자는 통증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의학과 간호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개발그룹이 소속된

서울, 경기, 경남지역 5개 상급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정형외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와 마취

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경력 5년 이상의 수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로 총

24명이었다. 대상자의 전문분야는 전문의 경우 마취과 4명(33.3%), 혈액종양내과 4명(33.3%), 정형외

과 2명(16.7%), 류마티스내과 2명(16.7%) 이었으며, 전문간호사의 경우 마취과 3명(25.0%), 혈액종양

내과 5명(41.7%), 정형외과 3명(25.0%), 일반외과 1명(8.3%) 이었다. 교육수준은 석사가 14명, 박사가

10명이었고, 근무경력은 전문의의 경우 평균 131.58±70.56개월, 전문간호사의 경우 평균 230.67±76.54

개월이었다(표 17).

설문지는 실무지침 초안의 332개 권고안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지각하는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RAND Corporation이 전문가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RAM

(RAND/UCLA Appropriateness Method)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1-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

다(Choi, 2010). 권고안의 적절성은 대상자의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권고의 적정성을 평가하

2-4. 노인의 초기 빠른 통증사정은 ? 　 　

29. 노인환자가 중등도-심한 급성통증이 있거나 통증, 의식수준

변화, 활력증상 변화를 포함하는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보이는 경

우 초기에 빠른 통증사정을 시행한다.

　 1 20 4 80

30. 노인에게서 통증에 대한 자가보고 자료를 수집한다. 　 5 100

31. 노인이 의식수준저하, 인지장애로 인해 통증을 자가보고 할

수 없으면 비언어적 통증단서(얼굴 찡그림, 신음소리 등)로 통증

을 사정한다.

　 5 100

32. 노인에게 통증부위 사정을 위하여 통증 지도나 그림에 표기

를 하거나 통증부위를 가리키도록 요청한다.
　 5 100

33. 노인이 통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조사해서

통증사정 시 이들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 100

34. 노인의 선호와 인지/기능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타당성이 있

는 통증도구(예: Numeric Rating Scales [NRS], Verbal

Descriptor Scale [VDS], Faces Pain Scale [FPS-R])를 선택하여

통증강도를 사정하고, 이후 같은 도구로 일관되게 사정한다.

　 5 100

35.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인에게는 문화적 민감성이 고려된

통증도구를 사용한다.
1 20 1 20 3 60

36. 통증도구 사용 시 노인의 감각장애(예: 시력, 청력 등)를 보충

해줄 수 있는 방법(예: 돋보기, 보청기)을 적용한다.
　 5 100



- 29 -

도록 한 것이며, 점수의 의미는 1점 ‘매우 부적절하다’, 5점 ‘중립이다’, 9점 ‘매우 적절하다’ 이고, 권고

안의 적절성을 낮게 평가한 경우 그 이유와 수정의견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의 적용가능성은

대상자가 근무하는 임상현장에서 해당권고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점수의 의미는 1

점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5점 ‘중립이다’, 9점 ‘적용가능성이 매우높다’이며, 권고안의 적용가능성

을 낮게 평가한 경우 그 이유와 수정의견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성 분류는 RAM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부적정한

(inappropriate), 불확실한(uncertain), 적정한(appropriate)으로 분류하였는데 분류기준은 <표 18>과

같다. 이 분류기준에서 부적정은 불일치 없이 패널의 중앙값이 1-3사이, 적정은 불일치 없이 패널의

중앙값이 7-9사이이고, 불확실은 불일치이거나 패널의 중앙값이 4-6인 경우이다. 이때 불일치의 판

단기준을 보면 적정성을 평가하는 패널 규모가 8-10명인 경우 양 극단의 빈도(1-3 and 7-9)가 ≧3인

경우이며(Choi, 2010), 본 조사에서는 권고안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통증간호의 일반적 원칙, 통증

사정, 급성통증, 기록과 교육에 대한 권고안, 만성암성통증중재에 대한 권고안, 만성비암성통증중재

및 비약물적 중재 권고안을 각각 8명의 전문가가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불

일치는 점수가 1-3인 경우와 7-9인 경우가 모두 3명 이상인 경우 불일치로 판단하였다.

각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1～3, 4～6, 7～9점의 빈도분포 결과와 권고안의 적정성

분류 결과의 일부는 표 19와 같다. 적절성 결과를 보면 332개 권고안 중, 적절성에서 부적정은 3개,

불확실은 17개 이었으며, 적용가능성은 부적정은 6개, 불확실은 42개였다. 적용가능성에서 불확실하

다고 응답한 권고안은 의료보험의 수가적용이 제한적인 일부의 진통제들에 대한 권고문과 침술, 마

사지, 심상요법 등의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부재와 의료보험의 적용가능성에서

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표 19). 또한 전문가들은 권고안의 적절성 또는 적용가능성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권고안을 세련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수정의견들을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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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적절성, 적용가능성 평가 1차 전문가 일반적 특성 (N=24)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직종
전문의 12 50.0

간호사 12 50.0

근무병원

전문의
(n=12)

경상대병원 2 16.7

분당서울대 3 25.0

삼성서울 2 16.7

서울아산 3 25.0

신촌세브란스 2 16.7

간호사
(n=12)

경상대병원 2 16.7

분당서울대 3 25.0
삼성서울 2 16.7
서울아산 3 25.0
신촌세브란스 2 16.7

근무부서
　

전문의

마취과 4 33.3

혈액종양내과 4 33.3
정형외과 2 16.7
류마티스내과 2 16.7

간호사

마취과 3 25.0
혈액종양내과 5 41.7
정형외과 3 25.0
일반외과 1 8.3

성별
　

남자 7 29.2

여자 17 70.8

학력　
석사 14 58.3

박사 10 41.7

근무경력
(months)

전문의 131.58±70.56 84～324

간호사 230.67±76.54 111～324

현부서경력
(months) 간호사(n=12) 144.92±83.85 30～312

표 18. 각 항목의 적정성 분류 기준

부적정(Inappropriate, IA) 불일치 없이 패널의 중앙값이 1～3사이

불확실(Uncertain, U) 불일치(1～3 and 7～9 ≥3)이거나 패널의 중앙값이 4～6사이

적정(Appropriate, A) 불일치 없이 패널의 중앙값이 7～9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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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 평가(일부)

권고안
적절성 적용가능성

1-3 4-6 7-9 평가 1-3 4-6 7-9 평가

5-2.만성암성통증의 약물중재의 종류와

방법은?

161. 경증～중등도의 통증 치료 시 약한 마약성 진통제

(codeine, tramadol, dihydrocodeine)를 사용할 수 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Tramadol 또는 Tapentadol.보다 Codeine 단독으로 혹은

Acetaminophen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1 3 4 A 1 4 3 A

162. 중등도~심한 암성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에게 경구

용 Morphine, Hydromorphone과 Oxycodone을 1차 치료

제로 사용할 수 있다.

1 7 A 1 7 A

163. 중등도~심한 암성 통증 치료에 methadone이 사용

될 수 있다.
3 5 A 5 3 IA

164. 마약성 진통제는 가능하다면 경구로 투여한다. 경구

용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 피하, 정맥 내,

점막, 경피, 국소 및 척수 등으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1 7 A 2 6 A

165.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의 적정 투여량은 속효성 제

제나 서방형 제제를 안전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사용

하면서 조절한다.

8 A 1 7 A

166. 암성통증에서는 국소(topical) 마약성 진통제의 사

용을 고려할 수 있다.
3 3 2 U 4 2 2 IA

167. 암성 통증 조절 시 통증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진

통제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약제별 투여 경

로와 용량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의 상대 효능 비율은 환

자 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7 A 3 5 A

168. 패치형 진통제는 통증이 안정된 환자에게 사용한다.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용량의 경구용,

비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 패치를 이용한 치

료를 시작해야 하며, 돌발성 통증을 위한 약물도 처방해

야 한다.

8 A 2 6 A

169. Fentanyl과 Buprenorphine 같은 패치형 마약성 진

통제는 일부 암 환자에게 사용 할 수 있다.
1 7 A 1 2 5 A

170.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의 적정 투여량은 속효성 제제

나 서방형 제제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

면서 조절한다.

8 A 1 7 A

171. 조절이 되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 통증 조절을 위

해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한다.
2 6 A 3 5 A

172.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간의 진통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는 환자 선호도

와 순응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6 A 2 1 5 A

173. 통증이나 부작용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마약성 2 6 A 2 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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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ropriate; U: uncertain. IA: inappropriate

20 단계: 최종 권고안 확정

본 개발그룹은 외부검토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권고안 판단과 다양한 수정의견들을 종합하여 권고

안을수정 또는 삭제하고, 또한권고안을최종정리하는과정에서일부권고안을합하여최종 권고안

을 236개로 확정하였다. 이후 이들 236개 권고안에 대한 배경(background)을 작성하고 토의를 거쳐

배경내용을 확정하였다. 최종 권고안 확정과 배경작성 과정은 3차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1 단계: 2차 외부검토와 관련단체의 승인 요청

관련단체에게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최종 실무지침을 1차 외부검토를 해준 전문가 중 6명 전문

진통제의 전환(rotation)을 시행한다. 마약성 진통제 전

환은 적절한 임상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한다.
174. 정기적으로 투여되는 서방형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은 돌발성 통증에 대해 투여한 Morphine의 총량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1 7 A 2 6 A

175. 마약성 진통제는 매 4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투여되

는 서방형 Morphine의 양과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구

출 용량(rescue dose-최대 매 1시간마다 투여 가능)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적정 투여량을 결정한다.

1 1 6 A 1 2 5 A

국소약물제제(Topical medications)

258. Topical NSAIDs

국소 NSAIDs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만성 통증 환

자, 특히 경구 NSAIDs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A]

1 2 5 A 2 1 5 A

259. Topical capsaicin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약리요법이 효

과적이지 않거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국소 캡사이

신 (topical capsaicin) 패치(8%)를 고려한다.

3 2 3 U 3 2 3 U

260. Topical lidocaine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치료에서 1차 약물요

법이 효과가 없다면 국소 리도카인(topical

lidocaine)을 고려한다.

2 3 3 U 2 3 3 U

261. Topical rubefacients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통증 치료에서 다른 약물요법이

효과가 없다면 국소용 발적제(topical rubefacients)를 고

려해야 한다.

5 2 IA 5 2 IA

262. Combination therapies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병용 치료법을 고

려해야 한다.

1 1 6 A 1 1 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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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2차 외부검토를 받았다. 전문가는 마취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교수 3명, 마취과 및

혈액종양내과 간호사 3명이었다(표 20). 236개 권고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권고안(6개)이 있어

이에 대해 배경문을 다시 확인하고 본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5개의 권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하고 병합하였고, 1개 문항(202번. 국소 캡사이신 도포제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선택 약제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은 삭제하여 최종 확정된

권고안은 234개이었다.

수용개작된 통증간호실무지침의 공식적 승인 기구는 기획단계에서는 병원간호사회로 잠정 결정하

였으나, 수용개작 완료 후 병원간호사회와 의논하여 관련단체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22 단계: 관련 문서와 참고문헌 정리

통증간호실무지침에 관련된 문서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수용개작에 사용된 모든 문헌을 참고문헌

으로 정리하였다. 포함된 참고문헌을 보면 먼저 본 연구는 실무지침의 수용개작 연구이므로 수용개

작 대상이 된 13개 지침을 참고문헌에 제시하였고, 이들 13개 지침이 지침 개발을 위해 사용한 참고

문헌들은 개발그룹이 본 수용개작을 위해 직접 검토한 문헌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수

표 20. 적절성, 적용가능성 2차 전문가 일반적 특성 (N=6)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직종
전문의 3 50.0

간호사 3 50.0

근무병원

전문의

(n=3)

경상대병원 1 33.3

분당서울대 1 33.3

서울아산 1 33.3

간호사

(n=3)

삼성서울 1 33.3

서울아산 1 33.3

신촌세브란스 1 33.3

근무부서

　

전문의

마취과 1 33.3

혈액종양내과 1 33.3

류마티스내과 1 33.3

간호사
마취과 1 33.3

혈액종양내과 2 66.7

성별

　

남자 1 16.7

여자 5 83.3

학력　
석사 3 50.0

박사 3 50.0

근무경력

(months)

전문의 130.67±67.45 84～208

간호사 259.00±79.64 16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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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개작의 권고안과 권고안의 배경진술을 위해 개발그룹이 추가로 검토한 국내외 문헌을 참고문헌으

로 제시하였다.

23 단계: 실무지침 개정계획

통증간호실무지침의 개정은 실무지침의 일반적인 개정 주기인 3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통증분야에 새로운 주요 근거(체계적 고찰, 무작위 대조연구, 개정된 지

침 등)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개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추후 실무지침의 개정주체와 절차는 병원

간호사회에서 결정한다.

24 단계: 최종 실무지침 작성

개발그룹은 최종실무지침을 작성하고, 출판은 본 수용개작에 대한 용역을 준 병원간호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III. 연구 결과

1. 통증간호실무지침 권고안

본 연구에서 통증간호실무지침은 9개 영역, 234개 권고안, 253개 권고항, 274개 근거수준과 권고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권고항 수를 보면 일반적 지침 13개, 통증사정 51개, 통증중재 14개,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66개, 만성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41개,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35

개, 통증중재의 비약물적 방법 21개, 통증간호의 기록 2개, 통증간호교육 10개의 권고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들 권고항 요약은 <표 21>과 같으며, 권고안과 권고항의 배경을 함께 진술한 권고안 전문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부록 2).

253개 권고항 중 일부 권고항에는 몇 개의 하위 권고항이 포함되어 있고 하위 권고항 별로 근거와

권고 등급이 평가되어 있어 근거와 권고 등급이 제시된 권고안 수는 274개에 해당된다. 이들 권고항

에 대해 근거수준을 보면 I 수준이 48개(19.7 %), II 수준이 68개(28.0%), III 수준이 127개(52.3%)이었

다. 권고등급은 A 등급이 47개(19.3%), B 등급이 68개(28.0%), C 등급이 128개(52.7%) 이었으며

GRADE에 따른 등급에서의 근거의 질은 Moderate는 14개(45.2%), Low는 14개(45.2%), Very Low

는 3개(9.6%)이고, 권고등급은 Strong 24개(77.4%), Weak 7개(22.6%)에 해당하였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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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통증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권고안
권고안 근거와

권고등급

수 % 수 %

1. 통증간호실무의 일반적 원칙은? 13 5.14 14 5.11

2. 통증사정 　

2-1.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은? 11 4.35 11 4.01

2-2. 성인통증사정은? 7 2.77 7 2.55

2-3. 소아통증사정은? 4 1.58 4 1.46

2-4. 노인의 초기 빠른 통증사정은? 10 3.95 10 3.65

2-5. 노인의 포괄적 통증사정은? 12 4.74 15 5.47

2-6. 의사소통장애,인지장애,무의식환자의 통증사정은? 7 2.77 10 3.65

계 51 20.16 57 20.80

3. 통증중재 　

3-1.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12 4.74 12 4.38

3-2. 진통제선정의 일반적 원칙은? 2 0.79 2 0.73

계 14 5.53 14 5.11

4.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4-1. 급성통증의 약물적중재의 일반적원칙과 방법은? 3 1.19 7 2.55

4-2. 급성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는? 15 5.93 15 5.47

4-3. 급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은? 8 3.16 10 3.65

4-4. 급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의 중지는? 1 0.40 4 1.46

4-5. 급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의 부작용관리 4 1.58 4 1.46

4-5-1.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관리: 오심, 구토 4 1.58 4 1.46

4-5-2.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관리: 변비/장폐색 2 0.79 2 0.73

4-5-3.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관리: 섬망 5 1.98 5 1.82

4-5-4.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관리: 호흡억제 및 진정 5 1.98 5 1.82

4-5-5.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관리: 소변정체와 가려움증 4 1.58 4 1.46

4-6. 급성통증을 위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은? 13 5.14 13 4.74

4-7. 급성통증을 위한 보조약물의 종류와 주의점은? 2 0.79 2 0.73

계 66 26.09 75 27.37

5. 만성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5-1. 만성암성통증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9 3.56 9 3.28

5-2. 만성암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9 3.56 9 3.28

5-3. 만성암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의부작용, 주의점은? 11 4.35 11 4.01

5-4.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약물의종류와 중재방법은? 3 1.19 3 1.09

5-5.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1 0.40 1 0.36

5-6. 만성암성통증의 보조약물(진정제 등)의 종류와 방법은? 4 1.58 4 1.46

5-7. 만성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2 0.79 2 0.73

5-8. 만성암성통증의 비약물적 중재는? 2 0.79 2 0.73

계 41 16.21 41 14.96

6.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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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통증간호실무지침에서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분포

체계 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IDSA
근거수준

I 48 19.7

II 68 28.0

III 127 52.3

권고등급

A 47 19.3

B 68 28.0

C 128 52.7

GRADE

근거의 질

High 0 0

Moderate 14 45.2

Low 14 45.2

Very low 3 9.6

권고등급
Strong 24 77.4

Weak 7 22.6

IDSA ;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6-1.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7 2.77 7 2.55

6-2. 만성비암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 종류, 중재 방법은? 11 4.35 11 4.01

6-3. 만성비암성통증의 마약성진통제의 부작용, 주의점은? 4 1.58 4 1.46

6-4.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1 0.40 1 0.36

6-5.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1 0.40 1 0.36

6-6. 만성비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종류와 중재 방법은? 10 3.95 10 3.65

6-7. 만성비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1 0.40 1 0.36

계 35 13.83 35 12.77

7. 통증중재의 비약물적 방법 　

7-1.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6 2.37 6 2.19

7-2.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종류는? 14 5.53 14 5.11

7-3. 기타 시술은? 1 0.40 4 1.46

계 21 8.30 24 8.76

8. 통증간호의 기록 2 0.79 2 0.73

9. 통증간호교육 　

9-1. 통증간호를 위한 간호사 교육은? 2 0.79 2 0.73

9-2. 통증간호를 위한 환자/보호자의 교육은? 8 3.16 10 3.65

계 10 3.95 12 4.38

총계 253 100 2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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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간호문제 중 통증은 제 5번째 활력징후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 발생에 동반되고 임상에

서의 치료과정이나 검사과정에 의해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Brekken & Sheets, 2008).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Gu, et al., 2011)에서도 통증관리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고, 내과, 외과, 모아 그리고 중환자간호 모두에서 골고루 높은 간호

실무지침 개발 요구를 가진 간호문제였다. 특히 통증관리는 간호 질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암

환자, 수술환자, 노인환자, 만성통증환자, 소아환자의 통증사정 및 중재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기반간

호실무지침의개발이 요구되었다. 암성통증 간호에대한 간호사들의지식은 50～70점 수준이었고(Jo,

2010; Song, 2000; Won, 2012) 지침을 사용한 경우 응급 암환자의 통증이 줄어들며(Won, 2012), 간호

사의 지식과 수행 및 자신감이 증가하였으며(Jo, 2012; Kim, Song & So, 2016), 치매환자의 통증간호

를 위하여 실무지침을 사용하였을 때도 치매환자의 통증간호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여(Ryu, 2018),

통증간호를 위한 실무지침이 통증간호실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2010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제시한 통증 간호실무지침서는 통증의 전반에 대한 이론, 사정, 관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급성통증, 암성통증과 같이 통증특성에 따른 적절한 통증중재에 대한 지침을 제시

하는데 제한적이고, 보건복지부의 암성 통증관리 권고안 6판(2017)은 암성 통증관리를 위한 권고안

으로 소아, 성인, 노인,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등 대상자의 특성과 급성통증, 암성통증, 만성비암성통증

의 통증 특성에 따른 통증중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여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특성과 통

증 특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근거기반 통증간호실무지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통증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병원간호사회를 중심으

로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을 위한 간호분야 수용개작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증간호실무지침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된 지침은 개발의 엄격성을 유지한 13개의 지침으로 노인통증

간호를 위한 IOWA대학의 통증지침(Arnstein & Herr, 2015), 암환자를 위한 통증지침들(ASCO,

2016; ESMO, 2012; 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NECO, 2015) 등과 급성통증관리지

침과(Barr, et al., 2013; Chou, et al., 2016), 만성비암성통증(ASA, 2010; Canadian guideline, 2017;

CDC, 2016)등과 통증 관리 전반에 대한 권고를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포괄적인 통증간호실무지침

으로 개발되어, 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대상자의특성과 통증 특성에 따라 지침을 구분하거나 통합적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통증간호 권고문은 총 234개이고, 권고항은 253항이며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은 274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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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3개의 지침 중 GRADE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적용한 지침은 APS, SCCM, ASCO,

Canadian guideline으로 이들 지침에서 수용개작된 권고문은 31개이며, 이중 24개는 강한 권고, 7개

는 약한 권고로 이루어졌다. GRADE 권고등급체계는 근거 질의 판단에 효과추정치를 보다 정교히

추정할수있는판단항목들을마련하고, 권고를 위한판단에중재의 효과에 대한위험과이득의균형,

근거의 질, 가치와 선호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권고하도록하고있어앞으로 지침의 수용개작에서는

GRADE 권고등급체계의도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지침개발자들에게 GRADE 등급체계

의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통증사정에 대한 권고는 ‘통증사정은 환자자신이 가장 정확히 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

로 자가보고로 사정한다’가 근거수준 I , 권고등급 A이었다. 그러나 통증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소아

의 통증사정 도구는 발달상태, 인지상태, 의식수준, 교육수준,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와 ‘소아통증환자의 행동통증척도, 통증관찰도구 등의 관찰사정도구를 사용한다’의 권고문이

근거수준 낮음-중등도 수준, 권고등급 강함이고, 노인환자에서는 ‘노인통증의 사정과 관리에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가 근거수준 I 권고등급 A로 제시하여, 통증사정이 자가보고로 충분치 않을 경우에

는 관찰과 가족의 참여를 중요하게 권고하였다. 또한 ‘중환자의 통증 사정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가 근거수준 I 권고등급 A로 무의식환자, 인지장애 환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들의

통증 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통증간호로 마약성 진

통제 보다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며, 급성통증에서 일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에

는 서서히 감량하기 보다는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여 급성통증 환자를 위한 약물적 중재에 대한 지식

과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암환자의 통증관리는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암통증관리는 WHO 진통제 사다리로관리하여야 하며, 마약성 진통제는먼저 경구투여로한다

가 근거수준 I, 권고등급 A로 WHO진통제 사다리에의한 통증관리를간호에서도 높은권고수준으로

제안하였다. 관절염, 요통, 두통 등과 같은 비암성이면서 통증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

성비암성통증이라고 정의하겠는데(Park, Choi & Kim, 2010) 만성비암성통증인경우는 마약성진통제

보다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사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Acetaminophe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의 사용을 권고하였고, 진통제외에도 항우울제, 항경련제, 국소

진통제 등의 사용을 권고하였다. 만성비암성통증은 일반적으로 통증이외에 정서적으로 우울증과 불

안 등이 동반되므로(Kang, 2003),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복합사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약물적

중재로는 표재성 온냉요법, 진동, 인지행동적중재인 음악요법, 전환요법, 이완요법 등과 신경차단, 보

톡스 사용 등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1차와 2차의 전문가의 평가에서 비약물적 통증중재법들은 근거

수준 보다는 실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서 적용 시에 전문가의 부재, 중재에 대한 책임소재,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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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이 부적정 또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

아,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 적절하고 적용가능한 범위의 비약물적 통증중재 권고안

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추후비약물적중재 중의료시스템내로포함될수 있는중재들에 대한지속적

인 근거축적이 이루어져 비약물적 중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Jo, 2010; Song, 2000; Won, 2012)에서 간호사의 지식수준이 낮다

고 나타난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마약성 진통제의 등가표, 통증 사정을 위한 도구 들을 권고문과

배경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간호사의 통증간호 지식은 통증간호수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므로(Jo, 2010) 통증간호수

행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통증간호지침의 사용은 간호사의 통증간호를 위한 지식과 수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통증간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Kim, Song & So, 2016; Won, 2012),

실제 통증정도도 감소시킬 수 있다(Ryu, 2018)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증간호실무지침의 사용은 통증간호에 대한간호사의 지식, 수행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통증환자의

통증의 감소, 간호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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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침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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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실무지침의 질평가: AGREE Ⅱ도구(K-AGREE II 번역, 2014)
←전혀동의안함           매우동의함→
1 2 3 4 5 6 7

영역 1. 범위와 목적

1
실무지침의 전반적인 목적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

다.

2 실무지침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강관련 질문들이 구체
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실무지침을 적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이 구체
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영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

4
실무지침 개발그룹은 모든 관련 전문가집단을 포함하

고 있다.

5
실무지침을 적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의 관점

과 선호도를 고려했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실무지침을 주로 활용할 사용자 집단이 분명하게 규

정되어 있다.
영역 3. 개발의 엄격성
7 근거검색에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8 근거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9 근거자료의 강도와 한계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10 권고안 도출 방법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11
건강상 편익, 부작용, 위험요인이 권고안 도출시 고려

되었다.

12 권고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연결 지
을 수 있다.

13
실무지침 출판 전에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과정
이
있었다.

14 실무지침의 갱신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영역 4. 표현의 명확성
15 권고안은 구체적이며 모호하지 않다.

16 임상적 상태나 건강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
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17 주요 권고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역 5. 적용성

18 실무지침은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촉진요
인을 서술하고   있다.

19 실무지침은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과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20 권고안 적용시 필요로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의 
영향과 의미가 고려되어야 한다. 

21 실무지침은 수행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 6. 편집 독립성

22 재정후원단체의 의견이 실무지침의 내용에 영향을 주
지 않았다.

23 실무지침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기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실무지침 종합평가
1 실무지침의 전반적 질 평가

2 실무지침 사용의 추천여부

□  사용을 추천함

□  사용을 추천함(수정이 필요)

□  사용을 추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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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이해관계 선언문

이름 :

소속 :

다음 질문들의 목적은 “통증간호실무지침” 개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실무지침 개정과 관련된 실제

적, 명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무지침 수용개작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1) 수용개작 대상으로 검토중인 실무지침의 개발이나 승인과정에 참여한 경력,

2) 실무지침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약품,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등이다.

사례금, 자문, 고용, 주식보유 등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개 선언의 목적은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

기 위함이다.

다음 질문에 "아니오" 또는 "예"에 표시하면 됩니다. "예"인 경우 이해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

술하여 주십시오.

1. 검토 중인 실무지침의 개발 혹은 승인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실무지침의 제목

관여한 정도

2. 고용

실무지침 개발자, 혹은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3. 자문

실무지침 개발자, 혹은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을 위해 자문

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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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4. 소유 지분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의 비상장 소유 지분(스톡옵션, 비거

래 주식) 혹은 상장 소유 지분(200만 원 이상, 스톡옵션은 포함되나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는 제외)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5. 연구비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거나 받

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6. 사례금

실무지침 개발자, 혹은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으로부터 1년

에 400만원, 3년에 1,000 만 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7. 기타 잠재적인 이해관계

없음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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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3. 실무지침 내용요약표(예)

○: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핵심질문
실무지침

1 2 3 4 5

1. 통증간호

실무지침의

일반적 원칙 　

1. 통증실무지침의 제정 　 　 　 ○ ○

2. 통증실무지침에 대한 정책 　 　 　 　 ○

3. 통증실무지침의 개정 　 　 　 　 ○

4. 기타 　 　 　 　 ○

2.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
　 ○ 　 ○ ○ ○

3. 통증사정

1. 통증사정도구 ○ ○ 　 ○

2. 통증사정간격 　 　 　 ○

3. 통증사정보고 ○ 　 　 　

4.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
　 ○ 　 ○ ○ ○

5. 급성통증의

약물중재

1. 약물중재의 조건 　 　 　 　 ○

2. 약물중재의 효과 　 　 　 　 ○

3. 약물중재의 방법 ○ 　 　 　 ○

4. 약물중재의 부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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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4. 실무지침 이해조사표(예)

※ 본 조사지는 **간호실무 권고안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시한 권고안이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정도를 ‘이해가 어렵다’ 1점에서부터

‘이해가 쉽다’ 9점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권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기입해주십시오.

권 고 안

평가항목

의 견↞ 이해가

어렵다
보통이다

이해가 ↠

쉽다
1.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3. 1 2 3 4 5 6 7 8 9

4. 1 2 3 4 5 6 7 8 9

5. 1 2 3 4 5 6 7 8 9



- 52 -

부록1-5. 권고안 적절성/적용가능성 조사표(예)

※ 통증실무지침에 관한 권고안에 대해 지침의 적절성과 임상에의 적용가능성 정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절성 및 적용가능성 정도에 따라 ‘매우 낮다’ 1점, ‘매

우 높다’ 9점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권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패널의 규모에 따른 일치와 불일치의 정의

출처: 최보람, RAM (RAND/UCLA Appropriateness Method)을 적용한 의사결정 방법,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4(1), 58-62.

권고안

적절성/

적용가능

성정도

평가항목

의견
↞ 낮다 높다 ↠

1.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2.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3.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4.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5.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패널규모
불일치(Disagreement) 일치(Agreement)
양극단의 빈도

(1～3 and 7～9)

중앙값(1～3,4～6,7～9)을

포함한 범위를 벗어난 빈도
8-9-10 ≥3 ≤2
11-12-13 ≥4 ≤3
14-15-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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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1) IDSA 지침으로의 근거수준 변환

Guide

line
Levels of Evidence

Quality

of

Evidence

IOWA

A: There is evidence of well-designed meta-analysis in older adults I

B1: There is evidence of well-designed controlled trials in the

older adult population; randomized
I

B2: nonrandomized, well-designed quasi-experimental and cohort

studies in older adult populations with results that

consistently support a specific action (e.g., assessment,

intervention or treatment)

II

C1: controlled trials in older adults with inconsistent results II

C2: There is evidence of observational studies (e.g., correlational,

descriptive studies)
III

D: There is evidence of integrative reviews, nation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r acute pain research in adults but not

specific to older adults.

III

E: There is evidence of expert opinion or multiple case reports

regarding older adults
III

SIGN

1++ High quality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f RCTs, or

RCTs with a very low risk of bias
I

1+ Well conducted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r RCTs

with a low risk of bias
I

1-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r RCTs with a high risk

of bias
I

2++ High quality systematic reviews of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High quality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very low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high probability that the

relationship is causal

II

2+ Well conducted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low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moderate probability that the

relationship is causa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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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high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significant risk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causal

II

3 Non-analytic studies, eg case reports, case series III

4 Expert opinion III

ASA

Category A: support literature

Level 1: The literature contains multip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the aggregated findings are supported

by meta-analysis.

I

Level 2: The literature contains multip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but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to

conduct a viable meta-analysis for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I

Level 3: The literature contains a sing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

Category B: Suggestive Literature

Level 1: The literature contains observational comparisons

(e.g., cohort and case– control research designs) of

clinical interventions or conditions and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linical

interventions for a specified clinical outcome

II

Level 2: The literature contains noncomparative observational

studies with associative (e.g., relative risk and

correlation) or descriptive statistics

II

Level 3: The literature contains case reports III

Category C: Equivocal Literature

Level 1: Meta-analysis did not find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or conditions

I

Level 2: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to conduct

meta-analysis and (1)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have

not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or

conditions or (2)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eport

inconsistent findings

II

Level 3: Observational studies report inconsistent findings

or do not permit inference of beneficial or harmful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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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Category D: Insufficient Evidence from Literature

(1) No identified studies address the specified relationships

among interventions and outcomes.

III

(2) The available literature cannot be used to assess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interventions and clinical out-comes. The literature

either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content as defined in the

“Focus” of the Guidelines or does not permit a clear interpretation

of findings due to methodological concerns (e.g.,confounding in

study design or implementation)

III

NCEC

Level 1a: Meta analyses of randomised control trials (RCT) I

Level 1b: At least one RCT I

Level 2a: At least one well designed controlled study without

randomisation or systematic review (SR) of cohort studies
II

Level 2b: A well designed cohort study II

Level 3: Well designed experimental descriptive studies, such as

case control or cross sectional studies
II

Level 4: Case series III

Level 5: Expert Committee/Clinical experience III

ESMO

I: Evidence from at least one larg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good methodological quality(low potential for bias) or

meta-analysis of well conducted randomised trials without

heterogeneity

I

II: Small randomized trials or large randomised trials with a

suspicion of bias(lower methodological quality) or

meta-analysis of such trials or of trials with demonstrated

heterogeneity

I

III: prospective cohort studies II

IV: retrospective cohort studies or case-control studies II

V: studies without control group, case reports, experts opinions III

RNAO

Ia: Evidence obtained from meta-analysis or systematic review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

Ib: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

IIa: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well-designed controlle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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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DE 등급체계의 적용

study without randomization.

IIb: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other type of

well-designed quasi-experimental study, without randomization
II

III: Evidence obtained from well-designed non-experimental

descriptive studies, such as comparative studies, correlation

studies and case studies.

II

IV: Evidence obtained from expert committee reports or opinions

and/or clinical experiences of respected authorities.
III

CDC

Type 1 evidence: Randomized clinical trials or overwhelming

evidence from observational studies.
I

Type 2 evidence: Randomized clinical trials with important

limitations or exceptionally strong evidence from observational

studies.

II

Type 3 evidence: Observational studies or randomized clinical

trials with notable limitations
II

Type 4 evidence: Clinical experience and observations,

observational studies with important limitations, or

randomized clinical trials with several major limitations

III

ACOEM

Higher-quality evidence (Strong evidence-base) I

Moderate Confidence (At least one high-quality study or

multiple moderate-quality)
I

Low Confidence (At least one study of moderate quality) II

Insufficient Evidence (Evidence is insufficient or irreconcilable). III

지침 Quality of evidence GRADE

APS

High High

Moderate Moderate
Poor Low

SCCM

High High

Moderate Moderate

Low/Very low Low

Canadian

Guideline

High High

Moderate 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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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ow

Very low Very low

ASCO

High High

Intermediate Moderate

Low Low

Insufficient Ver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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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통증간호(Pain Management)

2018. 8.

병 원 간 호 사 회

간호실무지침서





머리말

근거기반간호는 간호사가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간호사의 임상적 전문성과

대상자의 선호도와 가치, 활용 가능한 자원과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상의 간호실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거기반실무지침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결과에 도움이 되거나, 미리 예견되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최상의 간호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

용하여 개발된 근거의 모음입니다.

근거기반간호실무 지침의 적용은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근거와 실무사이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증진시키고, 간호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도구이므로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병원간호사회의 주도로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개발

및 확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문제 중 통증은 제 5번째 활력징후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질병 발생에 동반되고 임상에

서의 치료과정이나 검사과정에 의해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Brekken & Sheets, 2008).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구미옥 등, 2011)에서도 통증관리는 간호

업무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고, 내과 외과 모아 그리고 중환자간호 모두에서 고루 높은 간호

실무지침 개발 요구를 가진 간호문제였습니다. 특히 통증관리는 간호 질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암환자, 수술환자, 노인환자, 만성통증환자, 소아환자의 통증사정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근거기반실무지침-통증간호]는 국내외에서 근거기반으로 개발된 통증간호실무와

관련된 지침을 포괄적으로 검색하고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양질의 지침을 선정하여 이를 [간호분

야 근거기반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에 따라 개발하였습니다. 지침은 크기 통증사정과 중재로 이루어

졌는데, 통증사정에서는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특성에 따라 소아, 성인, 노인의 통증사정과 증환자,

무의식, 인지장애 대상자의 통증사정에 대한 권고문을 포함하였습니다. 통증중재에서는 통증의 형태

를 급성과 만성으로구분하고만성통증은다시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으로구분하여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권고문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약물적 중재에는 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

통제, 보조제에 의한 통증중재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권고문의 배경에 통증사정을 위한 도구들, 통증중재로서 마약성 진통제의 종

류와 약물 용량,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보조제의 종류 그리고 비약물적 통증중재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증간호를 위한 과학적 지식체를 근간으로 통증간호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근거기반실무지침 통증간호'를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증환자의 편안감

을 증진시키고,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8년 8월
통증간호실무지침 개발그룹





개발주체

1. 개발단체

병원간호사회

2. 개발그룹

통증간호 실무지침은 방법론 전문가 4명과 임상실무전문가 4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그룹은 다음과 같다.

개발그룹

지원

본 통증간호 실무지침은 병원간호사회 용역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실무지침 개발그룹은 연구에 있어서 병원간호사회 외에 다른 어떤 연구지원을 받지 않았고 또한 상

업적으로 관련성 있는 회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은 영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방법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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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전 삼성서울병원

조교수

간호교육팀장

방법론 전문가

임상실무 전문가

유 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방법론 전문가

김경숙 삼성서울병원 간호교육팀장 임상실무 전문가

김태희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원중환자실 간호파트장 임상실무 전문가

이현희 분당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간호파트장 임상실무 전문가

전미진 서울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전문간호사 임상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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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1. IDSA에 따른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출처:

Adapted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 2009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Mermel

등, 2009)

IDSA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to Advise the Public Health Servi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근거수준

(Quality of

Evidence

정 의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1 proper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I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무작위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

기관 연구 선호),

다수의 시계열 연구,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대조연구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1 well-designed clinical trial, without randomization;
from cohort or case-controlled analytic studies (preferably from >1
center); from multiple time-series; or from dramatic results from
uncontrolled experiments

III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서술적 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Evidence from opinions of respected authorit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descriptive studies, 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s or

clinical/professional book
권고등급

(Strength of

recommendation)

정 의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Good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Poor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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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DE에 따른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출처:
Schünemann, H., Brożek, J., Guyatt, G. Oxman, A., (2013). GRADE Handbook, retrieved 8.26.
2018 from http://gdt.guidelinedevelopment.org/app/handbook/handbook.html#h.svwngs6pm0f2

김수영 등 (2015)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ver. 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수준
(Quality of
evidence)

정 의

높음(High)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We are very confident that the true effect lies close to that of the
estimate of the effect.

중간(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중등도로 할 수있다. 효과의추정치는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We are moderately confident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close to the estimate of the effect,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is substantially different.

낮음(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추정치와 상
당히 다를 수 있다.
Our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is limited: The true effect may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the effect.

매우 낮음
(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거의없다. 실제 효과는 효과의 추정치와 상
당히 다를 것이다.
We have very little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effect.

권고등급
(Strength of

recommendation)
정 의

Strong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하도록/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undesirable effects

Weak

바람직한 결과가바람직하지않은 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하도록 약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un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ble uncertainty exists.

Weak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하지 않도록 약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desirable effects

Strong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ble uncertainty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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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증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 통증간호실무의 일반적 원칙은?

1. 의료기관은 통증관리를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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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

고 환자와 가족이 통증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II B

2-3. 의료인은 환자 및 가족과 협력하여 개별적인 통증사정 및 관리를 수

행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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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다.
low

strong

for
2-5. 의료인은 통증완화를 위하여다양한 약물적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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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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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증사정
2-1.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은?

7. 통증사정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수행하며, 사정 시기는입원시, 외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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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통증 강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통증관리결과를 주기적으

로 재사정한다.
III C

9. 통증환자의 통증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정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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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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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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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보고로 사정한다.
I A

13. 통증사정의 신호로 활력징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하지

는 않는다.
II B

14.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사정에는 심리적 평가(불안, 우울, 분노, 정신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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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I A

17.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통증사정은 행

동통증척도(Behavioral Pain Scale, BPS), 급성환자통증관찰도구

(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와 같은 관찰사정도구를

사용한다.

mod

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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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함한다.
III C

20.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증을 모니터한다.
mod

erate

strong

for
21. 암환자 통증의 초기사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통증의 신체적 영향과 특성

-기능적 영향: 일상생활 방해정도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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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영향: 기분, 불안, 우울, 분노, 두려움, 문화적 영향, 대인관계

에 미치는 영향

-통증표현에 대한 방해: 약물중독, 알코올, 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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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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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소아의 통증사정 도구는 발달상태, 인지상태, 의식수준, 교육수준, 문 low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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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언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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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통증을자가보고 할 수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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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이 있는 통증도구를 선택하여 통증강도를 사정하고, 이후 같은 도구로 일

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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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도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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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정보를처리하고반응하는데충분한시간을 허용

한다.
III C

36. 포괄적인 통증사정을 하기 전에 노인의 중등도-심한 통증을 먼저 관

리한다.
III C

2-5. 노인의 포괄적 통증사정은 ?

37. 노인 환자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노인의 통증에 대한 포괄적 사정을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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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초기 통증사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37-1. 신체검진은 통증부위와 통증을 유발한 병리적 상태가 있는지에 초

점을 맞추어 시행한다.
II B

37-2. 인지상태는 통증사정, 환자와 가족의교육, 통증관리 방안에 영향을

주므로, 노인의 인지상태를 사정하고 인지장애가 있는지 선별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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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할 수 있으므로 사정한다.
III C

37-4. 통증이 수술 후일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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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을 사정한다.

III C

37-6. 통증력을 사정한다. 구체적으로는통증의 원인 규명에도움을 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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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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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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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한다.

③ 선정된 통증사정도구에 대한 이해정도와 도구의 사용이 정확한지 사

정한다.

I A

2-6. 의사소통장애, 인지장애, 무의식 환자의 통증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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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사정은행동관찰, 가족이나 돌봄제공자로 부터의 평상시통증행위에대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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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진통제나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반응 평가를 종합하는 다면적

접근이 권장된다.
41. 가족에게 환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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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중자가보고가가능한 경우다음과같은가장단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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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

능성을 강조하고 통증우려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Ⅲ C

48. 성인과 소아의수술 후통증은 약물적중재나비약물적중재를결합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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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통증관리계획은 효율을 최대화하고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다양한 진통제의 사용

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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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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가능성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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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예상되는통증의

정도, 기저질환, 통증조절방법의 위험과 이득, 치료에대한 환자의 선호도,

과거통증경험을 고려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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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te

strong

against

55. 암환자의 통증관리계획은 WHO의 암환자 통증완화 프로그램의원리

에 따라 안위증진, 기능향상, 부작용 최소화, 안전을 목표로 수립한다.

very

low

weak

for

56. 노인에게는 안위와 기능증진을 목표로 실질적인 통증완화 계획을 수

립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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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다.
Ⅲ C

58. 노인은 근육과 지방조직이 부족하여 약효지연이나 혈청약물농도의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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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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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급성통증의 초기사정에서 심한 상해로 2주 이상 마약성 진통제가 필

요한지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객관적 이유가 없는 심한 통증인지 구체적

으로 선별한다.

Ⅲ C

62.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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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과다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마약성진통제

는 Acetaminophen이나 NSAIDs와 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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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한다.

② 약물의 혈중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③ 통증정도에 따라 필요시 PRN으로 진통제를 투여한다.

Ⅲ C

4-2. 급성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는?
64. 마약성진통제치료를시작하기전과 치료중주기적으로잠재적 부작

용을 포함한 이득과 위험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논의해야 한다.
Ⅲ C

65. 심한 급성통증이 아닌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정규적으로 사용하지 않

는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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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c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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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동

력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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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으로 3일 이내)에 한해 사용한다.

Ⅲ C

71. 급성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며 지속형

은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부터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를 정기적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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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여하고 있는 경우 수술 후 사용할 수 있다.
72. 노인에게는 반감기가 짧은 마약성 진통제(hydromorphone,

oxycodone 등)를 우선 사용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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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50% 감소하거나 만족스럽게 통증감소가 될 때까지 초기 용량의

25%씩 서서히 용량을 증가시킨다.

Ⅱ B

74.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경로는 통증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인 안전한 경로를 선택한다.
Ⅲ C

75. 경구투약이 가능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정맥보다는 경구로 투

여한다.

mod

erate

strong

for

76. 심한 통증의 경우신속한약물농도조정을위해 마약성진통제를 정맥

으로 주입한다. 다만, 노인에게 수술 후인지장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한다.

Ⅲ C

77. 비마약성진통제로 통증조절이 안되거나 비마약성진통제에 약물이상

반응또는 금기인 경우마약성진통제를정기적으로정맥주입할 수있다.
Ⅰ A

78. 수술 후 전신적인 통증완화가 필요한 경우 PCA를 사용하여 자가조절

하도록 한다.

mod

erate

strong

for

4-3.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은?

79. Morphine은 단기 통증관리에 사용하며 신기능이나 간기능장애가 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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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이나중등도의 급성통증에서 Acetaminophen과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심한 통증에는 최대용량을 초과 사용하기 쉬우므로 병

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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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에게 사용을 피한다.
Ⅱ B

86. 수술 후 오심구토의 위험요인(여성, 금연상태, 멀미나 수술 후 오심구

토 이력,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두 가지 이상 가진 노인에게 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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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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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칙으로 진행한다.

① 마약성 진통제는 1～2주 이내에 점차 줄일 것을 권고한다.
②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감량하지

않는다.
Ⅰ A

③ 일반적으로 NSAIDs나 Acetaminophen으로 변경하거나 완전히 중단

할 것을 권고한다.
Ⅰ A

④마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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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량 변경 시 자주 모니터해야 한다.

Ⅲ C

90. 노인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으므로 자

주 사정하고 예방적으로 관리한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C

91.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악화시키는 다음 약제의 사용여부를 확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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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의발생을모니터한다. 노인의 경우 오심구토가 흔히 발생하

지는 않는다.
Ⅲ C

93. 변비나다른약제사용등오심의원인을확인하고가능한요인을 먼저

해결한다.
Ⅲ C

94. 마약성 진통제 용량 감소와 오심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비마약성 진통

제를 병합하여 사용한다.
Ⅲ C

95. 오심을 유발하는 진통제 사용 시 진토제를사용한다. 진토제는 노인에

게서 항콜린성작용(배변배뇨기능장애, 섬망, 운동장애등)에 대한 민감성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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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므로 정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5-2.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변비/장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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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마약성진통제의투여가시작되면가능한한빠른시기에변비예방을

위해 배변프로토콜(설사약이나 변 완화제)를 시작한다. 노인은 성인에 비

해 변비 발생이 두 배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Ⅲ C

4-5-3.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섬망

98. 마약성진통제를사용하는 환자가섬망기왕력이있는 경우섬망 위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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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섬망 발생 시마약성 진통제용량을줄이기 이전에통증관리

가 충분히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Ⅱ B

101. 섬망의 위험요인이 없으며 통증완화가 효과적인 경우 마약성 진통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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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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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심한 통증,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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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마약성 진통제를 중단한다.

Ⅲ C

105. 호흡억제의 고위험환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감시 장치와 지속적인 산소맥박계측기와 같은 기계적인 모니터

링을 고려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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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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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량을 줄인다.

Ⅲ C

4-5-5.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소변 정체와 가려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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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소변정체, 가려움증, 파킨슨 질환의 악화 등을

모니터한다.
Ⅲ C

109. 수분섭취배설량을 측정하고 특히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경우 소변정

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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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진통제로 인한 가려움증에 비진정성약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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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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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② Hydrocodone, oxycodone, codeine 등의 약과 병용하는 경우 용량을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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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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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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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COX-2 selective NSAIDs는 혈소판 응집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술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①심혈관질환이나관상동맥이식(다른혈관도포함) 수술 후의통증관리

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심혈관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는 단기간 사용한다.

③ 신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신독성 발생여부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mod

erate

strong

for

119. 위장관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는 platelet sparing NSAIDs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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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umetone, salsalate, choline magnesium trisalicylate) 또는 COX-2

seletive NSAIDs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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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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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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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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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I A

128. 암성통증은 세계 보건기구 (WHO) 암성통증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

어야 한다.
II B

129.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제는 WHO 진통제사다리에 따라 약물을 선택

한다.
I A

130.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제는 주기적으로 투여한다. III C

131. 암성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의 선호도와 순응도를 고려하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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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택하며, 가능하다면 경구로 투여한다.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

할 수 없는 경우, 피하, 정맥 내. 점막, 경피, 국소 및 척수 등으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132. 돌발성 통증에 대비하여 정규 진통제 외의 진통제가 처방되어야 한

다.
III C

133. 암 환자에서 기존의 통증관리가 비효과적이고, 통증 관련 스트레스

나기능장애를경험할경우마약성진통제를처방할수있다. 필요시 비마

약성 진통제와 보조진통제를 추가한다.

mod

er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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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을 평가해야한다.

very

low

weak

for

135. 암성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통증 관리에 사용된 모

든 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mod

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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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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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조절한다.
III C

139. 암성 통증 조절 시 통증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진통제의 용량을

적절하게조절해야한다. 약제별 투여경로와용량에따른마약성진통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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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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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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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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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는 Fentanyl이 경구용 Morphine보다 효과 발현이 빠르므로 우선 투

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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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142. 통증이나 부작용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

(rotation)을 시행한다. 마약성 진통제 전환은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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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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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고초기

에 중재한다.
III C

146.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 또는 전

환(rotation)한다.
II B

147.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에 진토제의 투여가 권장되나 전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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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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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

며, 투여용량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다. 패치형은 흡수율이 변화 가능하

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하며, 지속형 약물은 주의해서 사용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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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다른 중추 신경계 작용약물의

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Benzodiazepine계 약물은 마약성 진통

제와 병용 시 중독, 호흡억제, 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mod

er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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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성 진통제는 서서히 감량하며, 감량 속도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춘

very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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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4.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약물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156. WHO 암성통증관리지침에 따르면 Acetaminophen과 NSAIDs는 단

독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한다.
I A

157. Acetaminophen 및 NSAIDs는 경미한 만성암성 통증의 치료에효과

적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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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사항이없는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 및 보조진통제를사용할 수있다.

mod

erate

strong

for
5-5.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159. 암 환자에서 NSAIDs 선택 시 위장장애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확

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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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하며 관련 부작용을 관찰한다.
I A

161. 전이성 골 질환으로 인한 암성 통증 환자에게 Bisphosphonates를 투

여할 수 있다.
I A

162. 전이성 골 질환으로 인한 암성 통증 환자에게 Denosumab은

Bisphosphonate의 대안으로 투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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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하

는 경우 투여 전 예방적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
II B

165.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Corticosteroid를 단독으로 장기간 투여

하지 않는다.

mod

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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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할 수 있다.
II B

6.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6-1.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168. 만성비암성통증 환자 치료 시 마약성 약물보다 비마약성 약물과 비

약물적 중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low

strong

for

169. 약물 중독 또는 활동성 정신장애가 없는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mod

erate

weak

for

17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충분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물질 사용 장애의 병력이 있다면마
low

strong

for



- 87 -

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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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면에서 기대효과가 위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용을 고려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약물적 중재를 적

절히 병용한다.

II B

173.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에는 치료시작 전과 치료 중 주기적으로 잠재

적 부작용을 포함한 위험과 이득, 치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책임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논의해야 한다.

I A

174. 만성비암성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증관

리 상태를 검토하고 약물을 변경하거나 통증 증상또는 동반질환상태가

변화되는 경우 더 자주 검토해야 한다.

III C

6-2. 만성비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 종류, 중재방법은?

175.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과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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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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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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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g MED를 초과하여 투여할 때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재평가

를 시행해야 하고, 90mg MED 이상으로 투여량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한

다.

mod

erate

strong

against

179. 마약성진통제를 1일 180mg MED를 초과하여투여하거나 급속한투

여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또는 조언을 구한다.
II B

18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 통증이 조절되지 않

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한다.
low

weak

for

181. 만성비암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90mg MED로 하루 이상 사용

한 경우 용량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가장 낮은 유효용량으로 줄이거나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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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한다.
182. 마약성 진통제를 고용량(예: 1일 50mg MED 초과)으로 장기간 사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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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량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III C

184. 고용량사용, 금단증상, 심리사회적문제등이 있는 통증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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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학제적 접근을 권장한다.

mod

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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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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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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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taminophen

과 NSAIDs를 단독 사용 또는 병용한다.
I A

6-5.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191. NSAIDs를 사용할때 혈관 및위장관 위험(예: 출혈, 천공등)을 고려

해야 한다.
II B

6-6. 만성비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192. 만성비암성통증에 보조약물로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국소 진통제 등

을 사용한다.
I A

193.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중등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 최적화된항우

울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I A

항우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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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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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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없고 다른 약물의병용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경우, Morphine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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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경구용 제제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I A

6-7. 만성 비암성 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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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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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 방법으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방법을 선택할 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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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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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취침 전수면위생을실시하고수면방해요인(예: 추위, 열, 빛, 소음등)

을 제거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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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전환요법. 이완요법 또는 심상요법과 같은 비약물적 통증완화 중재

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한다.
III C

207. 노인에게 비약물적 중재를 사용할 때는 주의 깊게 설명하고, 반복교

육을 시행하며, 필요시 이해하였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III C

208.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약물적 중재와의 상호작용 가능성

을 평가한다.
I A

7-2.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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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원위부 반대쪽 부위)에 적용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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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을 예방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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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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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지할 수 있다.
III C

214. 진동

진동은 고빈도 진동으로 수행되어야하며 최대 30분간 하루에 2-3회 시행

한다.

III C

214-1. 진동은 오랜 자극시 부위를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쉽게 상처를 입

는 환자, 혈전정맥염 부위, 피부가 손상된 부위, 편두통 또는 소리나 운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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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한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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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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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각과 청각의전환방법을동시에 사용하였을때 통증을줄이는데더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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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

록 환자의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II B

221. 음악요법

①음악요법은고관절수술, 무릎수술후통증, 급성혼돈, 섬망을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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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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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T)

- 고주파 절제술(Radio frequency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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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을 기록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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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흐름표를 작성한다.

통증 기록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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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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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한

다.
II B

226. 간호사는 근거기반 실무지침에 기초한 통증의 사정과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향상시키기 위하여계속교육 프로그램에참여하여야 한다.
III C

9-2. 통증간호를 위한 환자/보호자의 교육은?

227. 간호사는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교육

을 제공하고, 격려한다.
low

strong

for

228. 환자의 현재의 통증 상태에 따라 통증교육의 시기와 정도를 계획하

여야 한다. 주로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을 때 교육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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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적 관리 등의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II C

230.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통증에 대한 일반적 정보에는 다음을 포

함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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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된 통증 감각에 대한 정보
- 통증의 관리 또는 완화의 가능성, 통증의 중요성, 통증관리 목표 수립,

통증 조절의 장점과 중요성
II B

- 통증과 관련된 우려와 잘못된 신념 I A

231. 소아의 보호자에게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통증 사정방법, 진

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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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태도로 치

료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B

234. 퇴원 시는 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

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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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증간호실무지침 권고안 배경문

[배경]

1.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은 통증 수준을 낮추고(Coleman,

Booker-Milburn, 1996; Harmer, & Davies, 1998; Rose, Cohen, & Yee,1997; White,1999), 오심과 구토를

줄이고(Harmer, & Davies, 1998), 환자의 만족도(Coleman, & Booker-Milburn, 1996)를 증가시키는데 기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 통증간호실무의 일반적 원칙은?

1. 의료기관은 통증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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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정보와 지침을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이 통증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II B

2-3. 의료인은 환자 및 가족과 협력하여 개별적인 통증사정 및 관리를 수

행한다.
I A

2-4. 의료인은 통증완화의 이득과부작용을 고려하여통증 관리 계획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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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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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한다.
III C

6. 통증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가능 해야 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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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통증결과의 모니터링 효과에 대한 평가와 24시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전문의

배치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드물지만,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이하 ASA)에서는 24시간

통증관리를 위하여 통증전문의를 배치하여 통증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통증전문의와 간호사는 표준화

되고 타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통증을 평가하고, 통증강도, 통증조절의 효과, 치료로 인한 부

작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또한 ASA에서는 통증관리를 위하여 통증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

의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Briggs와 Dean (1998)의 연구에서 65명의 환자에게 수술 후 통증경험

에대해서면담을 하고, 통증기록을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의통증사정에대한기록이 매우 빈약하고,

간호사의 통증 사정에 대한 기록과 환자의 통증 보고가 서로 달랐으며, 특히 밤동안의 환자통증에 대한

간호중재가 거의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의료기관의 통증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

에는 통증간호활동의 기록과 감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Chou, et al., 2016).

2-1. 의료기관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상의 통증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고

(Canadian Pain Society, 2010), 의료기관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갖기 위하여 통증 사정

과 관리를 임상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ANZCA, 2010, Czarnecki, Turner, Collins,

Doellman, Wrona, & Reynolds, 2011; IASP, 2012). 이를 위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사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 정책, 절차를 마련하는 것.

•통증 사정과 관리전략과 결과를 기록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마련하는 것.

•통증관리팀과 간호의 맥락에 적절하고 타당한 사정 도구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

•새로운 직원들에게기관의 통증 관리정책, 절차, 실무와 지속적인전문가적 개발에 대한오리엔테이

션을 포함한 통증 교육을 실시하는 것.

•지속적인 질향상을 위한 통증사정과 관리절차와 결과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2013).

2-2. 수술환자와 가족을 위한 개인적 맞춤형 교육과 지지가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줄이고

(Egbert, Battit, Welch, & Bartlett, 1964; Langer, Janis, & Wolfer, 1975), 수술 전 불안과 진정제의 사용

을 줄이고(Langer, Janis, & Wolfer, 1975), 수술 후 입원기간을 줄이는 것(Egbert, Battit, Welch, &

Bartlett, 1964)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전적인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지금까지도 유용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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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교육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이 통증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수

술과 관련한 치료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이 통증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

려하는 것이 체계적인 통증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이다(Chou, et al. 2016).

2-3. 또한 교육과 상담에는반드시 통증을 사정하는 방법, 통증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내용이 포함되어

야한다. 이를 통해서통증 관리방법에대한개별적인 선택이이루어질수있다. 통증관리를 위하여다양

한 형태의 약물적, 비약물적 중재를 사용하고, 현실적인 통증 조절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도 한다. 교육에

는 또한통증과 진통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해야한다(Chou, et al. 2016).

전문의들은 어린이와 부모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

나 수술을 받는 어린이의 수술적 결과에 대한 어린이나 부모의 교육적 중재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결과에 대해서도일관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와부모에대한통증교육중재에 대한근거의 축적이

요구된다(Chou, et al., 2016).

2-4. 적정한 통증관리에는 통증완화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사정과 초기에 부작용을 감지

하는 것, 기능적 목표를 향한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의료인들은 통증완화가 부적절하거나

부작용이나타날 때도 통증관리를 위한 계획을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환자들에게는 재빨리마약을

줄여야 하는 호흡억제가나타나기도하고, 마약성 진통제나 다른 중재 방법에대한반응에개인차를보이

기도 하므로 이를 잘 인식하고 통증관리에 대한 개별화되고 유용한 접근을 해야 한다(American Pain

Society, 2008; Gordon, et al., 2004).

2-5. 다양한 통증완화방식들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여러 종류의 진통제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일의 통증완화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부가적이거나 시너지적인 효과를 갖고

보다 효과적인 통증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무작위대조연구(Elia, Lysakowski, & Tramer, 2005;

McDaid, Maund, Rice, Wright, Jenkins, & Woolacott, 2010) 에서 수용체가 다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약물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약물들을 병용하여 동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한가

지의 약을 한 가지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우월하게 통증완화가 이루어졌으며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비약물적 중재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면 통증의 생심리사회적 기전에 대한

설명에 일관되게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적 임상적 요소, 선호도, 임상상황에 따

라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적 요법과 비약물적 요법을 다양하게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6～7. 긍정적 건강결과를 얻고 통증관리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하여, 기관은 전문가그룹간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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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을 지지하는 간호모델을 채택해야 한다(RNAO, 2013). 간호모델에는 전문가팀의 정책과 절차를

사용하고, 통합된간호과정을 지지하고, 통증 사정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들의상담과 교육이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Brink-Huis, van Achterberg, & Schoonhoven, 2008; Dewar, 2006). 간호모델에 포함

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복잡한 통증 문제를 위한 통증전문가 혹은 상담자의 사용

•통증사정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근거기반 임상적 의사결정도구의 사용

•통증간호를 위하여 기관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를 포함

•전문가 팀에서 간호사와 다른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팀 구성

•통증사정 및 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통증 질지표로 규칙적으로 평가 등이다(Swafford, Miller, Tsai,

Herr, & Ersek, 2009; Dewar, 2006)

3-6.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은 특정 임상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이다(Field & Lohr, 1990). 이에 통증 간호실무지침도

통증간호를 위하여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가 검증된

통증간호중재에 대한 인식과 실무를 증진시킴으로써 통증간호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의 통증완화를 가져

오고 비용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한다(Melnyx & Fineout-Overholt, 2005). 따라서 통증간호실무지침

은 통증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실무지침에서는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하는데, 우

리나라의 병원간호사회에서는 3년을 주기로 지침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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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2. 통증사정

2-1. 통증사정의 일반적 원칙은?

7. 통증 사정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수행하며 사정 시기는 입원 시, 외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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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통증 강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통증관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재사정한

다.
III C

9. 통증환자의 통증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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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보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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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료로 인한 부작용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low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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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I A

17.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통증사정은 행동

통증척도(Behavioral Pain Scale, BPS), 급성환자통증관찰도구

(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와 같은 관찰사정도구를 사

용한다.

mod

erate

strong

for

2-2. 성인통증사정은?
18. 급성통증환자에 대한 사정 시 과거력, 신체검진, 진단검사에 관한 정보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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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19. 수술 전 환자 평가 시 통증과거력, 신체검진, 현재 통증조절상태를 포함

한다.
III C

20.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증을 모니터한다.
mod

erate

strong

for

21. 암환자 통증의 초기사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포괄적으로 시

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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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적)

-관련된 증상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과거와 현재 진통제에 대한 반응

II B

23. 암성통증을 가진 환자는 암치료결과에 따른 통증정도를 주기적으로 사

정하고 기록한다.
III C

24. 성인 통증 사정도구는 단일영역사정도구 또는 다영역사정도구를 사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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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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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7. 통증사정(스크리닝)은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Cancer Care Ontario, 2008; Dewar,

2006) 외래방문 및입원시, 의학적 상태 변화시, 시술이나처치전과도중에반드시확인해야 한다. 급성

이든 만성이든 통증이 치료의 초점이되지않을때까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통증을 사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AMDA], 2012; Cancer Care Ontario,

2008; RNAO, 2007)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의 강도나수준은 암환자, 지속성 비암성 통증, 관절염이나 고령인 경우와 같이

건강 및 의학적 상태가 변함에 따라(AMDA, 2012; Cancer Care Ontario, 2008; Cornally & McCarthy,

2011; RNAO, 2007; Spence, 2010).

시술로 인해 급성통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부절개나 면역치료, 수술, 배액관 삽입이나 제거와 같은

경우 시술 전, 중, 후에 통증을 사정해야 한다(Herr, Bursch, Miller, & Swafford, 2010; Hutson, 2009;

Taddi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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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지상태, 중재에 대한 잘못된 신념

26. 소아의 통증사정 도구는 발달상태, 인지상태, 의식수준, 교육수준, 문화

와 언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low

strong

for

26-1. 말을 할수없거나언어가발달하기 전소아의통증 사정도구는신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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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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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CAHO는 통증의 강도를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재사정하도록 권고한다(Prowse,

2007; Schofield, O’Mahony, Collett, & Potter, 2008). 통증의 강도는 통증 특성 중 하나로, 치료 결정에

영향을 주어, 진통제 요구 정도를 결정한다(SIGN, 2008; NCEO, 2015)

통증의 강도와 통증과 관련된디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통증사정의 주기가 달라질수 있는데(de Rond,

et al., 1999), 통증이 적절히조절되지않을경우에는적어도매일사정해야하며, 중간～심한 강도의급성

통증이 있거나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초기에 빠른 통증사정을 실시한다(Cornelius, Herr,

Gordon, & Kretzer, 2016).

11. 통증환자들은 통증과 관련된 처치에 대해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SIGN, 2008; 2013). 이러한개인의

신념은 과거 통증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연령, 교육수준, 문화나 인종, 성별에 의해 형성되고(Bell &

Duffy, 2009; Cornally & McCarthy, 2011; Watt-Watson, Stevens, Streiner, Garfinkel, & Gallop, 2001),

통증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통증관리전략을 수용할지에 영향을 미친다(Curry-Narayan,

2010; Peter & Watt-Watson, 2002).

또한 통증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신념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 잘못된 판

단이나 비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 중독이나 내성, 진통제 부작용에 대한

공포나 걱정, 착한 환자가 통증호소를 덜할 것이라는 믿음, 통증이 질병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나,

주사에 대한 두려움 등이 통증과 관련된 신념이나 걱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매우 흔하며

이러한 신념이나 생각은 투약이나 통증 보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통증사정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해야 한다(RNAO, 2013).

12. 통증은 다면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이다. 또한 환자마다 통증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통증사정에 있어 자가보고가 가장 타당한 사정방법이다(APS, 2008;

Cancer Care Ontario, 2008; OCSMC, 2010; RNAO, 2007; Royal College of Physicians, British Geriatrics

Society & British Pain Society, 2007; SIGN, 2008;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Defense, 2003).

더욱이 의료인들은 환자의 통증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Grossman, Sheidler, Swedeen,

Mucenski, & Piantadosi, 1991; Field, 1996), 가족의 경우는 오히려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Elliott, Elliott, Murray, Braun, & Johnson, 1996). 따라서 환자자신이 최고의 사정가(prime assessor)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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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활력징후는 통증에 대한 이후 사정을 하기 위한 단서로써 사용할 수는 있으나, 활력징후 만으로 통증

을 사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즉, 혈압, 호흡수, 맥박수는 통증에 따라 변화될 수는 있으나 다른

원인으로부터 통증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거나 안정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활력징후

는 자가보고나 행동통증 점수와 관련성이 낮으며(Aïssaoui, Zeggwagh, Zekraoui, Abidi, & Abouqal,

2005; Payen, et al., 2001), 신생아, 영아,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에서 사정의 근거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활력징후는 포괄적인 통증사정의 일부로써 추가적인 단서의 하나로 봐야한다(Barr, et al., 2013;

Herr, et al., 2006; Herr, Coyne, McCaffery, Manworren, & Merkel, 2011; RNAO, 2013).

14. 통증 사정은 신체적, 사회심리적 및 정서적, 영적 영역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사정하여야하고 신체

적 영역만 사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수많은 통증사정 도구들이 신체적, 사회심리적 및 영적 영역과 관

련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심리적 평가에는 현재 환자가 느끼는 불안, 우울 또는 분노, 정신질환 뿐

만 아니라 성격, 대처기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만성통증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증과 통증 치료가 환자의 기분, 수면, 중독행동,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한다(SIGN, 2008; Ripamonti, Santini, Maranzano, Berti & Roila, 2012). 환자 자신의 심리사회적 우

울은 통증 관련 우울 지각을 증가시키며 부적절하게 조절된 통증 또한 부가적으로 심리적 우울을 초래한

다(Zaza & Baine, 2002).

15. 통증사정도구는 신뢰성, 타당성, 반응성, 실용성, 실무유용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중 타당성은 통증

점수의 해석이 이론과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있으며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통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RNAO, 2013).

특히 통증의 강도, 통증 치료의 효과,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치료계획을 조정하기 위함이다(Chou, et al., 2016).

통증에 대해 모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증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통증

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가보고를 못할 경우 관찰한 환자의 행동과

가족이나보호자로부터 대리 기록을해석하는것만으로현재통증의유무, 통증의 질과 강도에관한정보

로충분하다고할 수없다. 따라서말이나 자가보고를 할 수없는신생아, 영아 및언어발달이전의 아동,

인지능력저하 노인(치매), 지적장애인, 무의식환자나 급성중환자, 말기환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통증사정

은 타당한 도구를 이용한다(Herr, et al., 2011; IASP, 2012).

단순하고 타당성이 잘 입증된 도구는비전문인이 통증을 사정하는데 유용하다. European Association

of Palliative Care에서는 표준화된 통증사정도구로 numerical rating scales (NRS)(부록3-1),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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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ue scales (VAS)(부록3-2), verbal rating scale (VRS)(부록3-3)을 권장하고 있다(SIGN, 2013).

또한 사정한 결과는 기록해야하는데 이는 적절한 통증예방과 관리를 위해 환자 간호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통증사정과 선별과정은 자가보고와 도구를 이용한주관

적, 객관적 자료를 포함한다. 기록은 의료팀으로 하여금 통증예방과 최소한의 통증을 위한효과적인 임상

판단을 할 수 있고 개별화된 치료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Crowe, et al., 2008). 또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 추후 재사정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6. 통증사정에 사용되는 도구는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쉽게이해할 수있는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McAuliffe, Nay, O’Donnell, & Fetherstonhaugh, 2009; Royal College of Nursing [RCN], 2009). 간

호사가 도구를 선정할 때 환자의 연령, 언어능력, 임상상태, 인지 및 발달수준, 문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문화나 민족을 고려하여야 한다(Curry-Narayan, 2010; Chou, et al., 2016; Dewar, 2006; McAuliffe, et

al. 2009; RNAO, 2013; Schofield, et al., 2008).

또한 환자가 선호하는 것, 인지기능에 적절한 타당한 도구를 선정하여 통증강도를 사정하며 꾸준히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노인의 경우문화적으로 민감한도구를 사용하며, 급성통증 아동의 통증

사정을 위해 노인 만성질환자용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자가보고 사정도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찰척도나 행동사정척도 사용을 고려한다(NCEC, 2015).

자가보고는 어려우나 행동관찰은 가능한 경우 행동통증척도(Behavioral Pain Scale, BPS), 급성환자통증

관찰도구(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를 이용해 통증을 모니터링한다(부록3-4, 부록

3-5). 이러한 행동통증척도는 중환자를 위한 가장 타당다고 신뢰로운 통증척도이다.

활력징후 측정 또는 활력징후가 포함된 관찰을 이용한 통증척도는 성인 중환자의 통증사정 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18. 수술 전 환자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것은 수술전후 통증관리와 연결된다. 수술 전 평가는 직접적인

통증의 과거력, 신체검진과 통증조절계획이 포함한다(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2012).

신체검진은 통증위치, 통증과 관련된 병태생리학적 상태(염증, 감염, 급성질환, 만성상태)를 포함하며,

필요시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Paice, et al., 2016). 신체검진은 일부 만성통증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A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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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환자실의 모든 환자는 정기적으로 통증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주기적으로 통증을 사정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의 필수조건이며 임상결과의 향상과 관련되며 통증 사정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진

통제 사용,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인공호흡기 사용일 감소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ayen, et al., 2007;

Payen, et al.,2009).

22. 통증을 호소하는 모든 암환자를 평가할 때 일정한 원칙을 지켜야한다(Cherny, Fallon, Kaasa,

Portenoy & Currow, 2004). 환자의 통증호소를 신뢰하고 통증 과거력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각각의

통증의 특성을 사정하는데 통증의 위치, 통증이 통각수용성인지 병태 생리적 통증인지, 혼합형인지 확인

한다. 또한 약물, 알코올, 섬망과 같이 통증표현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는지, 불안이나 정서, 문화적 영향,

공포 및 대인관계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도 사정한다. 예를 들어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통증치료에 방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통증사정은 환자와 가족 및 환경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되어

야 한다.

23. 암성통증을 성공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료효과를 확인해야한다. 사정빈도는 통증의

강도와 관련된 고통(distress)정도에 따라 다르다. de Rond (1999) 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두 번 통증사

정을 할 경우 74%환자가 만족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통증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적

어도 하루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통증을 사정해야 한다.

또한 사정 내용은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은 의료팀으로 하여금 통증예방과 최소한의 통증을 위한 효과적

인 임상판단을 할 수있고 개별화된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돕는다. 또한 사정한 내용은 재사정 결과

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Crowe, et al., 2008).

24. 통증사정도구 중 단일도구는 VAS, NRS 또는 VRS가 있으며, 인지장애, 고령의 노인, 임종환자에게

타당한 도구이다(Caraceni, et al., 1996).

다면적 도구는 통증의 강도와 환자에 대한 영향을 둘 다 평가하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통증사정이

요구될 때 유용하다(RNAO, 2013).

VRS는 범주형의 통증평가도구로 구술적 평정척도, 언어비율척도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

다. 세심하게 선택된 구(phrase)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증의 강도의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통증이없다, 약간 아프다, 중간정도로아프다, 심하게 아프다, 참을 수 없이아프다등 몇개의 고정

된 척도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허위반응이나 반응의 왜곡이 많고 일반화가 결여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

시 대부분 과다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Shin, Chung, Lee, Shin &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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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도구로는 Memorial Pain Assessment Card, Brief Pain Inventory, McGill Pain Questionnaire

가 있다. Brief Pain Inventory-short form (부록3-6), McGill Pain Questionnaire (부록3-7)는 NRS와

VRS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권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이다(Caraceni, et al., 1996;

Mystakidou, et al., 2002).

25. 소아통증 사정도 성인의 통증사정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내용을 사정한다.

통증강도나 행동척도 점수가 높은 경우 새로운 치료법이나 수술 부작용, 마약성진통제, 심리적 우울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평상시 치료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는 고강도의 통증이나 행동반응을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증중재가 효과적인지, 통증으로 인한 영향, 통증의 종류, 효과적인 통증관리의 장애물

예를 들어 문화적, 언어적 차이, 인지장애, 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오해 등을 포함한다(Chou, et al.,

2016).

26. 영아나 아동은 발달적 차이로 인해 통증의 표현과 경험이 다르고 진통제에 대한 약물반응도 다르다.

또한 신생아나 언어가 발달하기 전 아동은 자가보고를 할 수 없으며, 통증에 대해 정서적인 특성이 강하

여 부모나 주변에 안전함을 느낄 물체가 없거나 익숙한 환경이 아닌 경우 수술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통증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Herr, et al., 2011; IASP, 2012).

따라서 아동의 통증사정은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통증을 포괄적으로 사정하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통증사정을 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있어 이전 통증에 관한 사정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도얻어야 한다(RCN, 2009; RNAO, 2013). 다만 가정이나 병원에서 보호자는 진통제 사용에

대한 위험이나 이익에 관해 오해를 할 수 있으며, 진통제 사용경험이나 통증 행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26-1. 신생아, 영아, 언어가 발달하기 전 아동 등은 자가보고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아동이 통증을 표현하

지 않는다고 통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통증 사정은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Herr, et al., 2011; IASP,

2012).

통증을 보고할 수 없는 환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우선 자가보고할 수 있도록 시도해본다, 자가보고가 가능하다면 대상자가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주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단히 예, 아니오로 답하거나 행동단서(고개 끄덕임, 통증유무를 가리키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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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도록 하는 것)를 이용한다.

•자가보고를 할 수 없다면 행동척도나 대상 인구집단 혹은 상황에 적합한 타당화된 행동통증척도를

이용한다. 행동척도는 자가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다(Herr, et al., 2011).

신생아나 영아에게 적합한 아동용 통증사정도구로 FLACC (Face, Legs, Arms, Cry,

Consolability)(Manworren & Hynan, 2003; Matsuishi et al., 2018)(부록3-8), NIPS (Neonatal Infant

Pain Scale)(Ge, Tao, Wang, Pan & Wang, 2015)(부록3-9), PIPP (Premature Infant Pain Profile)

(Stevens, Johnston, Petryshen, & Taddio, 1996)(부록3-10)가 추천된다.

FLACC는 영아를 포함한 아동의 수술 후 통증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이후에 신생아와 영아

및 인지장애를 가진 아동의 통증사정에 유의한 도구임이 발표되었다. FLACC는 각각 Face, Legs,

Activity, Cry, Consolability의 5항목을 말하여 통증 시 얼굴, 다리, 활동의 변화, 울음 정도, 통증경화를

위한 시도 등을 측정한다. 각 항목은 0점부터 2점까지 척도화 되어 통증이 없는 0점부터 극심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하는 10점까지를 측정한다. 도구 개발당시 Objective Pain Scale (OPS)를 이용한 근거타당도

는 0.80(p<.0001), 관찰자간 일치도는 69～91% 사이에서 0.52～0.82의 Kappa statistic을 보였다(Ahn,

Kang, & Shin, 2005).

PIPP는 캐나다의 University of Toronto and Mount Sinai Hospital 간호대학 Bonnie Stevens팀이 미

숙아의 상황적 특성과 행동반응을 좀 더 예민하게 수용할 수 있는 통증사정도구로 개발한 것이다

(Stevens, Johnston, Petryshen & Taddio, 1996). 대상자의 재태기간(1)과 행동변화 지표(1), 생리적 지표

(2), 얼굴 표정 변화에 관한 세 지표(3)를 이용하여 총 7가지 지표에 대해 0점-3점 척도를 사용한다. 이때

15초간의 기본행동상태를관찰하고자극이주어진후최대 30초동안에 보이는반응중가장 높은점수를

취하며 총 0～21점의 범위를 보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통증에 많이 노출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각 영역 별 내적 안정성(internal consistency)은 Cronbach's alpha 0.59～0.76, 준거타당도 및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가 보고되었다(Ahn, et al., 2005).

이외에도 신생아의 행동통증척도로 CRIES(Crying; Requires increased oxygen administration;

Increased vital signs; Expression; Sleeplessness)를 사용할 수 있다(Krechel & Bildner, 1995).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통증을 의미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가족이나 보호자는 간호사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변화된 행동을 잘 아는 사람이다.

수술 후 아동의 통증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부모용 수술 후 통증척도(Parents’ Postoperative Pain

Measure, PPPM)(부록3-11)가 있는데, 간단한 수술(minor surgery) 후 가정에서 부모가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Kokki, Kankkunen, Pietila, & Vehvilainen-Julkunen, 2003; von Baeyer, Chambers &

Eakin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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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고하는 통증의 강도는 부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Herr, et al., 2011;

Zhou et al., 2008). 따라서 보호자나 가족의 보고 행동척도를 통한 직접적인 관찰방법과 진단명, 과거력,

신체검진 등과 병행하여 통증을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Herr, Bursch, Miller, & Swafford, 2010;

Zwakhalen, Hamers, Abu-Saad, & Berger, 2006).

26-2.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거나 진정상태 및 의식이 없는 중환자의 경우, 구두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관찰과의료진의평가에따라행동을 이용한통증사정을하도록한다. 일부 말을할수없는환자

중 사인(sign)을 이용하거나 지적함(point out)으로 자가보고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환자는 자가보

고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관찰할 수 있는 지표로 얼굴표정, 신체의 움직임과

같은 행동과 혈압이나 맥박 상승과 같은 신체적 지표를 이용한다(Gélinas, Fillion, & Puntillo, 2009).

행동척도에는 행동통증척도(Behavioral Pain Scale, BPS)와 급성환자통증관찰도구(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를 사용할 수 있다.

혈역학적 변동이 심한 경우 전통적인 통증지표가 항상 정확하지 않은데, BPS는 행동표현에 따라 통증을

측정한다. Payen 등(2001)이 중환자실 간호사가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무의식 환자의 통증을 측정하기

에 적당한도구가없음에착안하여 통증행동척도인 BP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얼굴표정, 상지움직임,

기계호흡에 대한 순응도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점에서 4점으로 되어 있고 총점은

3점에서 12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기관 내 흡인, 정맥 내

카테터 삽입, 체위변경, 눈 간호 등의 처치를 이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무의식,

진정 환자의 통증사정에 관해서도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이다(Young, Siffleet, Nikoletti, &

Shaw, 2006).

CPOT의 경우 행동요소로 얼굴표정, 신체움직임, 근육 긴장도, 인공호흡기 순응도와 신체적 요소로

는 평균혈압, 맥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의 변화 및 땀이 나는 지 여부로 평가한다(Gélinas, Fillion, &

Puntillo, 2009).

2-4. 노인의 초기 빠른 통증사정은 ?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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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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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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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7, 36. 통증사정은 노인의 급성통증관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

에게 NRS (0～10점) 사용 시 4점이　넘는　중등도～심한 통증을 보일 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초기 빠른

통증사정을 시행하고통증을 관리하는 것이다(Abdulla, et al., 2013; Schofield, 2014). 노인의 통증이일단

완화되면 포괄적 통증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포괄적 통증사정은 수술이나 진단적 절차와 같은 통증유발

사건이 있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 노인의 현재 또는 잠재적 통증에 대한 포괄적 사정에 기반해서 개별적

인 통증관리계획을 노인 및 가족과 함께 수립한다.

28. 통증의 존재와 강도에 대한 가장 신뢰로운 지표는 환자의 자가보고이므로(AGS, 2009; Herr, et al.,

2011) 가능한 노인에게서 통증에 대한 자가보고 자료를 수집한다. 경증～중등증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

도 자주 자가보고가 가능하다(Lukas, Niederecker, Günther, Mayer, & Nikolaus, 2013).

30. 통증이 표준 용어이기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불편감, 아픔(sore, ache）과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한

비언어적 통증단서(얼굴 찡그림, 신음소리 등)로 통증을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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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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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 노인의 감각장애(예: 시력, 청력 등)를 보충해줄 수있

는 방법(예: 돋보기, 보청기)을 적용한다.
III C

35. 통증 사정 시 노인이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

한다.
III C

36. 포괄적인 통증사정을 하기 전에 노인의 중등도-심한 통증을 먼저 관리

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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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처음에는통증이있는지를질문하고없다고 하면 다시 불편한곳이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도

록 한다(McDonald, Rose, & Fedo, 2009).

31. 노인은 통증부위가 여러 부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통증부위를 확인하는　것은 치료의 초점을 맞추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증 지도나 그림은 인지기능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노인의 통증부위를 확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Schofield, O’Mahony, Collett, & Potter, 2008). 통증그림의 예는 다음과 같다(그

림1).

그림 1. 초기 통증사정도구

<출처: 이은옥(1993). 통증-이론 및 중재. 서울: 신광출판사, p 345>

32. 대부분의 노인은 통증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NRS (Numeric Rating Scales), Verbal Descriptor

Scale (VDS)(부록3-12), Pain thermometers (PT)(부록3-13), Faces Pain Scale-Revised (FPS-R)(부록

3-14)는 타당성이 있는　도구이며, 많은 노인이 선호한다. 노인이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면 0～

10 NRS를 사용한다. NRS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VDS나 FPS 사용을 시도한다(AGS, 2009; Gagliese,

Weizblit, Ellis, & Chan, 2005; Hadjistavropoulos, et al., 2007; Herr, Spratt, Garand, & Li, 2007).

VDS는 환자에게 현재 통증강도를 가장 잘 기술하는 서술어(verbal descriptor)를 선택하게 하여 통증

을 기술하는 척도로 여러 도구가 있는데 노인에게 적용이 가장 쉽고, 가장 선호되고, 인지장애노인에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도구로 보인다(Herr, et al., 2007; Lukas, Barber, Johnson, & Gibson.,

2013). Herr 등(2007)은 VDS에 통증정도에 대한 서술어를 추가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도

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온도계를 추가하여 Iowa Pain thermometer로 개작하고 이 도구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경증-중등증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을 포함하여 노인에게 선호되고, 적용 실패율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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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정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aces Pain Scale (FPS)은 Bieri, Reeve, Champion, Addicoat 및 Ziegler (1990)에 의해 아동의 통증강

도를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통증정도에　따른　얼굴표정의　변화를 7단계로 제시하여　통증강도

를　측정하는　객관적　통증 평가방법이다．Hicks, von Baeyer, Spafford, van Korlaar 및 Goodenough

(2001)은 FPS를 통증측정시 흔히 이용되는 0～5점, 0～10점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FPS를 개작하여 7단

계 척도를 6단계 척도 (0-1-2-3-4-5점 또는 0-2-4-6-8-10점 척도로 점수화)로 수정한 Faces Pain

Scale-revised (FPS-R)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FPS-R은 아동의 통증강도를 사정하기 위

해 개발되었지만 노인의 통증 사정 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인

들이 통증강도를 표현하는데 자주 선호하는 도구이다(Herr, et al., 2007; Li, Herr, & Chen, 2009; Ware,

Epps, Herr, & Packard, 2006; Zhou, Petpichetchain, & Kitrungrote, 2011)．

33. 통증사정도구가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노인에게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

는 제한되어있다. FRS, NRS, VD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시행한연구결과에서 도구사용의적합성이

지지되었다. FPS-R은 아시아계, 히스패닉(라틴 아메리카)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인들이 통증강도를 표현하는데 자주 선호하는 도구이다(Cruz-Almeida et al., 2014; Herr,

et al., 2007; Narayan, 2010; Zhou, et al., 2011).

34. 통증도구　사용 시　노인의 감각장애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이　돋보기，보청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그 밖에　시력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14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 적절한 줄간,

단순한 문자도안, 눈이 부시지 않은 종이를　사용한다. 청력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천천히 정상 톤의 목소리로 말하고, 외부소음을　줄이고, 서면화된 지시문을 제공한다

(Bruckenthal, 2010; Herr, 2010).

2-5. 노인의 포괄적 통증사정은 ?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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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한다. 초기 통증사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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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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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을예상하면서, 또는 통증으로 인해 경험할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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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37-1. 신체검진은　노인이　통증에　대해　말할 수　없을　때　특히　중요하다(Herr, et al. 2011; Kovach,

Noonan, Schlidt, Reynolds, & Wells, 2006)．

37-2. 인지상태의　사정은　질병경과에　따른　인지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된다. 노인은　

외상(예: 고관절　골절）후나　수술　후에　섬망발생의　위험이　있으며，섬망발생시　주의깊은중재와　

수 있으므로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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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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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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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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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한다.

② 통증사정 스케쥴, 선정된 통증사정도구를 활용한 통증사정방법을 설명

한다.

③ 선정된 통증사정도구에 대한 이해정도와 도구의 사용이 정확한지 사정

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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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하다(Hallingbye, Martin, & Viscomi, 2011).　

통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가보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지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３분　Mini-Cog같은　짧은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한다.　３분　Mini-Cog에는　시계그리기，３개　

물품　기억하기 등이　포함된다(Borson, Scanlan, Brush, Vitaliano, & Dokmak, 2000; Lessig, Scanlan,

Nazemi, & Borson, 2008)．정확한　자가보고를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노인에게　

통증척도를　이용해　경한　통증이　있을　때와　매우　심한　통증이　있을　때의　위치를　척도에가리켜　

보도록　요청한다(Herr, et al., 2011).　

37-3. 불안／두려움，우울과 통증의 관계는 복잡하고，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통증은　이러

한 감정변화를　일으키고　이들　변화는　통증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방해한다

(Achterberg, et al., 2010; Rakel, et al., 2012)．　

37-4. 수술　후　통증의　영향을　사정하는데　신뢰할수　있는도구로 Brief Pain Inventory Short Form이

사용된다(Mendoza, et al., 2004). Functional Pain Scale은 활동시 통증을 참을수 있는 정도를 등급화 함

으로써 통증심각성과 기능을 통합하는 도구이다(Gloth, Scheve, Stober, Chow, & Prosser, 2002).

37-6. 통증력에는　노인의　통증을　경감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Hallingbye, et al., 2011; RNAO, 201

3)，통증을　유발하거나　정확한　통증사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병력(RNAO,

2013), 통증행위와　통증표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예：성별，민족, 문화적　배경）

(Hirsh, Callander, Robinson, 2011; Prowse, 2007)에　대한　사정을　포함한다．

37-7. 노인환자와 가족의 통증과 진통제에대한　태도와신념사정 시에는　입원 중　통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 진통제　중독，부작용　및　부작용을　견딜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노인차별에　대한　

신념，수동적인　환자역할정도，극기　등에　대해　사정한다．이들　신념과　태도는　노인의　통증보고

와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Abdulla, et al., 2013; Catananti & Gambassi, 2010; Prowse,

2007)．

37-8.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변비, 소변정체가 발생하므로(McMahon, Koltzenburg, Tracey, &

Turk, 2013) 장과 방광기능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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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음주는　진통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주력은　중요한　정보이다(AGS, 2009;

Martin, et al., 2002).

2-6. 의사소통장애, 인지장애, 무의식 환자의 통증 사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40. 환자가 통증 자가보고를 할수 없거나의사소통이되지 않는경우 통증

사정은 행동관찰, 가족이나 돌봄제공자로 부터의 평상시 통증행위에 대한

정보, 진통제나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반응 평가를 종합하는 다면적 접근

이 권장된다.

III C

41. 가족에게 환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II B

42.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현재 통증에 대해 질문한다. II B
43. 통증을 안정 시에관찰하게되면 통증이없거나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

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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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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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하기 위해 행동적 통증지표에 기반을 두어 개발된타당한 관찰사정도구

를 사용한다;

III C

- Checklist of Nonverbal Pain Indicators [CNPI] III C

- Pain Assessment in Advanced Dementia Scale [PAINAD] III C

- Critical-Care Observation Tool [CPOT]) II B

[배경]

40．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통증 사정 시　단계적　접근을　미국　통증관리간호학회

(American Society for Pain Management Nursing）의　task force팀에서　제시하였다．１단계는 환자에

게 통증을 자가보고 하도록 하고，２단계는 통증의 잠재적 원인을 찾아보며，３단계는 통증의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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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 있는환자의행동을관찰하고, ４단계는가족이나 돌봄제공자로부터　환자의통증，행동이나활동

의 변화에 관한 보고를 받고，마지막 5단계로 시험적으로 진통제　투여를 시도하여 통증을 사정하는　것

이다(Herr, et al., 2006).

41. 가족은　환자의　인지장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Herr, et al., 2011;

Naylor, Stephens, Bowles, & Bixby, 2005).

42. 기억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현재의　통증은　자주　신뢰롭게　보고할수　있지만과거　통증경험

을　기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Herr, et al., 2011; Kelley, Siegler, & Reid, 2008).

43. 경증～중등증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은　자주　자가보고　도구로　통증을　사정할　수　있으므로　

자가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인지장애　환자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도구의　사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한　인지장애　환자　

중　많은　환자들은　통증유무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　반응할수　있고，　단순한　통증도구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Lukas, et al., 2013). 치매환자의　경우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VDS가　비교적　이해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에서　자가보고　도구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해서는　

연구에따라다른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도구적용시에　치매의　중증도，　이해의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및　해석이　필요하다(Ryoo & Park, 2011).　　

45. 통증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행동지표가　규명되어　왔다．통증의　행동지표는　모든　

환자에서　통증사정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증에　대한　자가보고보다　우위에　

두지　않도록　한다(Lints-Martindale, Hadjistavropoulos, Lix, & Thorpe, 2012; Shega, et al., 2008; Sheu,

Versloot, Nader, Kerr, & Craig, 2012). 미국노인병학회（AGS, 2002)에서는 비언어적 통증사정 시 얼굴

표정，음성／발성，신체움직임，대인간 상호작용 변화，활동 양상　및 일상의　변화，정신상태　변화의

６가지　행동영역을　포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통증사정에 대한 자가보고 도구의 심리측정에 대한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자가보고 통증

사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 뿐 아니라 도구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노인의 자가보

고 통증점수와 간호사의행동관찰 통증점수를 비교시 자가보고통증점수가행동관찰 통증점수보다 유의

하게높아서간호사는 치매노인의 통증을 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치매노인에게 자신의

통증을 자가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시사하였다(Ryoo & Pa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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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행동관찰통증사정도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특정도구가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있는확실한증거가 부족하다(Lichtner, et al., 2014).　Lee & Song (2016)은　노인을 위한 비언어적

통증사정도구에　관한　문헌고찰연구를수행하였는데그결과총９개의　비언어적통증사정도구 중에서

문헌에서의 언급 횟수，신뢰도 및 타당도，유용성 및　제한점을　조합하여 PAINAD, PACSLAC (Pain

Assessment Checklist for Seniors with Limited Ability to Communicate), Doloplus-2의 ３개　도구를　

유용한　도구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　도구가　모든대상자에게적절한것은아니며，통증사정도구

의선택은임상적　환경，통증사정과정，　사용자등을모두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City

of Hope 사이트（http://prc.coh.org/PAiN-NOA.htm)에서는 치매를　포함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

운　노인들의　행동관찰　통증사정도구들에　대해　개념화，주제，대상자및　세팅，이용가능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PAINADE의　점수가　가장　높고， PACSLAC,

NOPPAIN (The Non-Communicative Patient’s Pain Assessment instrument), CNPI, DOLOPUS-2 등

이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도구들로 제시하였다（Lee & Song，2016).　

　 행동관찰　통증사정도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Kim & Yu，2013). PAINAD(부록

3-15)는　 Warden, Hurley 및 Volicer (2003)가　 개발하였으며, ５개 항목(호흡，부정적　 음성

[vocalization], 얼굴표정，　신체언어，　진정[consolability])으로 구성된　관찰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통증강도가　높은것을의미하며,　２점이　통증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절단점이고　１점은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측정시간은　５분　내외로　걸린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환자에서　

간단하고　유효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증사정도구이다.　장기요양시설　및　급성기　병동　모두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CNPI (부록3-16)는　Feldt (2000)가　개발하였으며，인지장애　노인의　

통증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관찰도구이다．６개　이분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고관절　골절　

노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Feldt, 2000). 요양시설　거주자들에서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관찰자간　신뢰도，　평가자간　신뢰도，동시타당도　등이　보고되었다(Nygaard & Jarland,

2006). PACSLAC는　Fuchs-Lacelle 및 Hadjistavropoulous (2004)가　개발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제한

된　노인환자의　통증사정을　위해　직접적인　관찰과　환자와　친밀한　돌봄제공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돌봄제공자가　실시하는　통증사정　체크리스트이다．４개　영역,　총　60　문항，　이분형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측정시간은　５분정도　소요된다. 이 도구는불명확한　통증행동을　가진　환자에서　가능

한　넓은　범위의　통증인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강점이　있으며,　내적일관성　및　관찰자간　

신뢰도，검사－재검사　신뢰도，타당도가　모두　높은　도구이다．Doloplus는　 1992년과 1993년에

Bernard War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95년에 프랑스/스위스 노인병 의사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10문항

으로 수정된 Doloplus-2로 개정되었다(Hølen, et al., 2007). Doloplus-2는 환자를　관찰한　대리인이　10문

http://prc.coh.org/PAiN-NO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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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통증관련　행위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도구에　경험이　많은　노인전문간호사가　평가한　NRS　

점수와　이도구　점수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관찰자간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CPOT(부록3-5)

는　Gélinas,　Fortier, Viens, Fillon, & Puntillo (2004)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2006년　수정판이　개발되

었다．자가보고　능력이　없는　중환자실의　통증사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로，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의　통증사정에도　사용된다(Gélinas,　Fillon, Puntillo, Viens, & Fortier, 2006; Gélinas &

Johnston, 2007). 국외에서　의식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환자，　무의식이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환자를　포함한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국내　연구(Kwak & Oh,

2012; Lee, Kim, Lee, Hur, & Kwon, 2013)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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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3. 통증중재

3-1.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47. 통증은 감각의 일종이고 정서적 경험이므로 통증 완화 방법의 이용가

능성을 강조하고 통증우려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Ⅲ C

48. 성인과 소아의 수술 후 통증은 약물적중재나 비약물적 중재를 결합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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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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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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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48.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통증관리계획이 필요하며(Cornelius, Herr, Gordon,

& Kretzer, 2016), 다양한 약물과 비약물적 중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통증관리양식

(multimodal analgesia)이 단일관리양식(single modality)에 비해 말초 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기전

에 따라 진통효과가 부가 또는 상승되거나 더 효과적인 통증완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Chou, et al.,

2016).

49. 통증중재전략을 수립하는 다학제팀은 개인의 목표와 선호도를 확인한 후 각 개인의

성향(발달단계, 건강상태, 문화)과 통증의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약제간의 상호작용 가

능성을 검토한 후 통증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NAO, 2013).

50. 간호사는 다학제팀과 함께 약물의 종류, 용량, 경로, 투여일정을 환자의 반응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중등도 또는 심한 통증에서 사용되는데 환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통증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적절한 약제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효과가 없을 경

우, 부작용이나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 선호도나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변경할 수 있다(RNA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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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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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계획을 세운다.
Ⅲ C

58. 노인은 근육과 지방조직이 부족하여 약효지연이나 혈청약물농도의 이

상, 독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육내 주사를 피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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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급성통증관리를 위해 수술 전에 마취과나 통증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합병증이 없이 적절히 통증

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Hegman, et al. 2014).

52. 수술 후의부적절한통증관리는 삶의질, 신체 기능 회복, 수술 후합병증증가및 수술후의지속적인

통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hlet, Jensen, & Woolf, 2006). 따라서 수술 후 초기 및 24시간동안 주

기적인 통증관리가 필요하다(Chou, et al, 2016).

54. 수술 후 환자에게 진통제를 근육내로 주사하는 것은 근육주사 자체로 인한 통증 유발 가능성과 약물

의 흡수정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수술 후 일관성 있는 통증조절이 어렵다. 또한 근육주사는 경구나 정맥

주입, 직장, 피부를 통한 약물투여에 비해 분명한 이점이 없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Chou, et al., 2016).

55. 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암통증에서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3단계 암환자진통제사다리

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1986) 이후 ‘경구투여, 시간에 따라 규칙적이며, 단계에 따라, 개인에 따라, 신

중하게 구체적으로(by mouth, by the clock, by the ladder, for the individual, attention to detail)’ 라는

원칙을 추가하여 개정되었다(Jadad & Browman, 1995). 이 암환자진통제사다리의 의의는 암환자가 마약

으로인한약물중독이나내성, 불법사용을 두려워할필요가 없이 강력한마약성 진통제를처방하여통증

을 관리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에 있다(Mercadante, & Fulfaro, 2005).

WHO의 암환자진통제사다리의 효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에서 71%의 환자에서 초기 통증강도의 1/3로

통증이 감소하여 대다수 암환자의 통증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Ventafridda,

Tamburini, Caraceni, de Conno, & Naldi, 1987). 또 WHO 지침을 10년간 적용한 후향적 연구에서도

2,118명의 환자 중 76%에서 성공적인 통증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WHO 지침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Zech, Grond, Lynch, Hertel, & Lehmann, 1995).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통증정도를 사정하여 세 단계

중하나에서 통증관리를시작하며 통증중재 결과에따라다음단계로 진행하는것이다. 즉 암환자가 통증

이 발생하면 즉시 비마약성 약물(Aspirin과 Paracetamol)을 구강으로 복용하며 2단계에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Codein), 3단계에서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Morphine)를 사용하여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진행한

다. 각 단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통증단계에

서 금기가 아니라면 Acetaminophen과 NSAIDs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WHO는 암환자를 위한 3단계 통증관리사다리와 함께 내과적 질환으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아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다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WHO, 2009)(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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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HO 진통제 투여단계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WHO’s Pain Relief Ladder. Retrieved from

http://www.who.int/cancer/palliative/painladder/en/>

56. 노인(older adults)들은 60세 이상의 성인으로 높은 정도의 통증을 참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수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83%가 일상생활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24%는

매일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보고되었는데, 일반 성인의통증에 비해 진통제의사용이 적어 노인의통증

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Cornelius, 2016).

일반적으로 통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질병의 회복과정에 장애를 주며, 통증 수준이 받아들일 정도

가 되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신체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합병증을 예방하며 신체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줄이는 것을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통증을 100% 해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현실적이

지 않으며 50% 정도로 통증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Bruckenthal, 2010; Corneliu, et al.,,

2016; RNAO, 2013).

57. 노인은 통증 표현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중환자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통증

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 이러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증중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NAO,

2013). 노인들은 흔히 급성통증에 추가하여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만성적

장애로 인한 통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AGS, 2009; Cornelius et al., 2016; Hallingbye

et al., 2011).

58. 노인은 성인에 비해 근육이소실되며 지방조직이감소하여 근육으로의 진통제 흡수가느려진다. 노인

은젊은사람에 비해체지방이 20%에서 40% 증가하며 체액은 10-15% 감소하므로수용성 약제의농축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지용성약물은 배설지연으로 인해 반감기가 더 길어지는생리적 변화를 가져온다.

또노인은 간동맥혈류가 감소할수 있으며신사구체여과율과신혈류가감소할 수있다. 이러한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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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의 대사지연으로 인해 배설이 30-40% 감소할 수 있고,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약물의 반감기가 증가하여 체내에 약물이 축적되므로 독성작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Christo, Li, Gibson, Fine, & Hameed, 2011). 따라서 근육주사를 하는 경우 진통제의 효과가 지연되거나

느려지므로 혈청농도의 변화와 반복적인 주사를 하는 경우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Chou, et al., 2016).

[배경]

59-60. 진통제를 선정할 때 진통제의 효과와 약물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병력과 동반질환, 복

용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통증관리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노인의 생리적 변화는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진통제 용량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증량해야

한다. 특히 신기능이나 간기능 저하는 NSAIDs와 마약성 진통제의 배설을 저하시켜 체내에 약물을 과다

하게 축적시키므로 약물투여가 반복됨에 따라 독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Liukas, et al., 2008; 2011;

Abdull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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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통제 선정의 일반적 원칙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59.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잠

재적인 유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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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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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4.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4-1. 급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과 방법
61. 통증의 초기사정시 심한 급성 손상으로인해 2주 이상마약성 진통제

가 필요한 상태인지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심한 통증을 가진 상태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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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는저용량에서 시작하여반응을 확인하면서서서히 조

정한다.
Ⅰ A

63. 급성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통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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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② 약물의 혈중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③ 통증정도에 따라 필요시 PRN으로 진통제를 투여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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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외과적 수술을 받는환자의 80% 이상이 수술후의급성 통증을 경험하는데 이들중수술후통증관리

를 적절하게 받는 경우는 50% 이하로 보고되었다(Apfelbaum, Chen, Mehta, & Gan, 2003).

62. 통증관리의 목적은 통증을 줄이면서도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

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통증관리양식(multimodal regimen)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급성통증에서 마

약성 진통제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의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가 증

가할 때 섬망이나 다른 부작용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통증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Cornelius, et al 2016).

대수술 전에 한개 이상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수술 전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Gabapentin이나

Pregabalin, Acetaminophen 또는 때에 따라서는 Celecoxib이나 국소마취주사제를 수술 전에 사용하는

것이 수술 후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만성적인 통증증후군(예, 환상통)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권고하고 있다. 특히 쇠약한 노인에게서 수술 전 진통제의 투여가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Chaparro, Smith, Moor, Wiffen, & Gilron 2013; Cornelius et al

2016). 수술 전에마약성진통제를투여하는것이 수술후통증이나수술후마약성진통제소모량을감소

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권고하지 않는다(Cornelius, et al., 2016; Ong, Lirk, Seymour, & Jenkins,

2005; Chou, et al., 2016).

63. 진통제 투여방법은 일정에 따른 주기적 투여(around-the-clock, ATC)가 권장되는데 주기적인 투여

는 진통제의 혈중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통증관리유지에 도움이 된다. 진통제의 일회성 투여

(PRN)는 급성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여된다(Cornelius, et al., 2016).

신체활동을 제공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노인에게서 활동능력을 개선하며, 수술 후의 신체활

동으로 유발되는 통증을 조절하여 투여하는 진통제의 요구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Abdulla,

et al., 2013).

4-2.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64.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중 주기적으로 잠재적 부

작용을 포함한 위험과 이득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논의해야 한다.
Ⅲ C

65. 심한 급성통증이아닌 경우마약성 진통제를 정규적으로 사용하지 않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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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는다.
66. 마약성 진통제는 다른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급성 통증(으깸 손

상c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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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흡상태, 동반질환, 장기기능, 현재 투약종류와 마약의 약물동력학(약효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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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 진통제

(immediate-release opioids)를 최소유효용량으로 통증예상 기간(일반적

으로 3일 이내)에 한해 사용한다.

Ⅲ C

71. 급성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며 지속형

은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부터 지속형마약성진통제를 정기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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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점수가 50% 감소하거나 만족스럽게 통증감소가 될 때까지 초기 용량의

25%씩 서서히 용량을 증가시킨다.

Ⅱ B

74. 마약성진통제의투여경로는통증의 원인과 정도에따라 통증을완화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인 안전한 경로를 선택한다.
Ⅲ C

75. 경구투약이 가능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정맥보다는 경구로 투

여한다.

mode

r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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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으로 주입한다. 다만, 노인에게 수술 후 인지장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Ⅲ C

77. 비마약성진통제로 통증조절이 안되거나 비마약성진통제에 약물이상

반응 또는 금기인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정맥주입 할 수 있

다.

Ⅰ A

78. 수술 후전신적인통증완화가필요한 경우 PCA를 사용하여 자가조절

하도록 한다.

mode

r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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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마약성 진통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Acetaminophen(Paracetamol)이나 NSAIDs를 함께 사용

하는 경우 수술 후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약제를 사용할

때에도 Acetaminophen이나 NSAIDs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약을 별도로 사용하

는 것에 비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수술 후 급성 통증에 대한 진통제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Acetaminophen과 NSAIDs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이 두 약제를 각각 사용하

는 것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함께 사용한 것이 통증관리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ng,

Seymour, Lirk, & Merry, 2010).

68. 급성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사용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고한 다수의 연구가 있

다. Ibuprofen이 골절상에서 Codeine이나 Acetaminophen보다 우수하였고 LBP (low back pain)에서는

Codeine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lark, Plint, Correll, Gaboury, & Passi, 2007).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급성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정규적인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는 않는다.

69. 약물오남용과 사망위험성 곡선에 의거하여 급성통증으로마약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 마약성진통

제의 1일 최대 50mg MED를 권장한다. 이 용량을초과하는 경우필요성을서면을제시하고이를근거로

적용해야 한다. 통증감소로 인해 기능이 개선되더라도 부작용이 함께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득과 위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노인 특히 여성에게 특히 저체중인 경우에는 적은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그림

3).

그림 3. Morphine equivalent dosage(mg/d)와 사망률(위험비) 곡선

; 급성 및 만성통증에서 50mg MED 이상 용량에서 사망률 증가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출처: Hegmann, et al., (2014). ACOEM Practice guidelines. JOEM, 56(12), e143–e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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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반감기가긴 약물은 체내에축적되고 독성(호흡억제, 진정 등)을나타내기 쉽다. 급성통증에 반감기가

긴 약물(CR oxycodone, ER morphine, transdermal fentanyl, methadone, levorphanol)의 사용은 피한다.

지속형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는 약물 농도 조절의 필요성과 속효성에 비해 우수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므

로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권고하지 않거나 수술 직후 초기에만 사용한다. 그러나 수술 전부터 지속형 약

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수술 전부터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중지 또는 감소할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권고한다(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cessed December 9, 2015).

72. 반감기가 긴 지속형 진통제는 체내에 축적되어 호흡억제, 진정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 쉬우며, 노인

은 젊은 사람에 비해 일반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최대작용점(peak)이 높고 작용기간이 더 길다. 따라서

반감기가 짧은 마약성 진통제를 우선 사용한다(Cornelius, et al., 2016).

75. 진통제의 투여경로에 대해서 통증의 원인과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통증을 완화하면서도 가장 안전하

며 덜 침습적인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구투여를 먼저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ornelius, et al., 2016; Abdulla, et al., 2013). 경구투여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혈중약물농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삼킴장애가 있을 경우 피부나 직장, 경구점막을 통해 약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hristo, et al., 2011). 또한 진통제의 정맥주입이 경구투여와 비교하여 우월하지 않다고

보고되어 수술 후 통증관리에서도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경구투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하였다(Ruetzler, et al., 2014).

76. 심한 통증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주입하는 것은 약물 농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심한 통증의 경우 약물의 투여시간이 중요하다. 즉, 짧은 시간 신속하게 작용하는 속효성 진통제를

정맥 주입하는 것이 용량조절에 용이하다(Christo, et al., 2011). 그러나 노인에게서 진통제의 정맥주입은

수술 후 인지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Cornelius, et al., 2016).

78. 장폐색이나 흡인위험,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인해 경구복용이나 장내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정맥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를 권고하였다(Chou, et al., 2016). 정맥 PCA는 수 시간 이상 진통제를

필요로 하며 기구를 이해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한다. 연구에서는 6세 이상의 아동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uggiero, et al., 2007). 노인에게 PCA를 적용할 경우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서서히 증가해야 하며 저산소증이나 호흡억제가 나타나지 않는지 자주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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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cova, McNicol, Quah, Lau, & Carr, 2009; George, et al., 2010).

[배경]

79. Morphine은 신기능이나 간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약이 축적되거나 독성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Hydromorphone은 반감기가 짧고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시 Morphine

대신 사용할 수 있다. Hydromorphone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하다(Cornelius, et al.,

2016).

82. 패치형 Fentanyl은 적절한 통증조절과 적정용량도달에 24시간이상 수일이 소요되므로 급성통증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Cornelius, et al., 2016).

83. Tramadol은 acetaminophen과 결합하여 사용하면 통증완화 효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 경증이나 중

정도의 급성통증의 경우 단기간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한 통증인경우 두개의 약제가 모두 일일 최대

4-3.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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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통증에는최대용량을 초과 사용하기 쉬우므로 병용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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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혈성 심부전증, 신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

에게 사용을 피한다.
Ⅱ B

86. 수술 후 오심구토의 위험요인(여성, 금연상태, 멀미나 수술 후 오심구

토 이력,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두 가지 이상 가진 노인에게 수

술 전 Dexamethasone 혹은 Ondansetron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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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초과하기가 쉬우므로 결합하여 투여하지 않는다(Edwards, McQuay, & Moore, 2002). Tramadol

은 등가의 다른 마약성진통제에 비해노인에게 호흡억제발생과위장관 운동기능장애가적게 발생하지만

간기능이나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노인에게서 저혈당과 저나트륨혈증의 위험

이 증가하므로 주의한다. Tramadol은 1일 400mg 이상 사용 시 발작이 올 수 있으므로 300mg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또 Serotonine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약제와 복합치료를 할 때 발작의 위험이나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Cornelius, et al., 2016).

85. Pethidine(Mepheridine)은 중추신경계에 독성이 있어 경련, 발작, 감정변화,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인에서 부작용발생이 더 높다. 따라서 울혈성심부전증, 신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사용을 피한다

(Cornelius, et al., 2016).

[배경]

87. 마약성진통제의 중지를위해 약물을감량하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는질적으로 우수한연구가이루

어지지 못하여 약물을 감량하는 방법(tapering)과 속도는 임상적인 경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Hegman,

et al., 2014).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감소는 매일 또는 2일마다 20-25% 정도 줄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권고하며(Chou, et al., 2016) 노인의 경우 급성통증으로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를 1-2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서서히 감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Cornelius, et al., 2016).

4-4. 급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중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87. 마약성 진통제는 수술 후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면 중지하되 다음과 같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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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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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과 예방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88. 마약성 진통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사정하고 가능한 한 예방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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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마약성 진통제는 약제별로 또 주입방법에 따라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과다용량이나 오용

이 발생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환자가 마약성진통제의 부작용을경험하고 있다(Hegman,

et al., 2014). 그러므로 간호사는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환자의반응의 변화를알아야하며, 환자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가 오심, 구토나 변비, 의식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모니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

다(RNAO, 2013).

90. 마약성 진통제 사용 초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흔히 진정이 발생된다. 일반적

으로 진정은 호흡억제를 유발하므로 진정이 점차 증가되는 경우 호흡억제가 되지 않는지

조기에 민감하게 모니터해야 한다(RNAO, 2013). 노인은 약물의 분배 및 배설 기능의 변

화로 인해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다. 변비 이외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마약성 진통

제의 사용량과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먼저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하는

- 오심/구토

- 변비/장폐색

- 섬망

- 호흡억제 및 진정

- 소변정체(특히 전립선비대증인 경우)

- 가려움증

- 저혈압

- 근긴장도 증가(파킨슨 질환시)

89. 수술 후 환자에게 전신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진정과 호

흡억제, 그 외의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수술 후 초기 또는 약물 용량

변경 시 자주 모니터해야 한다.

Ⅲ C

90. 노인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위험이 높으므로 자주

사정하고 예방적으로 관리한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C

91.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악화시키는 다음 약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

고 조정한다.

- 진정상태 악화약제: 진정제, 신경안정제, 진토제

- 기립성 저혈압 유발약제: 고혈압약, tricyclics

- 섬망유발약제: phenothiazines, tricyclics,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성제제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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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4-5-1.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오심, 구토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92. 오심구토의 발생을 모니터한다. 노인의 경우 오심구토가 흔히 발생하

지는 않는다.
Ⅲ C

93. 변비나 다른 약제사용 등 오심의 원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요인을 먼

저 해결한다.
Ⅲ C

94. 마약성진통제 용량 감소와오심부작용최소화를 위해 비마약성진통

제를 병합하여 사용한다.
Ⅲ C

95. 오심을 유발하는 진통제 사용 시 진토제를 사용한다. 진토제는 노인

에게서 항콜린성 작용(배변배뇨기능장애, 섬망, 운동장애 등)에 대한 민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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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을 위해 배변프로토콜(설사약이나 변완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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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험이 증가하므로 자주 모니터한다.
Ⅲ C

99. 급성섬망이 발생하면 진통제사용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다른

기여요인이 없는지 먼저 사정한다.

· 전해질 불균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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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관

리가 충분히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Ⅱ B

101. 섬망의 위험요인이 없으며 통증완화가 효과적인 경우 마약성 진통

제의 용량 감소를 먼저고려한다. 용량을 감소해도 섬망이 지속되면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단한다.

Ⅲ C

102. 흥분, 환각 및 지각 장애가있는 경우 Haloperidol을투여할 수 있으

며 마약성 진통제의 감량 또는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Ⅱ B

4-5-4.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관리: 호흡억제 및 진정

103.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특히 단독주입) 호흡억제나 진정수준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심한 통증,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노

인, 그리고 폐질환이 있는 노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Ⅲ C

104.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호흡억제 증상(얕거나 불규칙한 호흡, 분당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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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마약성 진통제 사용 초기에 단기적으로 인지장애가 올 수 있다. 급성 섬망은 마약성 진통제 이외의

다른 기여요인에 의해 발생할수 있으며, 특히 수술 후 섬망은 마약성 진통제사용 때문이 아니라 적절히

통증관리가 되지 않았을경우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 인지장애나급성섬망이 발생한경우마약성 진통

제의 용량감량에 앞서 효과적인 통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Chung, Lee, Park,

& Choi, 2015). 즉, 섬망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여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Sieber, et. al., 2011;

Tannenbaum, et al., 2012) 다른 기여요인이 없고 통증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감량을 고려한다.

106. 호흡억제여부를 모니터링할 때 환자의 각성상태와 호흡저하나 저산소증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 사

정해야 한다. 수술 후 호흡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맥박산소측정기, 이산화탄소측정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구의 사용이 간호사의 관찰보다 더 유용하다는 근거는 없다(Chou, et al.,

8회 미만의 호흡수, 무호흡 발생)을 모니터한다. 호흡억제가 나타나는 경

우 마약성 진통제를 중단한다.

105. 호흡억제의 고위험환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감시장치와 지속적인 산소맥박계측기와 같은 기계적인 모니터

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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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정체와 가려움증
108.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소변정체, 가려움증, 파킨슨 질환의 악화 등을

모니터한다.
Ⅲ C

109. 수분섭취배설량을 측정하고 특히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경우 소변정

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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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한 항히스타민제는 노인에게서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

한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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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따라서 이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간호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판단이 필요하다.

4-6. 급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주의점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12. 비마약성 진통제는 경증이나 중등도의 통증에 단독으로도 사용 시

효과적이며 급성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Ⅱ B

113. 경한 통증과 중등도의 통증에 Acetaminophen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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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 Hydrocodone, oxycodone, codeine 등의 약과 병용하는 경우 용량을

모니터한다.

③ 간대사 저하 또는 알코올남용 시 독성 위험 증가로 최대 50-75% 감

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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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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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COX-2 selective NSAIDs는 혈소판 응집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술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심혈관질환이나 관상동맥이식(다른 혈관도 포함) 수술 후의 통증관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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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 -

[배경]

113. 비마약성 진통제는 약하거나 중등도의 통증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급성통증에서 다양한 통증관리

중재의 일환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적절하다(Abdulla, et al., 2013; AGS,

2009). Acetaminophen은 항염증성 제제는 아니지만 혈전형성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NSAIDs에

비해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 수술 후 통증관리에 자주 사용된다(Abdulla, et al., 2013). Aspirin은 연령과

관련한 생리학적 변화(예: 신기능, 간기능 저하)로 인해 위장장애, 출혈 및독성의 발생위험을증가시키므

로 대부분의 노인의 급성 통증관리를 위해 권고하지 않는다(Campanelli, 2012).

117. NSAIDs는 위장관 출혈과 궤양, 심혈관 증상, 신기능장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료제의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장관 장애는 COX-2 selective NSAIDs (celecoxib)을 사용하는 경우 줄어들

수 있다(Li, Zhang, & Cai, 2011). 그러나 심혈관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관상동맥우회술을 하는 환

자에게는 금기이다(Chou et al, 2016;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4).

122. COX-2 selective NSAIDs (Celecoxib)은 단기간 사용 시 nonselective NSAIDs에 비해 초기의 위점

막 손상과 출혈 가능성이낮아 효과적이다. 또 몇몇 연구에서 대수술을 하는 환자에게서 수술 후 통증점

수가 낮았고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lecoxib은 수술 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투여한다. 그러나 심혈관 증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게는 금기이다(Chou, et al., 2016;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4). 신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에

121. Ibuprofen과 naproxen은 다른 nonselective NSAIDs에 비해 부작용

이 적으므로 노인에서 선호하여 사용한다.
Ⅲ C

122. Ketorolac은 수술 후 심한 통증에 사용할 수 있다.

① 노인에게는 권장용량의 50%를 줄이며 1일 총용량은 60mg, 5일 이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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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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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는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nonselective NSAIDs와 마찬가지로 COX-2 selective NSAIDs

(Celecoxib)의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Cho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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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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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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성 진통제에 추가

Ⅲ C

126. 진정 필요시 Diazepam과 같은 장기 약효성 약제보다는 alprazolam

(Xanax), lorazepam (Ativan), oxazepam (Serax)와 같은 단기 약효성 약

제를 우선 사용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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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27. 암환자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고통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

하며 접근해야 한다. 암환자의 다양한 측면의 통증 관리를 위해 다학제팀 접근이 이상적이며, 대처기전

훈련,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등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NCCN, 2017).

128. 세계보건기구의 암성 통증관리 지침은 언어, 문화, 지역, 경제, 임상 상황에관계없이 적용 가능하고

유용한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지침으로 1986년 처음 발표되었다 (WHO, 1996). 3단계 진통제 사

다리에 기초한 지침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적,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Brennan,

Carr, & Cousins, 2007).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5. 만성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5-1. 만성암성통증 중재의 일반적 원칙
127. 암 환자의 통증 관리는 신체, 사회, 정신적 측면을 모두 다루어야 한

다.
I A

128. 암성통증은 세계 보건기구 (WHO) 암성통증관리지침에따라 관리되

어야 한다.
II B

129.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제는 WHO 진통제사다리에 따라 약물을 선택

한다.
I A

130.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제는 주기적으로 투여한다. III C
131. 암성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는환자의 선호도와 순응도를 고려하

여 선택하며, 가능하다면 경구로 투여한다.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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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III C

133. 암 환자에서 기존의 통증관리가 비효과적이고, 통증 관련 스트레스

나 기능장애를 경험할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다. 필요시 비

마약성 진통제와 보조진통제를 추가한다.

moder

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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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을 평가해야한다.

very

low

weak

for
135. 암성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통증 관리에 사용된 모

든 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moder

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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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WHO 진통제 사다리를 올바르게 이용할 경우 약 71%에서 100%의 암성 통증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통제가 투여 될 수 있으며(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2015), 암성 통증 관리 원칙의

보급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Ventafridda & Stjernsward, 1996). 그러나 암성

통증의 관리는 WHO 진통제 사다리의 3단계보다 더복잡하기 때문에경증 암성 통증의관리에 비마약성

진통제와 보조진통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환자에게는 Codein

과 같은 약한 마약성 진통제부터 Morphine과 같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까지로 진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NCCN Guideline (2017)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2015)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일반 원칙]에 통증 강도의 어느 단계에서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조

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알고리듬을 따라 통증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림 4).

130. 진통제의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추가 진통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통제

는 약력학(pharmacokinetics)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되어야 한다(Vargas-Schaffer, 2010).

131. 진통제는 가능하면 경구약으로 투여하며 서방형과 속효성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Hanks et al., 2001). 경구용 Morphine sulfate, Oxycodone, Hydromorphone은 속효성 및 지속형 제재

투여가 가능하며 Fentanyl과 Buphrenophine은 패치형 제제로 투여 가능한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Skaer,

2004), 약물 투여 경로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같은 약물의 경우 투여 경로를 다르게 하여도

효과와 내약성(tolerability)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adbruch, Trottenberg, Elsner, Kaasa, &

Caraceni, 2011).

132. 외래 암환자의 39%, 호스피스 입원환자의 80%가 경험하는 돌발성 통증은(Deandrea et al., 2014)

조절된 기존 통증의 일시적인 악화이며(Portenoy, 2004), 빠르게 시작되고, 통증의 강도가 강하며, 지속시

간이 평균 30분을 넘지 않으나(Zeppetella & Ribeiro, 2006),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4회 이상의 돌발성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통증에 대한 약물중재 요법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낸다(Coluzzi, 1998). 돌발성 통증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예견되거나 통증 시작 직후

에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며, 일일 진통제 총 투여 용량의 10~20%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 시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NCCN,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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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암성통증 선별, 평가 및 치료

<출처. 보건복지부(2015).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 6판, p 10.>

133. WHO진통제 사다리는 진통제 처방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흔히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Cherny, Baselga, de Conno, & Radbruch)(표 1).

<출처. 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2015). 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Cancer

Pain in Adults; National Clinical Guideline No. 9. p 60>

표 1. 암통증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통제의 종류

경증~중등도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Codeine phosphate

•Dihydrocodeine

•Tramadol

•Acetaminophen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Ibuprofen, Diclofenac sodium
중등도~심한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보조진통제

•Morphine sulphate

•Oxycodone

•Hydromorphone

•Fentanyl

•Buprenorphine

•Corticosteroids

•Anti-depressants

•Anti-epileptics / Anti-spasmodics

•Benzodiazepines

•Bisphospho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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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만성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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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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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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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

제의 상대 효능 비율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II C

140.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이 안정된 환자에게 사용한다.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용량의 경구용, 비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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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한다. 볼점막, 설하 및 비강으로 투여하는

Fentanyl이 경구용 Morphine보다 효과 발현이 빠르므로 우선 투여한다.

II A

142. 통증이나 부작용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

(rotation)을 시행한다. 마약성 진통제 전환은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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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마다투여 가능)을 고려하여대상자에게적합

하게 투여한다.

III C

144. 마약성 진통제의정맥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심하거나, 진통제 증

량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및 기타약물의

척수강 내 투여가 가능하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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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5년 이상 암성 통증 치료의 표준(standard)으로 사용된 3단계 진통제 사다리 중 2단계의 약한 마약

성 진통제는 통증이 적절히 조절되지않은기간을 늘리고 효과적인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늦출

수 있으므로 임상의는 현재 나타나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Eisenberg, 2005).

• Codeine (methylmorphine sulphate)은 opium alkaloids로 진통제 사다리의 2단계에서 경증~중등도 통

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Morphine sulphate의 전구 약물로 2~10 %의 Codeine이 CYP2D6 효소를 통해

대사되며 CYP2D6 효소 억제제 또는 유전자 다형성은 환자의 진통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Morphine

sulphate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약 7 %의 백인, 3 %의 흑인과 1 %의 아시아인이 Codeine 대사가 부족하

거나 없어서 진통효과를 볼 수 없다. Codeine은 정제 또는 시럽 형태로 주로 사용되며, '복용량 상한선

ceiling dose-response'이 있다. 이 용량보다 많은 용량은 부작용의 위험만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codeine의 하루 섭취량은 최대 240mg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Codein (60mg)과 Paracetamol

(600-1,000mg)을 함께 투여했을 때 Paracetamol (500-1,500mg)을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진통효과가 우

수하다는 근거가 있다(SIGN, 2008). Straube 등(2014)은 암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다양한 용량의

Codeine의 진통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Codeine이 암성 통증 치료에 위약보다 효과적이지

만 오심, 구토와 변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Straube, et al., 2014).

• Dihydrocodeine은 Codeine의 반합성 유사체로, 경구 투여 시 Codeine과 동등한 진통 효능을 갖는다.

• Tramadol은 경증~중등도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2단계 합성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에 작용하고 경

구 생체 이용률이 65～75 %이며 간에서 대사된다. 경구와 주사 형태가 가능하다. Tassinari 등(2011)은

마약성진통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증~중등도의 암성 통증 환자의 치료를위해 사용된 Tramadol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Tramadol이 암성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이나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약하다고 보고하였다(Tassinari, et al., 2011). 그러나신경병증 통증의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에서 Tramadol의 사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innerup, et al., 2015).

• Tapentadol은 mu-opioid 수용체 작용제와 noradrenaline 재흡수 억제제이다. Kress 등(2014)은 496명

을 대상으로 만성 암성통증 환자의 중등도～심한 통증 치료에 Tapentadol이 Morphine sulphate와 유사

한 효능이 있으며 위장관계 내약성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ress, et. al., 2014). Imanaka 등(2013)

은 343명을 대상으로 중등도~심한 만성 암성 통증 조절 시 Tapentadol과 Oxycodone의 유효성과 안전성

을 평가한 연구에서 Tapentadol의 진통효과가 Oxycodone에 비해 나쁘지 않으며 내약성이 좋고 위장관

계 문제가 적다고 보고하였다(Imanaka, et al., 2013).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가 암성통증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나 환자가 경구로 복용이 어렵다면, 피하, 정

맥 내, 점막하, 경피(transdermal), 국소 및 척수 경로 등 다양한 투여 경로로 대체할 수 있다. Radb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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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1)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Morphine sulphate의 피하 투여가 효과적이며 이러한 다양한 투

여 경로 사이에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피하, 정맥 내, 경피 투여는 마약성 진통제 투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Radbruch,

Trottenberg, Elsner, Kaasa & Caraceni, 2011).

137.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는 중등도~심한 암성 통증 치료를 위한 진통제로 주로 사용된다. 일부 국가에

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사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통증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 Morphine,

methadone, Oxycodone, Hydromorphone, Fentanyl, Alfentanyl, Buprenorphine, Heroin, Levorphanol,

Oxymorphone이 유럽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

Oxycontine과 Fentanyl, Buprenorphine patch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마약성 진통제가

morphine보다 효능 및 내약성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마약성 진통제를 선택할 때는 사용

의 편리성(convenience),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비용, 친숙함(familiarity), 처방하는 사람의 경험과 숙

련도,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Cherny, et al., 2001). 암환자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

(Oxycodone/Naloxone: Targin®)의 사용이 가능하다.

138. 경구용 Morphine sulphate, Oxycodone, Hydromorphone은 속효성 및 지속형 제재 투여가 가능하며

속효성의 경우, 복용 1시간 이내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고 4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지속형의 경

우,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데 2～6시간이 소용되고 효과는 12～24시간 지속된다(Hoskin, et al.,

1989). 또한 Morphine 및 Oxycodone의 투여간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일 총 투여량이 같다면, 4시간

또는 12시간마다 투여하거나 투여간격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나타났다(Kaplan, et al., 1998).

139.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용량으로 가능한 빨리 조절되어야 한다. 용량 적정

(titration)은 수용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적절한 통증 완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빠르게

조절해가는 과정이다. 통증 치료 시 마약성 진통제의 과도한 부작용 없이 적절한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herny, et al., 2001)(그림 5).

진통 효과를 최적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다른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로 대체하는

전환(rotation)은 유용하지만 임상에서 일반적으로사용되는 약물의 상대 효능 비율을 지지할만한확실한

증거는 없다. 전환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이 일부 연구에서 설명되었으나대부분 적은 수의 환자를대상으

로 하거나 종종 연구마다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Radbruch, et al., 2011). 대부분 상대 효능(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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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cies)은 morphine sulphate를 기준으로 하며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상대적 효능(relative potency)을

확인할 수 있다. Morphine sulphate보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서 switching (사용한 약물의 초기 효과가

부적절할 때 치료 시작 후 바로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바꾸는 것)할 때 초기 약물의 양을 경구용

Morphine sulphate의 동등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의

양을결정한다. Radbruch 등(2011)은 동일한마약성진통제 투여 시정맥주사와 피하주사가 진통효과가

유사한 용량에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Radbruch et al., 2011). 환자간의 개인 간 다양성은 고려되어야

한다(표 2).

그림 5. 마약성 진통제 용량 적정

<출처. 보건복지부(2015).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 6판.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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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약성 진통제 동등용량표

Morphine Codeine
Trama

dol
Oxycodone

Hydromorpho

ne
Buprenorphine FentanyI Morphine

(mg/

24hrs)

(mg/

24hrs)

(mg/

24hrs)

(mg/

24hrs)

(mg/

24hrs)

(mcg/

hour)

Burans

(mcg/hou

r)

Transtec

(mcg/

hours)

(mg/

24hrs)

Oral S/C Oral Oral Oral S/C Oral S/C Transdermal Transdermal Oral S/C

5 2.5 60 50 - - - - -
-

5 2.5

10 5 120 100 - - - - 5

See

Butrans

10 5

20 10 240
200

- - 4 2
10 12

20 10

30 15

Titrate to

strong

opioid

20 10
6 3 30 15

40 20

400

8 4
20 18

40 20

50 25 - - 10 5 50 25

60 30

40 20

12 6

See

Transtec

35
25

60 30

70 35 14 7 70 35

80 40 16 8

37

80 40

90 45

Titrate

to

strong

opioid

60 30

18 9

52.5

90 45

100 50 20 10 100 50

110 55 - -

50

110 55

120 60 24 12 120 60

130 65

80 40

- -

70

130 65

140 70 28 14

62

140 70

150 75 - - 150 75

160 80

100 50

32 16 160 80

170 85 - -

Consider the use of an

alternative opioid

75

170 85

180 90 36 18 180 90

190 95 - - 190 95

200 100 - - - 200 100

Converting From Converting To Process

Oral Oral

Codeine Morphine sulphate Divide by 10

Tramadol Morphine sulphate Divide by 5 - 10

Morphine sulphate Oxycodone Divide by 1.5 - 2

Morphine sulphate Hydromorphone Divide by 5

Converting From Converting To Process

Oral(mg/24hrs) S/C(mg/24hrs)

Morphine sulphate Alfentanil Divide by 32

<출처. 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2015). 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Cancer

Pain in Adults; National Clinical Guideline No. 9. p.106>

140. Fentanyl과 Buprenorphine은 패치형 제제로 투여 가능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Radbruch 등

(2011)이 경피 투여의 효과성에 대해 실시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방법의 차

이(경피투여나 정맥주사로 투여)에 따라 약물의 효능과 내약성(tolerability)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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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Morphine sulphate에서 패치형 Fentanyl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차이도 없다고 보고하였다. 경피적 투

여 시 적용 부위에서 국소적 발적(3~27.3 %)과 가려움(3.7~24.8 %) 같은 증상이 보고될 수 있으며

(Radbruch, et al., 2011), 악액질의 환자에서 경피적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다(Heiskanen, et al., 2009).

패치형 Fentanyl은 암성과 비암성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통증이 안정되고 삼킬

수 없거나 위장관계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효과적인 진통제이다. 72시간형 Fentanyl 패치는미세 순환에

들어가기전상피피부층내에저장소를만들어패치적용후 12～16시간에 치료적농도에도달하고제거

후 16～22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만성통증 환자에서 통증의 급격한 악화나 마약성 진통제 관련 부작용

을 예방하기 위해 패치형 Fentanyl을 시작하기 전 속효성의 경구용 약물이나 정맥주사를 이용해 약물의

적정 용량이 조절되어야 한다(Kornick, Santiago-Palma, Moryl, Payne & Obbens, 2003). 패치형

fentanyl은 적절하게 통증이 조절된 후 24시간 마약성 진통제의 요구량에 기초해 용량을 결정한다.

Buprenorphine 역시 패치형 제제로 사용 가능하다. Fentanyl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착한 후 지연 시간

이 있어 패치 부착 후 최소한의 12~24시간이 지나야 효과적인 농도에 도달한다.

141. 돌발성 통증은 강도, 기간, 병인과 병리생태학적 원인 및 약물 요구량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경구와 경점막(transmucosal)의 구출 용량을개별화하여결정해야 한다. 약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약물 사용 가능성, 의사의 친숙성 및 환자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McWilliams &, Fallon, 2013).

돌발성 통증은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통증의 형태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저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면 정상 방출의 경구 제제를 추가로 투여한다. 통증이 다음 진통

제투여전에발생하는경우규칙적으로복용하는약물의용량을늘리거나약효발현 시간을짧게조절할

수 있다(McCarberg, 2007).

• 사건 통증(incident pain)의 치료는 통증이 예상되는 활동을 하기 30분 전에 속효성의 약물을 미리

복용한다(McCarberg, 2007).

• 특발성/자발성 통증(Idiopathic or spontaneous pain)은 3-5분 사이에 최고 강도로 발생하여 30분미

만으로 지속된다. 이러한 통증의 치료에 진통 발현이 늦은 약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볼점막(buccal), 설하 및 비강 경로는 투여 후 10분 이내에 진통효과가 시작되므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Mercadante 등(2007)은 돌발성 통증의 치료 시 Morphine sulfate의 정맥 주사가 Fentanyl

citrate의 경점막(oral transmucosal) 투여에 비해 15분 후 진통효과가 우수했으나 투여 30분 후에는 두

경로 모두 동등한 진통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Mercadante, et al., 2007).

• 정맥 내 투여는 심각하게 조절되지 않은 통증에 신속하게 진통제의 적정용량 조절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피하 투여가 합병증의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선호된다. Radbruch 등(2011)은 정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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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투여 경로의 효과를 비교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정맥주사는 통증 완화의 시작이 빠르나

약의 효능과 내약성면에서 다른 투여 방법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피하 주사와 정맥 주입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며 안전하다(Radbruch, et al., 2011).

Morphine sulphate의 정맥 내 주입은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 피하 주사보다 선호될 수 있다.

① 이미 체내에 정맥 주사 라인이나 port system이 있는 경우

② 일반화된 부종이 있는 경우

③ 피하 투여로 홍반, 아픔 또는 무균 농양을 일으키는 경우

④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⑤ 말초 순환이 불량한 경우

• 피하와 정맥 내 주사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466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11개의 연구에서 검토한

Radbruch 등 (2011)의 연구에 의하면 피하 사용으로 좋은 진통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피하 주

사 바늘 삽입 부위의 국소 독성은 드물었으며, 정맥 내 투여와 피하 경로 간에 전신 부작용(변비, 메스

꺼움 및 졸음)은 유사하였다(Radbruch, et al., 2011).

• Transmucosal fentanyl 제품은 마약성 진통제 내성(tolerant) 환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NCCN,

2010).

142. 마약성 진통제 전환(rotation)은 진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개인 간다양성과

불완전한 교차 내약성(cross tolerance)을 이용한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서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

할 때,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의 초기 용량은 다른 임상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두 약물의 상대적인 효능에

따라 달라진다. 불완전 교차 내약성 현상을 고려하여, 대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특히 높은 용량으로

전환할 때처음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용량 감소를고려해야 한다(SIGN, 2008). 현재약물 감량을 위한

최적의 백분율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지만, 25-50 %의 범위가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다. 임상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환산 비율(conversion ratios)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 이를 뒷받침할만

한 근거는 부족하나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대 효능 비율(relative potency ratios)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Mercadante & Caraceni., 2011).

상대 효능 비율 적용 시 다음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마약성 진통제 간의 상대적인 효능에 대한 현재의 근거 중 많은 부분이 진통제의 단일 용량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이러한 근거는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 작용이나 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사산

물의 잠재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암성통증과 같은 만성적인 임상 현상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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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는 적용성이 제한될 수 있다. 많은 동등진통제 표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진통제 간 전환에 대

한 안내(guide)로서 의미를 갖는다(Mercadante & Caraceni., 2011; Anderson, Saiers, Abram & Schlicht,

2001).

•마약성 진통제의 약동학에서 광범위한 개인 간변동성은연령, 인종, 신장또는 간장애의 유무, 유전

적 변이에 영향을 받는다(SIGN, 2008).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량과 복용 기간, 마약성진통제 전환의 방향, 동시 투여되는 약물은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마약성 진통제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통증의 다차원적 특성은 관찰되는 개인 간의 약동학적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IGN, 2008).

•환자가 관리되고있는 환경 또한 용량 전환 계산에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가 집과같이 모니터링이

덜 집중적인 환경에 있는 경우, 복용량 전환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접근법이 권장된다(Mercadante &

Caraceni., 2011).

따라서, 사용된 상대 약물 효능 비율(relative drug potency ratio)은 단순한 수학적 수치가 아니어야

하며, 근본적인 임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Mercadante & Caraceni., 2011).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모니터링과 용량 적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용량으로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간의 전환

• 1차 마약성 진통제 투여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통증 조절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정량을 투여해야 한다.

143.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용량으로 가능한 빨리 조절되어야 한다. 용량 적정

(titration)은 수용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적절한 통증 완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용량을 빠르게

조절해가는 과정이다. 통증 치료 시 마약성 진통제의 과도한 부작용 없이 적절한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herny, et al., 2001).

모든 환자는 정규적으로 약물을 투여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통증을 위한 ‘구출용량’을 투여

받아야 한다. ‘돌발성 통증의 용량’은 보통 매일 투여되는 총 용량의 +10%에서 15% 정도의 양과 동일하

다. 만일 하루에 4번 이상의 구출용량이 필요하다면, 서방형 제제를 이용한 기본적인 마약성 진통제 치료

를 조절해야 한다.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짧은 약물이 구출약물로서 선호된다. 용량 적

정기간이후에는 서방형마약성 진통제를사용한다. 그러나속효성 마약성진통제는 항상 구출 약물로서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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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척수강 내 마약성 진통제 치료는 견디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진통으로 인해 전신적인 치료

에 실패한 암성 통증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NCEC]),

2015). 척수강 내 마약은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하며 경피적 카테터, 터널형 카테터 등을 이용하여 경막

외 또는 경막강 내로 투여될 수 있다. 척수강 내 투여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전신적인

용량의 20~40%를 사용하여 동등진통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척수강 내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전신투

여량의 10%만이 요구된다.

5-3. 만성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주의점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45. 암성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진통제의 부작용을 평가하고 초기에

중재한다.
III C

146. 마약성진통제의 부작용조절을위해 마약성 진통제를감량 또는전환

(rotation)한다.
II B

147. 마약성진통제로 인한오심 및구토에진토제의투여가권장되나전문

가 의견을 따른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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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완화제를 처방한다.
III C

149.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암환자에게 섬망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

으로 근본 원인을 찾고 치료한다.
II B

150. 초조, 환각 및 지각 장애가 있는 암환자에게 Haloperidol을 투여할 수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의 감량 또는 변경을 고려한다.
II B

151. 암환자에서 기존 용량의마약성진통제사용 중부작용이 발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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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암환자에게 신기능 장애가 있는경우 전문가의조언에따라 마약성 진

통제의 용량 및 투여 횟수를 감소하여 주의 깊게 투여한다.
III C

153. 진행성 간 질환을 가진 암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신중히 사용하며,

투여용량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다.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는 흡수율이 변

화 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하며, 지속형 약물은 주의해서 사용한

다.

III C

154. 암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남용, 중독 및 사망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다른 중추 신경계 작용 약물의 병

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Benzodiazepine계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시 중독, 호흡억제, 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mode

rate

strong

for

155. 암환자에서마약성진통제투여중단시, 금단증상 예방을위해마약성

진통제는 서서히 감량하며, 감량 속도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춘다.

very

low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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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45.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많은 부작용(Lawlor, Lucey, & Creedon, 2009)을 야기할 수 있다.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한 부작용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할 수 있어야 한다. Cherny 등(2010)

의 연구에 따르면 경구용 Morphine을 복용하는 10%~30%의 환자들은 심한 부작용, 부적절한 진통제 투

여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이유로 통증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부작용 정도에 따른

부작용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 한다 (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2015).

① 경증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 감량, 기저 질환의 치료 및 수액요법, 초조/혼동 증상이 심할 경우

Haloperidol 투여 고려

② 중등도 부작용: 호흡수가 분당 8회 이하로 감소하였으나산소포화도가 정상이고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즉시다음투여를생략하거나마약성진통제의 주입을중단하고 주의깊게관찰한다.

환자가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다시 투여하기 전까지 다음 투여를 생략 또는 감량하고

통증을 재사정 한다.

③ 중증 부작용: 호흡수가 분당 8회 이하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비정상이며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

타난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억제의 치료를 위해 Naloxone 투여를 고려하며 주의 깊게 사용

해야 한다. Naloxone의 투여가 진정 작용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기존에 투여하던 마

약성 진통제 투약력을 검토하고, 패치형 제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완화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

한다.

④ Naloxone 투여방법 (NCCN, 2017).

Naloxone 400mcg을 N/S 9mL에 희석하여 환자의 호흡이 정상화 될 때까지 30초～1분 간격으로 40mcg

씩 정맥 주입한다. 환자의 호흡상태 및 통증을 주의 깊게 사정해야 한다.

146.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적정 및 예상되는 부작용 중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전환을 고려한다(Mercadante & Caraceni, 2011). 마약

성 진통제 전환이란, 통증 조절과 부작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음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에서 다

른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Dale, Moksnes, & Kaasa, 2011), Mercadante &

Bruera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전환을 통해 50% 이상의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었다.

147. 이전에 구토를 경험하지 않은 환자의 40% 까지도 마약성 진통제 유발 오심 및 구토를 경험할 수

있다(Campora, et al., 1991). 55개 연구를 대상으로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18개 연구가 주로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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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오심, 구토 증상의 치료에대해다루고 있지만마약성 진통제를투여하는환자에게항구토제를투여

하는 것은 낮은 근거 수준과 연구간 이질성 때문에 권고 등급이 낮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마약성 진통제

로인한오심, 구토를 경험하는암 환자에게 항구토제를투여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투여 경로를 바꿈으로써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Laugsand, Kaasa, &

Klepstad, 2011).

148. 마약성 진통제는 장운동을 느리게 하고,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며 장내 수분 분비를 억제하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만성 암성통증 환자의 20-70%가 변비를 경험하므로(Cherny, et al., 2001), 일반적인 변

비 예방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받도록 한다(Larkin, et al., 2008).

Naloxone과 Oxycodone의 합성 약물인 Targin은 하루 120mg까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었는데,

Oxycodone 단독 사용과 효과는 같으며 변 완화제는 20%적게 처방된 것이 확인되었다(Ahmedzai, et al.,

2015). 따라서 Targin을 복용하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유발성 변비의 발생이 적은 것이 확인되었으므

로 진통제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다.

149. 섬망은 급성으로 발생하고,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조직화되지 않은 생각, 의식 수준의 변화가 특

징인 신경정신적 장애이다. 의학적 상태, 투약, 약물의 독성이나 금단증상 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Inouye et al., 1990). 113명의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섬망

은 진행성 암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며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말기 암 환자가 경험하는 섬망의 50%

는 회복 가능하며 마약성 진통제 및 기타 약물의 투여, 탈수로 인해 악화되고 원인이 되는 약물의 투여

중단 및 감량, 수액요법으로 회복될 수 있다(Lawlor et al., 2000).

150. 마약성 진통제 유발성 인지장애의 중재로 암환자에게 Haloperidol과 같은 약물을 투여한 연구는 없

지만 많은 문헌에서 기타 원인으로 인한 섬망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Haloperidol은 초조, 환각, 지각장애를 경험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Stone & Minton, 2011).

151. 전신컨디션악화에영향을주는 감염, 고칼슘혈증 등과신장및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하며 회복가능

한 악화 요인은 치료되어야 한다(Watson, Lucas, Hoy, Back, & Armstrong, 2011).

152. 암 환자에게 신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약성 진통제는 약동학적 자료나 비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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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2015)(표 3).

① 경증～중등도 신장애

추정사구체 여과율(eGFR)이 30～89ml/min/1.73m2 인 경우로 마약성 진통제의 감량을 고려하면서 일반

암성통증과 같이 치료한다. 신장 기능을 모니터하고 신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교정이 가능한 원인은

미리 교정한다. 악액질, 저단백혈증, 부종, 급성신부전인 경우 GFR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추정사구체

여과율이 참고치의 하한선까지 감소한 경우 즉시 약물을 변경한다.

② 심한 신장애/말기 신장애

추정사구체 여과율(eGFR)이 30ml/min/1.73m2 이하로 감소한 경우이다. 통증이 안정적으로 조절된 환자

에게 사용하는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 발현시간 및 상쇄시간이 늦어 지연된 독성반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Alfentanil과 Fentanyl은 간에서 비활성 형태의 대사물로 바뀌므로 4～5

단계 신장애 환자에게 사용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또한 Hydromorphone은 용량적정

을 주의 깊게 하면서 신장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 통증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Fentanyl 또는 Alfentani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이나 투여빈도를 줄여 사용할 수 있다. 금기가 아니라면 PRN은 정맥 내 투여, 구강 점막, 설하 또는

비강 제제를 사용하도록 하며, 용량 및 투여 빈도를 줄인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King, Forbes, Hanks, Ferro, & Chambers, 2011).

표 3. 신기능에 따른 진통제 용량 권고표

Opioid 사구체여과율(GFR)

Codeine 20～50ml/min: 상용량으로 투여

10～20ml/min: 30mg 4시간마다. 견딜 수 있으면 증량

< 10ml/min: 30mg 6시간마다. 견딜 수 있으면 증량

Tramadol 20～50ml/min: 상용량으로 투여

10～20ml/min: 처음 투여시 50～100mg 8시간마다, 견딜 수 있으면 용

량 적정

<10ml/min: 처음 투여시 50mg 8시간마다, 견딜 수 있으면 용량 적정
Morphine 20～50ml/min: 상용량의 75%

10～20ml/min: 상용량의 50%

<10ml/min: 최저용량 사용, 반응에 따라 용량 적정, 부작용이 지속

될 수 있으므로 지속 방출형 약물은 피함

Oxycodone 20～50ml/min: 상용량의 75%로 시작하여 상용량으로 증량

10～20ml/min: 상용량의 75%로 시작하여 상용량으로 증량

<10ml/min: 최저용량 사용,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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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R: glomerulo filtration rate

< 출처. UK Medicines Information (2014). Which opioids can be used in renal impairment? Retrieved

July 4, 2018 from http://www.ukmi.nhs.uk/activities/specialistServices/default.asp?pageRef=5>

153. 간은 마약성 진통제의대사와 제거에 중추적역할을 하므로 간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약물의 효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다(Hanna, 2011).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완화치료를 위한 믿을만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하나 각각의 환자에게 맞추어 진통제가 투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Watson, 2011). 일반적으

로 간경화나 간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마약성 진통제의 치료지수(therapeutic index)

가 좁아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용량적정도 천천히 해야 한다. 복수가 있는 경우 친수성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sulphate, Oxycodone, Hydromorphone)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Glare, 2005).

154. 약물의존은 65세 이하, 약물 오남용 이력이 있는 경우, 의존 경향이 높은 경우, 우울장애, 정신과 약

물을 복용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었고(Boscarino et al., 2010), 특히 약물 의존과 오남용 이력이 함께 있는

경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56.36, p<.001).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치료 이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 복용 확인과 주기적인 검사가 도움이 되며, Starrels 등(2010)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치료동의서와 소변검사가 약물 오남용의 절대 위험도를 6.5～22.9%까지

감소시켰다고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마약성 진통제의 남용, 오용과 같은위험을 사정하고모니터링 하는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이다. 그러나 암 생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① Screener and Opioid Assessment for Patients in Pain (SOAPP, SOAPP-R)(부록 3-17).

② Current Opioid Misuse Measure(부록 3-18)

③ Opioid Risk Tool(부록 3-19)

④ Brief Risk Interview and Questionnaire

Hydro

-morphone

20～50ml/min: 상용량으로 투여

<10～20ml/min: 감량하여 투여 시작,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량
Fentanyl 20～50ml/min: 상용량의 75%, 반응에 따라 용량 적정

10～20ml/min: 상용량의 75%, 반응에 따라 용량 적정

<10ml/min: 상용량의 50%, 반응에 따라 용량 적정

Alfentanil <10～50ml/min: 상용량으로 투여

Buprenorphine Transdermal: 상용량으로 투여



- 165 -

155. Berna, Kulich, & Rathmell (2015) 은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사용한 비암성통증 환자의 마약성 진통

제를 점진적으로 감량할 때의 전략을 제시하고 구조화된 형식을 이용한 동의서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치

료적관계를 유지할수 있다고하였다. 그러나암성통증환자의 마약성진통제 감량에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NCCN guideline (2017)에 따르면 경한 통증(NRS 1～3)의 경우

통증을 재사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약물을 조정하며 진통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마약성

진통제 및 다른 진통제를 점진적으로감량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마약성 진통제 감량 프로토콜을 참고할 수 있다.

① 금단 증상 예방을 위한 감량 (Fishbain, Rosomoff, & Cutler, 1993)

전날 투여된 마약성 진통제의 25%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80mg의 Oxycodone을 복용하는 환자

의 경우 20mg으로 감량한다.

② CDC (2016)의 Pocket guide: Tapering opioid for chronic pain에서는

(https://www.cdc.gov/drugoverdose/pdf/clinical_pocket_guide_tapering-a.pdf)

· 천천히 감량: 1주당 기존 투여 용량의 10%씩 감량한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간이 긴 환자는 더 장기

간에 걸쳐 감량 한다 (예: 1달에 10% 감량). 만약 환자가 바로 이전에 사용하던 용량으로 다시 투여하

기를 원할 경우 약물 과용의 위험에 대해 상의한다.

· 의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지지: 적절한 심리사회적지지를받도록 한다. 필요시 정신의학전문의와협력하거나약물 남용에대한

치료 및 Naloxone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 감량 중 불안, 우울, 약물 오남용을 주의깊게

살피고 지지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한다.

· 격려: 마약성 진통제 감량 이후대부분의 환자가통증의악화없이 ADL이 향상되었으며 초기에일시적

인 통증의 악화가 있었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도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고 격려한다.

5-4.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약물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56. WHO 암성통증관리지침에 따르면 Acetaminophen과 NSAIDs는 단

독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한다.
I A

157. Acetaminophen 및 NSAIDs는 경한 만성암성통증의 치료에 효과적

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I A

158. 암환자의 통증완화 및기능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약물상호작용과 금

기사항이 없는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 및 보조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mode

r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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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56. Acetaminophen은 WHO 가이드라인에서도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경증~중등도의 통증에 효과와 내약성(tolerability)이 검증되어 있고(Guindon, Walczak, &

Beaulieu, 2007) 암성 통증에 단독 사용 하였을 때도 위약에 비해 효과가 있다(McNicol, Strassels,

Goudas, Lau, & Carr, 2005). 그러나 WHO 3단계의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만 사용하는 환자에게

Acetaminophen을 추가한 뒤 통증을 비교한 5개의 연구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4개의 연구는

Acetaminophen을 추가 투여의 이득을 검증하지 못하였고, 1개의 연구만이 적은 이득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Nabal et al., 2012). 따라서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암성 통증 환자에게 진통효과를 목적으

로 Acetaminophen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NSAIDs 역시 암성 통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WHO 가이드라인에서도 비 마약성 진통제의 첫 번째 약물로 사용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 종류의 NSAIDs가 다른 종류에 비해 효과나 안전성에서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으며

(McNicol et al., 2005), WHO 3단계의 마약성 진통제와 NSAIDs를 병용하는 것에 대한 Nabal 등(2012)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7개의 연구 중 5개의 연구에서 NSAIDs를 추가하였을때 통증이 개선되

는 것이 확인되었다.

158. WHO 암성통증관리지침은 비마약성 진통제 및 보조진통제를 단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Acetaminophen과 NSAIDs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며 보조진통제는 진통제는 아니

지만 진통제와 함께 사용 시 통증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로 항우울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및

국소마취제가 포함된다(National Clinical Effectiveness Committee, 2015).

[배경]

159. NSAIDs의 소화기계 부작용은 나이가 많을수록 (65세 이상), 이전에 궤양이 있었던 경우, 현재 궤양

이나 위장관출혈을 유발할수 있는 약물을사용하고 있는 경우위험성이 높아진다(SIGN, 2008). Rostom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상부위장관계 부작용 예방을 위해 2배 용량의 H2-길항제와 표준 용량의

5-5. 만성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59. 암환자에서 NSAIDs 선택 시 위장장애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확인

해야 하며, 위보호제를 함께 투여할 수 있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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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 pump inhibitor (PPI)의 예방적 투여가 효과가 있으며, 고위험환자에게 COX-2 선택적 억제제 또

는 기존의 NSAIDs와 PPI의 조합이 비슷한 예방효과를 나타내었다.

NSAIDs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COX-2 선택적 억제제는 협심증과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Kearney et al., 2006). 뿐만 아니라 심혈관기저 질환이없고 단기간사용한

환자를 포함한 NSAIDs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Meek, van de Laar, & Vonkeman, 2010), COX-2 선택적 억제제, 고용량 Diclofenac과 고용량

Ibuprofen (일일 1200mg 이상)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arney, et al., 2006; Meek, et al., 2010).

개인별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 위험도를 평가하고 NSAIDs의 선택과 위보호제의 사용에 대해

결정하도록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장관계 부작용의 위험이 없다면 기존의 NSAIDs를 사용할 수 있고,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NSAIDs와 PPI의 조합 또는 COX-2 선택적 억제제 중 선택하도록 한다

(Lazzaroni & Porro, 2009).

[배경]

160. 암성통증에 대해 항경련제 및 항우울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병용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암과 관련된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하였을 때 마약성 진통제 단독 사용하는 경

우보다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차이는 용량적정, 보조진통제 추가, 약물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4～8일 이내에 뚜렷했다(Bennett, 2011). 급성 및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게 300～600mg의 Pregabalin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증량할수

록 졸림,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진통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용량을

개인별로 맞추도록 권하고 있다(Moore, Wiffen, Derry, & McQuay, 2011).

5-6. 만성암성통증의 보조약물(진정제 등)의 종류와 방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60. 암 관련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게는항경련제 및 항우울제를 투여하며

관련 부작용을 관찰한다.
I A

161. 전이성 골질환으로 인한 암성통증 환자에게 Bisphosphonate를 투여할

수 있다.
I A

162. 전이성 골질환으로 인한 암성통증 환자에게 Denosumab은

Bisphosphonate의 대안으로 투여 할 수 있다.
I A

163. 전이성 척추 압박 환자에게 Dexamethasone을 투여할 수 있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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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골병변이 있는 암성통증의 예방 및 치료에 Bisphosphonate의 효과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SIGN, 2008). 암성통증에 있어 골병변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완화시

켜 증상 개선에 도움을준다. 2002년 시행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30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환자에게 골전이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Wong & Wiffen,

2002). 이 연구 이후로 효능과 유용성이 향상된 새로운 세대의 Bisphosphonate (Zoledronic acid,

Ibandronate)가 출시되어 현재 널리 사용 중이다.

162. Denosumab은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를 표적하여 결합하는

단클론 항체로 Zoledronic acid에 비해 유방암 등 기타 고형암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통증 악화 예방에

효과적이며, 통증 완화에는 비슷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antano, et al., 2011).

163. Corticosteroid의 항염증효과는 암 관련 신경병성 통증 및 뼈의 통증에 효과가 있으나(Watson,

Lucas, Hoy, Back, & Armstrong, 2011) 광범위한 사용에 비해 진통제로서의 효과를 지지하는 근거는

많지않고진통제로서의기전도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잘 알려진바와같이항염증효과는 통증

을 감소시키고 기분과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통증에 대한 내성과 진통제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배경]

164. Bisphosphonate의 주요 부작용은 턱의 골 괴사, 신장애, 저칼슘혈증이다. 암 환자에서 턱의 골 괴사

의 발생률은 6～10%로 보고되며 Aminobisphosphonate 사용 여부가 주요 위험 요인이다. 그 외 긴 노출

기간, 고용량 투여, 외상 이력 또는 치과적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위험률이 올라간다. 따라서 턱의

골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여 전 구강 내 감염을 치료하고 침습적인 치과 치료를 피하도록 한다

(SIGN, 2008).

5-7. 만성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 주의점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64. 전이성 골질환으로 인해 Bisphosphonate 및 Denosumab을 투여하

는 경우 투여 전 예방적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
II B

165. 암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Corticosteroid를 단독으로 장기간 투여

하지 않는다.

moder

ate

strong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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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내로 투여하는 Bisphosphonate는 투여 속도가 빠르거나 고용량일 때 신장 독성이 강하며 한 연구

에서 감량하거나 주입시간을 늘렸을 때 신장애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Body, et al., 2003). 또한 약물

이 투여되는 동안 칼슘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 하고 식이로 섭취가 부족한 경우 칼슘과 비타민 D보충을

고려할 수 있다.

165. 암성통증치료에서 Corticosteroid의 효능에 대한결과가 일관되지 않고여러 연구들에서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8주가 경과하였을때 사망을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있으므로

Corticosteroid는 단기간 사용 하도록 한다(Paulsen, Aass, Kaasa, & Dale, 2013). 또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Corticosteroid 수용체의 활성은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Mercadante, Berchovich, Casuccio, Fulfaro, & Mangione, 2007) 주의하여 사용한다.

[배경]

166. 외부 방사선 조사는 일회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조사하며, 제한된 통증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증 부위가 퍼져 있으면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2000년 Cochrane review에 따르면 4～6

주간의 치료 중 2주 이내에 50%의 환자에게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고 52%의 환자는 4주 이내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다. 통증 완화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2주였다(McQuay, Collins, Carroll, & Moore,

2000). 용량 및 조사 횟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진행성 암환자 특히, 병리적 골절이 있거나 재치료가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고용량을 1회성으로 조사하는 것도 효과가 있었다(Chow, Harris, Fan, Tsao, &

Sze, 2007).

167. 신경차단술은 Ethanol 또는 Phenol을 이용하여 신경조직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췌장및 상복부통증

이 있는 환자에게 Celiac plexus를 차단하거나, 하복부 통증 중재를 위해 Superior hypogastric plexus

차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NCCN, 2017).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 Celiac plexus 차단술과 위약

의 통증 감소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량과 삶의 질은 차이가 없었지만 통증감소에

5-8. 만성암성통증의 비약물적 중재는?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66. 전이성 골질환으로 인한통증을 호소하는 암환자에게 외부방사선 조사

를 시행할 수 있다.
II B

167.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어려운 암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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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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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68. 만성비암성통증이란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수주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종양과 같

은 직접적인 통증의 원인이 없고, 급성 통증의 원인인 조직 손상이 회복된 후에도 통증의 정도가 심하거

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Chronic Pain

Management & American Society of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2010).

통증 환자 치료는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를 따라 1단계 경한 통증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우선 처방

하고, 통증이 지속될 때는 2단계로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하며, 심한 통증인 경우에는 3단계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1차 치료법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선택한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6.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

6-1. 만성비암성통증의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168. 만성비암성통증 환자 치료 시 마약성 약물보다 비마약성 약물과 비약

물적 중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low

strong

for
169. 약물 중독 또는 활동성 정신장애가 없는 만성 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비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

용한다.

mod

erate

weak

for

17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충분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물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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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에서기대효과가 위험보다 클것으로 예상되는경우 사용을 고려한다. 마약

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약물적 중재를 적절히 병

용한다.

II B

173. 마약성 진통제사용시에는 치료시작 전과 치료 중 주기적으로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한 위험과 이익, 치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책임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논의해야 한다.

I A

174. 만성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통증관리 상태를

검토하고, 약물을변경하거나 통증 증상또는 동반질환 상태가 변화되는경

우 더 자주 검토해야 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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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중독, 과다 복용 등의 위험 없이 통증 및 기능면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비슷한 통증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NSAIDs, Acetaminophen, 보조약물로는 항경련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및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이 있으며 비약물적 중

재(예; 단계별 운동, 인지행동요법)과 병행할 수 있다(SIGN, 2013).

169.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비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최근 더 빠르고,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위해 약한 비마약성 진통제에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라

는 단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통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 1차 진통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중등도 통증에는 처음부터 약한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강한마약성 진통제를

추가하며, 심한 통증에는 처음부터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또, 통증 강도와 관계없이 통증의 종류에 따라 보조 진통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17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부작용이나 물질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의 병력이 있다면 비마약

성 진통제를 우선 사용하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 결정 시에는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Busse, et

al., 2017).

물질사용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마약의 남용이나 의존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과거력 조사 시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여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물질

남용 또는 의존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성통증 환자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투약 후 비정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171.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정신 사회학적 병력, 현재의 정신상태, 물질남용의 병력을

확인해야 한다(Dowell, Haegerich, & Chou, 2016). 마약중독의 병력이 있는 경우 중독치료를 의뢰하고

우울증 및기타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과의사와상의하여안정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치료

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통증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판단되었던 진통제

용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량이 늘어날 때 마약에 내성이 발생한 것인지, 마약 중독 때문인지, 통각

과민이 발생한 것인지, 동반된 정신질환을 완화시키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Hwang & Shim, 2013).

172.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비마약성 약물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와 비교하여 기대되는 이

익과 위험을 비교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 등의

삶의 질 개선이 그 부작용을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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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한 후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Dowell, et al., 2016; Hegmann, et al., 2014). 초기 평가

시마약성진통제의오남용 가능성에대해평가하고그 위험도에 대비하고 관리해야한다. 마약성진통제

를 사용하는 경우 비마약성 약물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적절히 조합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할 때 통증 및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

173. 만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와 함께통증과 기능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

와마약성진통제사용의이익이위험보다크지않은경우처방을중단하는시기와방법을포함하여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Cheung, et al., 2014).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시작하거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진료를 통하여 과거의 통증 치료에 대한 반응, 통증 양상, 기존 질환 여부, 환자 보호자의 역할 등을 고려

하여 약물을 결정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특성과 사용에 따르는 장, 단기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74. 만성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환자의 기능적 상태, 통증의 완화 정도, 진통제

의 부작용, 삶의 질 등을 평가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통증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 부작용, 환자의 약물 복용 습관 등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을

통한 세심한 조절이 필요하다. 또, 통증 조절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데 통증 치료 후 통증

강도가 감소되었는지, 심리 사회적 기능 향상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약물 복용 행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자의 순응도를 알아보고 약물 중독과 관련된 결과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2. 만성비암성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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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사용을 시작한 경우는 1∼4주 이내또

는 용량을 증가할 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는 매 3개월 또

는 더 자주, 이익과 위해를 평가하고 이익이 위해보다 크지 않다면 치료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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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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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75.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기 전 철저한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마

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남용, 오용, 또는 중독의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비치명적 과다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고려한다면 마약사용 장애와 과다 사용 위험을 환자와 논의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

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한다(Dowell, et al., 2016).

Benzodiazepine을 투여 받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도 있지만(예; 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저용량의 벤조디아제핀 요법을 받는 환자의 중등도의 급성통증) Benzodiazepine계 약

물은 마약성 진통제의 치사용량(lethal opioid dose)을 낮추므로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와 Benzodiazepine

을 동시에 처방하지 않는다.

178. 마약성 진통제는 가장낮은 유효용량으로시작하여 과다 용량/사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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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를 초과하여 투여할 때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재평가를 시행

해야 하고, 90mg MED 이상으로 투여량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mode

rate
B

strong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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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또는 조언을 구한다.
II B

180.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

나 부작용이 있을 때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한다.
low

weak

for

181. 만성비암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90mg MED로 하루 이상사용한

경우 용량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가장낮은유효용량으로 줄이거나 테이

퍼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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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가장 낮은 유효 용량으

로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III C

184. 고용량 사용, 금단증상, 심리사회적 문제 등이 있는 통증환자는 중독

전문가 또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NSAIDs 또는

Acetaminophen으로 바꾸거나 진통제를 완전히 중단한다.

III C

185. 만성비암성통증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다가 테이퍼링 과정에

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학제적 접근을 권장한다.

mode

rate

stro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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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한다. 마약성 진통제 치료 시작 후

또는 용량 증가 후 1～4주 이내에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와 유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 마약성 진통제의

총 용량이 1일 50mg MED 이상일 때는평가 간격을 더짧게 할필요가있다. 평가 시에는 통증과 기능의

개선, 부작용 경험,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사용,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지, 또는

늘려야 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어도 3개월마다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는데(Dowell, et al., 2016), 우울증 또는 기타 정신건강 상태, 물질사용 장애 또는 고용량 사용

(1일 50mg MED 초과), 다른 중추 신경계 진정제 복용 등이 있는 경우 더 자주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용량을 늘리거나 약제를 변경하고, 진통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약물을 함께 사용한다.

177.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통증 강도, 신체기능

수준, 부작용 유무, 치료 목표 성취 등을 재평가하고, 마약성 진통제 남용 및 중독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

은지등을세심하게평가해야한다. 마약성 진통제관련이상행동이 관찰되거나 중독의위험이 높은 경우

주기적으로 소변 약물검사를 실시하거나 약물 중독을 확인할만한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Dowell, et al.,

2016; SIGN, 2013).

178. 마약과 관련된 부작용과 오용은 마약의 사용량과 비례하므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

에서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용량을 증가하여야 부작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동반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초기 용량과 적정 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1일 총 MED를 계산해야 한다. 1일 90mg MED 이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양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용량을 증가시킬 때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 진단, 통증 및

기능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관찰 연구들에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의도적 비치명적(non fetal) 과다

복용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들은 1일

50mg MED 미만을 처방한환자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50～90mg MED를 처방한 환자에서는 발생이 약간

증가하고, 90mg MED 이상 처방한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sse, et al., 2017).

179.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특정한 약제의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이나 고용량 투여에 대해 합

의된 용량이 없다. American Pain Society Guidelines에 의하면 1일 200mg MED 초과 투여를 고용량으

로 정의하는 반면 British Pain Society Guidelines는 120～180mg MED 또는 그 이상을 고용량으로 정의

하고 있다(British Pain Society, 2012; Chou,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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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일 용량이 180mg MED를 초과하고 특히 통증과 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통증 전문가에

의뢰하도록 권고한다(SIGN, 2013).

180.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이란 하나의 마약성 진통제에서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내약성이 있거나 약물로 인한 진통이 부적절한 경우 다른 약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IGN,

2013). 약물의 전환은 약물 내성을 줄이고, 진통효과를 향상시키며,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Vissers, Besse, Hans, Devulder, & Morlion, 2010).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동등

효과용량표를 사용하는데, 지난 24시간 동안투여한 마약성 진통제 총량을계산한후 동등효과용량표를

이용하여사용할 마약성진통제의 용량을계산한다. 그러나최근마약성진통제 전환에대한사례를 검토

한 결과 용량 전환비율의 오류로 치명적이거나 거의 치명적인 과용량 발생의 사례가 있었다(Webster &

Fine, 2012). 과다 복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계산된 등가 용량보다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고,

통증 완화와 부작용 사이의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시 적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anadian

Guideline은 이전의 Morphine 등가 용량보다 25～50% 적은 양으로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usse, et al., 2017).

181.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의 감소는 인지 손상 및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의도적 과다 사용을 포함한 부

작용을 감소시킬 수있다. 그러나용량감소가통증을 증가시킬 수있고, 기능저하또는마약성 진통제의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감량한다(Busse, et al., 2017).

182.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거나 중단할 때는 통증이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테이퍼링

(tapering)을 하고 마약성 진통제 금단 증상및 징후를 관찰해야한다. 테이퍼링계획은 환자의 통증 조절

목표와 상태에따라다를수 있는데가능한 지속형제제만을 사용하여 계획된용량만을투여하고, 급격하

게 줄이는 것보다는 1～4주에 걸쳐 총 용량의 10%씩 줄여서 기존 용량의 20%가 남았을 때부터는 5%

감량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Berland & Rodgers, 2012).

정신과 의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통증 관리를 최적화하고 필요에 따라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안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Dowell, et al., 2016).

183.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진통제 사용을 조절하고 결정한다.

마약성진통제치료의유지여부는정기적으로약물사용의결과를평가하여통증의완화뿐아니라환자

의 삶의질의 호전까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신과적 내과적동반질병의 변화, 변비등 부작용 유무,

약물관련 이상행동 유무, 중독증상 또는 약물 오용 등을 확인한다. 마약성 진통제 치료는 통증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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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신체기능 및 삶의 질이 개선된 경우, 또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점차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

184.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찾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적절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위해 오용 또는 중독에 대한 경고 등을 포함한 교육과 상담

을시행해야 한다. 마약약물남용이나 정신과적인과거력이있는환자는보다자주엄격한 방법으로 평가

후마약성진통제를투여하고정신과의사또는중독관리전문가에게 의뢰가필요하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

185. 마약성 진통제 테이퍼링 과정에서 기능적 또는 심리적 손상,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의한 이상 행동,

물질사용장애등이 새롭게또는다시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필요시여러전문가를포함하여다학제

적으로 접근한다(1차 진료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중독전문가,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 등).

[배경]

186.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오심과 변비와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6-3. 만성 비암성 통증의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주의점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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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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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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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할 때와 치료 중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III C

189.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만성 또는 아급성 통증 환자에

서 다음과 같은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중단한다.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약물 과다 사용이나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부작용 발생시(예: 약물관련 이

상행동)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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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정한다. 변비는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발생한 변비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변 완화제 처방을 고려한다.

오심도 흔한 부작용이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내성으로 사라질 수 있다. 심한 경우에

는 진통제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하고 항구토제를 사용한다.

진정/졸림도 마약성 진통제 복용 초기에 발생하나 시간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증세가 심한 경우 진통제

를 교체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한다.

187. Benzodiazepine계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의 치사용량을 낮추므로초기 사정시 복용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한 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만약 감량이나 중단이 어렵다면 마약성

진통제의용량을 소량씩천천히올려야 한다. 특히고령환자나 정신질환이동반된환자에게는 더욱 용량

적정에 주의해야 한다(National Opioid Use Guide Group, 2010).

Benzodiazepine 약물은 갑자기 중단했을 때 반동불안, 환각, 발작, 정신 착란의 떨림, 그리고 드물게사망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감량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상태를 상의하여 치료목표의 우

선순위를 정하고, Benzodiazepine과 마약성 진통제의 동시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치료를 조정해야 한다.

188. 만성비암성통증환자의경우마약성진통제의 높은사용량, 위험한약물조합 또는다른의사가처방

한 규제 약물 처방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데이

터를 검토한다. DUR 데이터에서 가능한 모든 마약 처방전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에

게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환자와 상의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시작할 때와 치료 중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89. 마약성 진통제의사용에도 불구하고뚜렷한통증의감소나기능의회복이 없을경우, 과다 사용또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나타나 약물관련 이상행동을보일경우, 치료목표에어긋나는경우마약

성 진통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6-4.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

E
190. 만성비암성통증 조절을 위해서 비마약성 진통제로 Acetaminophen과

NSAIDs를 단독 사용 또는 병용한다.
I A

6-5. 만성비암성통증의 비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

E
191. NSAIDs를 사용할 때 혈관 및 위장관 위험(예: 출혈, 천공 등)을 고려

해야 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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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Acetaminophen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한 또는 중등도 만성 통증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NSAIDs와 유사한 진통효과가 있으면서 위장관계 안전성이 크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

한 통증에서는 1차 선택 약제로 사용할 수 있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서는 단독요법보다는 주로

NSAIDs나 마약성 진통제와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Acetaminophen은 시상하부에서 prostaglandin

합성을 억제하여 통증의 역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진통작용을 얻을 수 있지만, 말초조직에서는

cyclooxygenase를 통한 prostaglandin synthetase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은

미미하다.

NSAIDs는 Acetaminophen으로 잘 조절되지않는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적이고 마약성 진통제와같이

사용할 때 상승효과가 있어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NSAIDs의 작용기전은 cyclooxygenase

(COX)-1, 2를 억제하여 염증작용을 억제하고 진통효과와 해열작용을 나타낸다.

COX-1은생리적기능즉, 위점막의 산분비를억제, 점액분비 촉진, 위·식도 괄약근의긴장을 유지, 신혈

관을 확장하여 체액 감소 시 신혈류량을 유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prostaglandin 합성에 작용하고,

COX-2는 정상적으로는 거의 검출되지 않다가 염증성 자극에 의해 유도되어 염증을 유발하는

prostaglandin 합성에 작용한다. NSAIDs는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 전이에 의한 암성 통증이나

염증 소견이 증가되는 질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191. NSAIDs의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 출혈, 신장 독성, 골절 치유의 억제 등이 있다. NSAIDs의 장기

사용 시 소화기 부작용 예방을 위해 Misoprostol 또는 Proton Pump Inhibitor (PPI)를 같이 처방하거나

‘COX-2 선택 억제제’를 사용한다. Celecoxib와 같은 ‘COX-2 선택 억제제’가 개발됨으로써 위궤양, 위출

혈 등 소화기 부작용의 위험성이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혈액응고 장애 및 혈소판 감소증 등 출혈 경향이 있거나 위궤양, 신기능 저하 등이 있는 환자

에서는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한다.

6-6. 만성비암성통증의 보조약물의 종류와 중재방법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92. 만성비암성통증에 보조약물로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국소 진통제 등을

사용한다.
I A

193. 만성통증 환자에서 중등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 최적화된 항우울제 치

료를 고려해야 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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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만성비암성통증에 사용되는 보조진통제로 항우울제, 항경련제, 그리고 국소진통제가 있다. 기존 진

통제와 병용 시약물의 용량을줄여주고, 상승작용에의해진통효과가 비슷하거나 더크게나타나기때문

에 통증의 강도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항우울제는 NSAIDs 다음으로 통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뇌간의 여러 부위에서 척수에 이르

는 하행성 통증억제신경회로에서 세로토닌(serotonin)이나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막고 나트륨 통로(Na+ channel)를 차단하여 손상된 신경의 이소성 방전(ectopic

discharge)을 억제하여 진통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Obata, 2017).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우

울제는 삼환계 약물(tricyclic agents),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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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경병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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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phine이

나 Oxycodone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추가를 고려한다. 마약성 진통제 사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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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제

로 사용하거나 경구용 제제로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있

다.

I A

6-7. 만성 비암성 통증의 보조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점은?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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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성 빈혈, 백혈구 감소증 등).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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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I)가 있다.

항경련제로는 Gabapenti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신경병증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

Carbamazepine도 신경병증성 통증에 효과적이며, Pregabalin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에도 사용

된다. 국소 진통제로는 국소 NSAIDs가 주로 사용된다.

193.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만성 통증과 함께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를 동반하는 사례가 많다.

지속적인 통증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통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더욱 심한 우울증을 유발

한다. 우울증은 통증 역치를 감소시키고 진통제의 요구량을 증가시킨다(Bair, Robinson, Katon, &

Kroenke, 2003). 만성 통증환자에서 적절한 항우울제의 사용은 통증환자에서 동반되는 우울증, 불안장애

및 불면 등을 감소시키고 진통제의 효과를 상승시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항우울제를 선택할 때 약

물반응 과거력, 약물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4. 삼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은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와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항우울제 중 1차

약제로 선택된다(Centre for Clinical Practice at NICE, 2010; Rico-Villademoros, Slim, & Calandre,

2015). 만성통증에 사용하는 Amitryptiline의 용량은 우울증에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용량을 사용하는데,

우울증인 경우에는 100～300mg까지 처방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1일 25～50mg을 수면 전 투여하

고 필요시 1일 150mg까지 점차적으로 증량한다(Lexicomp, 2018).

195.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는

중추 신경계 신경 접합부에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시냅스의 세로토닌

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통증을 조절한다. Duloxetine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

프린 재흡수 모두를 균형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뿐 아니라 항불안과 항우울에도 효과가

있다. Duloxetine의 용량은 1일 60～120mg이고, 부작용인 오심을 줄이기 위해 1일 1회 30mg에서 시작하

여 1주일에 걸쳐 1일 60mg까지 증량한다(Lexicomp DB, 2018 [Internet]). 당뇨병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

섬유근육통 환자, 무릎 골관절염 이외의 모든 유형의 골관절염 환자 등에서 사용된다. Duloxetine은 골관

절염 치료 시 Pregabalin, Gabapentin, NSAIDs, Tramadol, 골관절염 원인 치료제 등과 병용투여가 가능

하다(Lexicomp, 2018).

196.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로는 Fluoxetine,

Citalopram, Paroxetine 등이 있다. RCT에 의하면 섬유근육통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Fluoxetine

이다(Arnold,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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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이 시냅스 후 신경말단에서는 통증을 억제 시키지만 시냅스 전 신경말단에서는 오히려 통증

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Fluoxetine은 세포의 시냅스 전 말단에서의 세로토닌 재흡수를 특이적으로 억제함

으로써 시냅스 내에 세로토닌이 오래 머물게 하여 초기 시냅스 내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 진통작용을 한

다. 초기 1일 1회 20mg으로 투여하고, 2주에 걸쳐 1일 최대 8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Lexicomp, 2018).

197. Gabapentin과 Pregabalin은 전압의존 칼슘통로(voltage-dependent calcium channels)의 알파2-델

타 서브유닛(alpha-2-delta subunit)에 작용하는 약제로 글루타메이트(glutamate),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 물질 P(substance-P) 등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

화시킨다.

Gabapentin은 신경병성 통증(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신경병성 암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척추 손상 후 통증 등)에 1차 또는 2차 선택 약제로 쓰이고 있다. Gabapentine의 약동학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처음 투여시 첫째 날에는 저녁에 300mg, 둘째

날에는 점심 300mg, 저녁 300mg, 그 후에 1일 3회 투여하여 하루 용량 1,800mg까지 증량한다. 부작용과

진통 작용을 고려하여 1일 최대 3,6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보통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1일 용량은

1,800～3,600mg이다. Gabapentin은 매우 안전한 약제로심각한 약물상호작용이 없으나 가장 흔한 부작용

으로 졸림과 어지럼 등이 있다(Lexicomp, 2018).

198. Pregabalin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 포진 후 신경통 등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환

자에게 사용된다. 약동학이 일정하여 용량에 비례하여 효과가 증가하고 흡수와 분포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어 임상에서 사용하기가 더 용이하다.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의 1일 용량은 150～600mg으로 초기에는 1일 2회 75mg씩 아침과 취침 전

(150mg/일) 복용하고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3-7일 간격으로 150mg씩 2회(300mg/일)까지 증

량할 수 있다. 이후 필요 시 1일 최대 6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1일 목표 용량에서 내약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용량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Lexicomp, 2018).

섬유근육통 증후군 치료에 있어 Pregabalin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1일 300-450mg로 1일 2회

투여한 Pregabalin이 대조군에 비해 진통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Tzellos, et al., 2010). 섬유근

육통 환자의 1일 권장용량은 300～450mg이다. 1일 300mg에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1주일 이내에

1일 2회 225mg씩(450mg/일)까지 증량할 수 있다(Lexicomp, 2018).

Pregabalin의 용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은 내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몇 주 동안 적절한 용량을

투여한 후반응이 나타나지않으면 다른 약물을시도한다(SIGN, 2013). 이 약의투여를 중단할 경우 적어

도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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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uropean Federation of the Neurological Society에서는 삼환계 항우울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

린 재흡수 억제 항우울제, Gabapentine, Pregabaline을 신경병성 통증의 1차 선택 약제로 추천하고 있다

(Attal, et al., 2010). 통증이 심하거나 통증이 악화되었을 때는 2차 선택 약제로 마약성 진통제와

Tramadol을 고려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내성, 중독, 의존, 남용등의 위험이있어 2차 약제로선택된다. 그러나여러종류의마약성

진통제가 대상포진 후 통증, 당뇨병성 통증 등 여러 신경병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an,

Tian, & Tey, 2013; Gaskell, Moore, Derry & Stannard, 2014). 3차 선택 약제로는 오래 지속되는 마약성

진통제(서방형 Oxycodone, 펜타닐 패치)를 정규적으로 투여하면서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가

능한 가장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천천히 줄여 다른 약제로 대체하여야 한다.

200. Carbamazepine은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voltage-gated Na+ channel)의 회복률을 늦춰 길항하는

효과가 크고 중추 신경에서 가바(gamma-aminobutyric acid, GABA)에 의한 억제 효과를 증진 시킨다.

Carbamazepine은 삼차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서 효과적이다. 1일 200～

400mg에서 시작하여 증상에 따라 800mg까지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증량 시킨다

(Lexicomp, 2018).

201. 국소용 NSAIDs는 NSAIDs의 위장관 부작용 및 신독성을 감소시키고자 피부로 흡수되는 젤(gel)이

나 패치(patch) 형태로 사용된다. 적용부위 조직 내 COX-2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경구용 제제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부를 통과하여 혈류에 흡수되기 때문에 연골이 있는

심부조직까지 직접 투과할수는없어경구용 제제의 보조제 혹은 경구용 제제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 부작용으로 가려움증, 발진 등이 보고되고 있다(Hochberg,

et al., 2012).

국소용 Capsaicin은 처음 바르면 C-섬유의 말초종말에 작용하여 물질 P (substance P)을 유리시켜

신경성 염증을 일으켜 심한 작열통과 통각과민을 유발하나, 반복하여 바르면 C-섬유를 비활성화 시키거

나 파괴시켜 중추나 말초에서 물질 P를 고갈시키므로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부작용으로는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홍반이 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화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0.025%와 0.075% 제제가 있

으며 대개 4주간 1일 4회씩 도포하는 것이 추천된다. 증등도 이하의 골관절염에서 경구진통제 혹은 소염

제와 함께 사용될 수있는 보조치료 혹은 대체요법으로서 고려할 수있으나(Hochberg, et al., 2012), 도포

부위에 심한 작열감으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2. Carbamazepine 투약 시 무과립구증,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구 감소증 등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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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피부 병변이 보고된 바가 있어 사용 초기와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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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3. 비약물적 중재는 진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며,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의 효과를

향상시키고(Lautenbacher et al., 2011; McCormack, 2009; Wanich, Gelber, Rodeo, & Windsor, 2011), 사

용하는 약물의 용량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약물적 중재를 대처하지는 않는다(Buffum, et

al., 2006). 또한 고령자의 통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Chou, et al., 2016).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7. 통증중재의 비약물적 방법

7-1.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일반적 원칙은?
203. 비약물적 통증중재는 약물중재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

한 방법으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➀ 물리적 요법
- 표재성 피부자극 : 냉/온요법, 진동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 수동적 및 능동적 관절범위운동

- 유아에게 공갈젖꼭지, 마사지, 달래기

➁ 인지행동요법
- 이완요법

- 심상요법

- 전환요법

- 음악요법

➂ 맞춤식 통증관리교육

I B

204. 통증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위중재를 고려한다.

➀ 편안하고 치유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예: 적절한 조명 및 소음 감소, 사생활 보호, 방문자 제한 )

➁ 최적의 안위와 기능을 위해 체위와 신체선열을 유지한다.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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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교육

을 시행하며, 필요시 이해하였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III C

208.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약물적 중재와의 상호작용 가능성

을 평가한다.
I A



- 194 -

대상자가 선호하는 비약물적 중재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게 하며,

이들 선택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한다(Narayan, 2010).

비약물적 중재 방법을 탐구하고 선택하는 맞춤식 교육중재는 수술 후 통증관리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Chou, et al., 2016; Tracy, 2010).

205. 환자가 통증에 대한 자기조절력을 높이기 위해 선호하는 속도로 움직이도록 하고 선호하는 비약물

적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Abdulla et al., 2013). 또한 통증 조절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증을 무시하면 통증 강도가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Pellino et al., 2005).

환자의 선호도는 비약물적 중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중요하다(Delgado-Guay et al., 2011).

206. 통증관리팀은환자의속성과통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위한 약물적, 신체적, 심리적 중재를 계획

하고 수행한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는 전환, 이완요법 또는 심상요법과 같은 일부 기술을 방해할 수 있다

(Abdulla, et al., 2013).

207. 노인의 통증은 성인과 다르게 인식되고 치료되어져야 한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시각, 청각 및 인지

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통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통증강도가 올라가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비약물적 중재를 사용할 때는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노인 통증 환자에게 통증완화 방법의

이용가능성을 알려주고 통증과 관련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RNAO, 2013).

208. 비약물적 중재는통증관리를 위해 약물적 중재와 함께 사용된다.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을관리

하기 위해 비약물적 중재를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약물적 중재를 통증의 특성, 연령, 문화적 신념,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처

방된 약리학적 중재와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비약물적 중재는 효과성이 가장 좋

은 근거에 의해 제안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통증관리를 위한 비약물적(신체적, 정신적)중재의 사용에

관한 최신정보에 근거해야 한다(Curry-Narayan, 2010; RNAO, 2007; Schofield et al., 2008).

7-2. 비약물적 통증중재의 종류는?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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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원위부 반대쪽 부위)에 적용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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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예방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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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냉요법은급성외상, 출혈, 염증, 부종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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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할 수 있다.
III C

214. 진동

진동은고빈도진동으로수행되어야하며최대 30분간 하루에 2-3회 시행한

다.

III C

214-1. 진동은오랜자극시부위를마비시킬 수있으므로 쉽게 상처를 입는

환자, 혈전정맥염 부위, 피부가 손상된 부위, 편두통 또는 소리나 운동으로

악화되는 기타 두통이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III C

215. TENS 는 통증관리에 위한 다면적 접근법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➀ 적응증 :
- 만성통증(예: 요통, 목 및 환상사지통증 등)

- 비만, 신경증

- 노인의 수술 후 통증 등

➁ 금기
심방박동기, 제세동기 삽입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II B

216. 환자의 상황에따라 통증관리를 위하여 수동 및능동운동을시행한다. I A
217. 마사지

➀ 급성수술 후 통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사지요법을 시행할수있
다.

➁ 암 생존자에게 스트레스와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데 스웨덴
마사지와 반사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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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악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II B

219. 이완요법

➀ 이완요법은 약물적 중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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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욱 효과적이므로 함께 사용한다.

③ 통증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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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9-213. 온요법은혈류량을 증가시켜 근육이완,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비약물적 중재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적용시간과 간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상간호사의 온요법의 간호실무 현황에서는 보통 온요

법 적용시간은 최소 2.5분에서 90분까지 다양하고, 평균 적용시간은 23.69±14.39분이었으며, 적용 간격은

0분에서 720분까지의 큰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적용간격은 26.90±51.92분이었다(Yoon & Shin, 2016). 온

요법은 보통 5도에서 약 5～30분간 지속 시 생리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통증과 불편감 감소에 효과가 있

다고 한다(Shin, 2015). 그러나 같은 부위에 30분 이상이나 48.8도 이상의 고온 적용 시 조직에 울혈이

생기고 반동성 혈관수축으로 조직 대사가 감소되며, 오히려 통증과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화상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한다(Hocutt, 1981; French, Cameron, Walker, Reggars, &

Esterman, 2006).

냉요법이란 간호중재분류(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의 정의에 따르면, 통증, 근육수축

및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냉을 사용하여 피부와 조직을 자극하는 것을 말하며(Bulechek, , Butcher,

Dochterman, & Wagner, 2013), 온요법과 반대되는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며 신경말단 흥분을 억제하여

국소마취의 효과를 유발한다(Hocutt, 1981). 근육으로 가는 신경말단의 활동이감소되어 근육경련이 감소

되고 신경섬유를 차단함으로써 신경말단에 직접 작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Kang, 1990). 냉요법은 통

증을조절하기위해주로사용되며, 냉요법을적용하는 방법은연구마다많은차이가있어지침이 필요하

다 하였다(Shin, 2015). 2018년 냉요법 간호실무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통증감소와 관련된 107편의

연구 중 65편에서 냉요법을 적용하여 통증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냉요법의 적용시간은 침습범

- 음악청취, 비디오 또는 TV시청

- 노래 부르기

- 기도

- 자기진술(self-statements)

- 유아 : 공갈젖꼭지 물리기

④ 전환요법 시 부정적인 감정자극을 피하고, 긍정적인 감정자극이 되도

록 환자의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221. 음악요법

➀ 음악요법은 고관절 수술, 무릎수술 후 통증, 급성혼돈, 섬망을 줄일 수
있고 회복기동안 치료적 환경, 안락함, 친밀함을 증진시킨다.

➁ 음악을 제공할 때는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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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작은 부위에는 최소 2분에서 최장 5분, 침습범위가중간인 흉관 삽입, 회음절개부위에는 10～20분간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침습범위가 큰 경우에는 최소 15분에서 30분까지의 적용이 통증감

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국소적 냉요법의 적용시간은 일회 20～30분

이였고, 냉요법의 적용부위로는 환자의 컨디션과 선호도, 목적에 따라 외과적 상처부위와 급성조직상해

부위에 적용한다(Shin, Kim, An, & Lee, 2018). 이러한 냉요법은 방수팩 등 찬물을 담은 천포, 또는 수제

포로 덮여 적용되어야 한다(Adams & Arminio, 2008).

214. 특정한 부위에 아주 작은 진동을 줌으로써 그곳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물리요법으로 마사지와

비슷한 진정효과를 보이며 노인이 선호한다.

진동요법은 최근 진동운동기구를 이용하며, 진동을 일으키는 유형에 따라 기계식, 음파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플랫폼의 궤적에 따라서는 플랫폼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운동, 중앙선을 기점으로

시소처럼 움직이는 교차운동, 스프링궤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복합운동으로 분류된다. 또한 진동운동

의 강도는 진동수(frequency, Hz), 진폭(amplitude, mm), 운동시간(duration, min) 등으로 결정한다. 운동

시간은 신체가 진동에 노출된 시간을 나타내는데 운동 형태와 즉각적 효과에 따라 처치강도가 다르며

진동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빈도수에 따라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Kim, 2018).

215.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는 물리치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 피부에 전극을 붙이고 전극을 통해 다양한 전기가 흐르도록 하여 치료적 효과

를갖게한다. 보통저주파 전류를이용하여피부의말초감각신경을 지극하여 다양한원인으로 초래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급성, 만성통증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만, 신경

증 및 마약성 진통제 사용 환자에게는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Sluka, Bjordal, Marchand, & Rakel, 2013).

사용방법으로는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강도의 자극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수분공급과 여분의

젤 또는크림을 사용하여 피부저항을 낮추고 편안함을 증진시킨다(Rakel & Herr, 2004). TENS는 주파수

빈도와 자극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빈도는 1～100Hz, 강도는 0~100mA 사이에서

사용하며 빈도와 자극강도, 적용시간은 증상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한다(Park, 2012).

216. ROM (Range-of-motion)운동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지지한다. 또한 만성통증환

자 관리에 있어서 운동은 형태와 관계없이 권장되어진다(SIGN, 2013). 그러나 사지운동이 환자의 치유과

정을 방해할 때는 금기사항이 된다(Hasegawa, et al., 2010; Hochberg et al., 2012; Williams, Brand, Hill,

Hunt, & Moran, 2010; Yip, Sit, Wong, Chong, & Chu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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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사지로 피부의 대섬유를 자극시켜 척수의 관문을 닫게 하고 , 근육을 이완시키며 진정작용이 일어

나게 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Yoon & Cho, 2000).

마사지는 근육경련 및 긴장을 완화시켜 순환을 개선하고 부종을 경감시킨다. 또한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고 안락함을 증가시키며, 보통 등, 어깨, 두피, 목 손발에 한다.

마사지는 따뜻한 윤활제를 사용하고 부드럽고 천천히 시행한다. 강한 마사지나 마찰로 인해 피부가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Rakel & Herr, 2004).

스웨덴 마사지는 스웨덴의 Pir Henrik Ling (1776-1839)에 의해 19세기에 걸쳐 대중화 하였다. 쓰다듬

기, 주무르기, 손바닥이나 손 압착, 두드리기와 관절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근육흔들기 등 다양한 방법

을 고안하였으며 1913년 스톡홀름 왕실 중앙체육 연구소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하였

다. 스웨덴 마사지가 근육에 미치는 효과로는 마사지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함으로써 이

완을 도와준다. 191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대중적인 이름을 가지면서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부

르게 되었으며 국내에 1998년도에 처음 소개 도입되었다고 한다(Lee, 2010).

반사요법이란 손이나 발에 신체 상응하는 반사구와 경맥을 반사지압법으로 자극시켜 기의 흐름과 장

기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마사지의 한 방법으로(Arnold, 1999), 통증완화, 기분상승 및 우울감소에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된다(Oh & Ahn, 2006).

지압(acupressure)은 환자의 여러 반응점을 자극하여 경맥을 소통시키고, 막힌 것을 열어 주며, 인체

의 여러 복잡한 생리적 및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몸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Kim, 2003), 경락과 그

위에 있는 경혈을 눌러 기와 혈을 잘 소통시켜 통증 등의 이상증세를 치료 할 수 있다고 보았다(Choi,

2008).

침술요법은 비약물적 중재로 수술 후 통증관리에서 마약성 진통제 복용감소 및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Ernst, Lee, & Choi, 2011; Hochberg et al., 2012),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통증에 효과적으로

통증감소와 운동범위를 개선시켰다는 보고가 있다(Mikashima, et al., 2012).

218. 인지 행동적 중재는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대처기전을 방해하는 생각과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통증의

해석과 경험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Herr & Kwekkeboom, 2003), 통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환자가 통증평가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촉진한다. 이 중재는 환자가 집중하고 배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이

중재에 좀더 집중하고참여할수 있기 위해서 진통제로통증이비교적 잘조절되었을 때이 중재를시행

한다(Titler & Rakel, 2001).

219. 이완이란 비교적 골격근의 긴장과 불안이 없는 상태, 마음과 근육이 평온한 상태를 말하며(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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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2000), 이완요법이란 마음을 훈련시키고 근육을 완화하고 교감신경계 활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라

고 한다(Dossey, 1984).

이완요법은 수술 후 통증과 고통(걱정,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행과 같은 활동 후

시행되어진다. 이완요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환자가 배우고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수술 전 시행하였을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수술 전 환자의 협조를 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Rakel, & Herr, 2004). 이완요법은 두통, 복통, 허리통증 등 다양한 통증상태를 가진 소아

나 청소년에게 급성, 만성 통증에 효과적이다. 이완요법으로는 심호흡, 심상요법, 점진적 근육이완, 명상

등이 있다(Agoston & Sieberg, 2016).

220. 전환요법이란 청각, 시각, 촉각자극에 주의를 집중시켜 통증자극의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전

환자극이 멈추어지면 통증으로 집중되어진다(McCaffery & Beebe, 1989). 전환요법은 짧은 통증경험에

대한 통증경감 전략으로 유효하고 단순한 중재법이다(French, Painter & Coury, 1994).

유아에서는 감싸주기, 공갈젖꼭지 빨기 등은 통증을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신생아의 울음시간을 단축시키

고 행동상태 변화와 심박동수를 감소시켜 편안감을 주게 된다(Field & Goldson, 1984; Woodson,

Drinkwin & Hamilton, 1985).

221. 많은 사람들은 통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음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음악치료를 받은

환자는 수술 후 통증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Zimmerman, Nieveen, Barnason, Barnason, &

Schmaderer, 1996). 음악은 불편한 환경에서 안락함, 친숙함과 통증으로 인한 공포, 고통에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음악선호도는 문화적 차이와 개인 선호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Herr & Kwekkeboom, 2003).

7-3. 기타 시술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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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블록(block)

- 관절블록(Joint block)
III C



- 200 -

[배경]

222. ① 제거술(Ablative techniques)

1) Chemical denervation :

알코올, 페놀, 글리세롤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신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근골격계 통증환자에게 2주

에서 24주 기간 동안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며 만성비암성통증 환자에게 사용되어진다

(Ahnert-Hilger & Bigalke 2010; Kim, 2006).

2) Cryoablation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극한의 냉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냉각된 열전도를 사용하여 병든 조직을 파괴한

다. 냉동 절제술의가장 일반적인 적용은폐, 간, 유방, 신장 및 전립선에서 발견되는 고형종양을 절제하

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개흉술(thoracotomy)후 통증, 허리통증(low back pain), 말초신경통증(peripheral nerve

pain) 등이 이에 포함된다(ASA, 2010).

3) Intra Discal Electro Thermal Therapy (IDET) : 디스크내 전기열치료법

IDET는 디스크 높이가 잘 유지된 초기의 단일 수준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는 젊은 급성기 환자

에게 고려 될 수 있다(Ahnert-Hilger & Bigalke, 2010).

4) Radiofrequency ablation

고주파 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은 삼차 신경통, 암성통증 등 여러 통증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에 직접적인 얇은 전극을 삽입한 후 열을 가하여 조직을 괴사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며

(Goldberg, 2002), 최소한의 침습적인 접근으로 조직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시술로 주목 받고 있다

(Gazelle, Goldberg, Solbiati, & Livraghi, 2000; Yue, et al.,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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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기신경자극술(Neuromodulation with Electrical Stimulus)

- 피하말초신경자극(Subcutaneous peripheral nerve stimulation)

- 척수자극(Spinal cord stimulation)

II B

④ 보톡스(Botulinum neurotoxine, BoNT) I A



- 201 -

② 차단술(block)

블록은 관절 불록(joint block)과 신경 및 신경 root 블록(nerve or nerve root blocks)을 포함한다.

• 관절 블록 : 관절 내 facet 관절 주사는 facet-mediated 통증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Sacroiliac 관절 주사는 sacroiliac 관절 통증의 증상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신경및 신경 root 블록: 스테로이드유무에관계없이국소마취제를사용하는복강신경차단(celiac

plexus blocks)은 만성 췌장염에 이차적인 통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요통 교감 신경 차단(Lumbar sympathetic blocks) 또는 성상 신경절 차단(Stellate ganglio blocks)은 통

증 완화의 지속적인향상과 증가가 있을때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RPS)의 복합치료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교감 신경 차단(Sympathetic nerve blocks)은 비 CRPS 신경 병증 통증의 장기 치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측 가지 블록(Medical branch blocks)은 매개된 척추 통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말초 체성신경 차단(Peripheral somatic nerve blocks)은 만성 통증의 장기 치료에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SA, 2010).

③ 전기신경자극술(Neuromodulation with Electrical Stmulus) (Ahnert-Hilger et al, 2010)

피하 말초신경자극(Subcutaneous peripheral nerve stimulation)은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고 고통스

러운 말초신경 손상환자의 복합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척수자극(Spinal cord stimulation)은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은 지속적 근막 통증의 복합치료에

사용될수 있으며, 전기적 자극으로 신경조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척수자극은 CRPS, 말초신경병증통증,

말초혈관질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는 환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 후에 반복되는 통

증을 치료하는데 고려되어질 수 있다(ASA, 2010).

④ 보톡스(Botulinum neurotoxine, BoNT)

신경시냅스(neuron-synapse)틈으로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하여 근골격계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하

는 것으로(Ahnert-Hilger, & Bigalke, 1995), 보톡스가 통증을 억제한다는(Mense, 2004) 보고를 통해 통

증조절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긴장성두통(Relja & Telarovic, 2004; Rollnik, Tanneberger,

Schubert, Schneider, & Dengler, 2000), 만성요통(Foster Clapp, Erickson, & Jabbar, 2001),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Sheean, 2002), 편두통(Gobel, 2004; Silberstein, Mathew, Saper, & Jenkins, 2000;

Smuts, Schultz, & Barnard, 2004), 그리고 근막통증(Gobel, 2004)에 이르는 다양한통증에 작용하여 진통

작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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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23.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위한 전문가적, 법적 요구사항이다(RNAO, 2013).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통증 간호

-다학제팀 간의 간호의 연속성

-의사소통: 간호계획, 사정결과, 수행된 중재의 효과, 환자에게 제공된 교육, 최적의 건강결과를 위한

추후관리 행동

224. 통증 과거력, 통증의 강도, 통증특성과 질, 통증부위, 통증시작시간과 지속시간, 통증의 완화 및 악화

요인,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적인 영향, 문화적 신념, 통증관리를 위한 중재의 방법

및 효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증관리의 결과 등을 재사정하고 통증관리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 간에 의사소통하여야 한다(Crowe, et al. 2008).

[참고문헌]

Crowe, L., Chang, A., Fraser, J.A., Gaskill, D., Nash, R., & Wallace, K. (2008).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terventions in reducing or relieving post-operative 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Healthcare, 6(4), 396-430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2013).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ain (3rd

ed.). Toronto, ON: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권 고 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8. 통증간호의 기록

223. 통증관리계획에 대하여 환자 및 가족과 의사소통하고, 환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II B

224. 통증기록은쉽게볼 수있도록 활력징후와함께기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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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 -

[배경]

225-226. 통증환자의 사정과 관리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료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증관련 의료인들은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지

속적으로 통증간호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증관리를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은 환자

중심적 접근, 문제해결을 위한 탄탄한 기초, 근거기반 실무 그리고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맞는 실무 등에

권고안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9. 통증간호교육
9. 통증 간호를 위한 간호사 교육은?

225. 간호사에게 통증 사정과 관리를 포함한 통증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II B

226. 간호사는 근거기반 실무지침에 기초한 통증의 사정과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

다.

III C

9-2. 통증간호를 위한 환자/보호자의 교육은?
227. 간호사는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교

육을 제공하고, 격려한다.
low

strong

for

228.환자의 현재의 통증 상태에 따라 통증교육의 시기와 정도를 계획하

여야 한다. 주로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을 때 교육한다.
II B

229.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에대한일반적 정보, 통증 사정, 약물관리, 비

약물적 관리 등의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II C

230.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통증에 대한 일반적 정보에는 다음을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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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소아의 보호자에게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통증 사정방법, 진

통제의 종류와 투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low

strong

for
232.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관리와 관련한 정보는서면 자료나 동영상으

로 제공한다.
II B

233. 환자와 가족의 문자해독능력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태도로

치료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B

234. 퇴원시는 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정보를제공하고 교육을실시한

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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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RNAO, 2013). University of Toronto Center for the Study of Pain에서

는 2002년부터 통증관련실무 종사자들에게 20시간의 다학제간 전문가 통증 교과과정을 의무적으로수강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무작위 연구에서 다학제간 접근과 전략으로 통증간호계획과 관리를 수행했을

때 전문가의 지식, 신념, 기술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RNAO, 2013).

227-230. 암통증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중개 전략(knowledge translation strategy)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에서 26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지식중개로 교육프로그램, 추후관리와

의료제공자에 대한 자원배분, 환자의 통증발현과 위험성, 통증의 형태 등에 대한 가족(보호자)의 지식,

기술, 신념의향상등과같은 전략 등이 통증관리에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Cumming, et al., 2011).

구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수술 전 통증교육이 이루어져야할 최적의 시간과 내용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수술전 교육에서 통증과 진통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신념 등의 수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Chou, et al., 2016), 수술 전 맞춤형 통증관리환자교육을 통해서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감소

(Crowe & Henderson, 2003), 진정제 사용의 감소 및 수술 후 입원기간의 감소 등에 효과적이었다(Chou,

et al., 2016).

환자와 가족(보호자)의 교육수준, 신념, 관심이 효과적인 통증관리에 영향을 준다. 통증계획에 포함된

약물과 비약물적통증 관리에대한 교육을통해, 환자와 가족(보호자)은 통증에 대한부정확한 신념, 걱정

을 줄이고, 통증관리와 관련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보호자)은 환자의 통증,

통증의 위험, 통증 형태 등에 대한 환자의 통증 호소를 믿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통증 범위를

줄여서 보고하여 적절한 진통제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족(보호자)에게 적절한 통증 및 통증관

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Chou, et al., 2016; RNAO, 2013).

주로 환자와 가족(보호자)에게 이루어지는 통증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통증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강조

-통증에 대한 의사소통의 시기와 방법

-통증에 대한 의사소통 시 이를 의료인이 단순히 통증 호소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함

-약물적 중재, 비약물적 중재로서의 신체적 심리적 통증관리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232. 아동들과 부모들에게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아동의 수술 후 통증관리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의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면 아동의 통증 호소와 통증

행위가 감소된다는 연구(Hagan, et al., 2001)에서와 같이 아동의 수술 후 경과과정과 수술 후 통증을 돕

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이아동의 수술 후 통증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부모들은 수술 후 아동의 통증



- 210 -

상태의 평가에 대한 불확실함과 수술 후 아동이 진통제를 투여 받는 것에 대한 주저함 등이 있어서 적절

한 통증 평가와 중재에방해가될 수있다(Chou, et al., 2016). 이에 아동과 부모의 통증관리 교육에 통증

의 사정, 통증 중재의 방법 및 효과, 통증 중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통증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Chou, et al., 2016).

233.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보호자)에게 소책자와 같은 서면자료나 비디오 등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가지 방법보다는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Cornellius, Herr, Gordon, & Kretzer, 2016).

234. 통증환자의 퇴원 시에는 진통제 복용방법 및 부작용 관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었을 때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 지, 통증관리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Cornellius.

Herr, Gordon, & Kretz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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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통증사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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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 숫자통증척도(Numerical Rating Scales, NRS)

○척도사용법: 통증없음과 가장 심한 통증의 일직선상의 말단점과 때때로 중간지점의 중간통

증을 사용한다. 선위의 구분은 1~10까지 단위로 표시된다.

선의 한쪽끝은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인 0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끝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의미하는 10이다.

○점수부여법: 0은 통증없음, 1~3 경도, 4~6 중등도, 7~10은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

<숫자통증척도>

출처:

김현주(2013). 노인의 만성통증 및 수면양상과 삶의 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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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2.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s, VAS)

○척도사용법: 100mm의 수평자에 왼쪽 끝은 통증이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자의 오른쪽

끝은 피검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극심한 통증으로 정의되도록 하여 그 선상에

검사자의 질문을 듣고 통증의 정도를 수평자위에 표시하도록 한다.

○점수부여법: 센티미터법에 따라 ‘끝점’은 통증없음, 길이측정값이 통증점수에 해당한다.

< 시각적 상사 척도 >

출처:

박언진(2012). 근골격계 환자의 검진에 있어 질문방식에 따른 시각적상사척도의 차이,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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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3. 언어평정척도(Verbal Rating Score, VRS)

○척도사용법: 범주형의 통증평가도구로 구술적 평정척도, 언어비율척도 등 다양하게 번역되

어 사용되고 있다.

세심하게 선택된 구(pharase)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증의 강도의 증가하는 정

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환자는 통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점수부여법: 통증이 없다(0) 부터 참을 수 없이 아프다(5)의 척도로 측정한다.

Verbal rating scale

출처:

신승우, 정석희, 이종수, 신현대, 김성수(2010). 통증의 임상적측정법에 관한 고찰, 동국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8(2), 22-46

* 당신의 통증을 잘 표현한 단어의 번호를 선택하세요. ( )

⓪ 통증이 없다 ③ 고통스럽다

① 통증이 가볍다 ④ 끔찍하리만큼 아프다

② 불편하다 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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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4. 행동통증척도(Behavioural Pain Scale, BPS)

○척도사용법: 중환자, 무의식, 진정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측정도구이다.

3가지 행동표현- 얼굴표정, 상체팔의 움직임과 인공호흡기와의 순응 정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점수부여법: 각 항목은 1점에서 4점으로 되어 있고 총점은 3점에서 12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Payen, J., Bru, O., Bosson, J., Lagrasta, A., Novel, E., Deschaux, I., et al. (2001).

Assessing pain in critically ill sedated patients by usinga behavioural pain scale. Critical Care

Medicine, 29(12), 2258—2263.

김문정 (2008). 중환자실 무의식환자의 통증사정을 위한 통증행동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검

증-기계호흡 환자를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p.36

Behavioural Pain Scale Tool
Item Description Score

얼굴표정

(facial expression)

이완 (relaxed) 1

부분적으로 긴장(눈썹이 처짐)

(partially tightened)
2

완전한 긴장(눈을 꼭 감음)

(fully tightened)
3

얼굴을 우거지상으로 찡그림(grimacing) 4

상체

(upper limbs)

움직임이 없음(no movement) 1

부분적 굴곡(partially movement) 2

손가락 굴곡과 함께 완전한 구부림

(fully bent with finger flexion )
3

지속적 퇴축

(permanently retracted)
4

기계호흡에 대한

순응도

(compliance with

ventilation)

기계호흡의 움직임에 잘 견딤(tolerating movement) 1

기계호흡의 움직임에 기침발생(coughing with movement) 2
기계호흡의 움직임에 저항 (fighting ventilator) 3

기계호흡의 의해 통제되지 않음 (unable to control

ventil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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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5. 급성환자통증관찰도구(Critical‐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

출처:

곽은미(2011). 중환자의 통증사정을 위한 한국어 번역본 Critical 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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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6. The Brief Pain Inventory-Short form (BPI-SF)

○척도사용법: 통증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조사표로 8가지 문항에 대하여 통증점수 혹은 통증

관련 활동에 관한 점수를 기록하는 자가보고 형태의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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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danderson.org/research/departments-labs-institutes/departments-divisions/sympto

m-research/symptom-assessment-tools/brief-pain-inven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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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6-1. The Modified BPI

1.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통증을 경험합니다(두통, 염좌, 치통 등). 오늘 이러한 일상적인 통증

외에 다른 통증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2.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아래 그림에 X표로 그려보십시오.

3. 최근 24시간내 통증정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동그라미 표기하십시오.

4. 평균적으로 느끼는통증정도를 가장잘 표현하는 정도에해당하는 점수에동그라미 표기하십시오.

5. 지금 현재의 통증정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동그라미 표기하십시오.

6. 통증에 대해 어떤 치료나 약물을 투여 받았습니까?

7. 지난 24시간동안 통증을 위한 치료나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느낀 통증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보십시오.

지난 24시간동안 통증이 당신을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는지 동그라미로 표시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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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 일상생활 ( )점

8B. 기분 ( )점

8C. 보행기능 ( )점

8D. 정상적 보행(집 외부작업, 집안일) ( )점

8E. 타인과의 관계 ( )점

8F. 수면 ( )점

8G. 여가활동 ( )점

출처:

황은경(2013). 항호르몬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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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7. The McGill Pain Questionnaire-Short form

○척도사용법: McGill pain questionnaire (MPQ)는 1971년 Melzack 등이 개발하였으며 작성

하는데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암성 통증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작성에 어려움 등을 보완하기 위해 1987년 short-form MPQ(SF-MPQ)이 개발 되었다.

작성에는 5분 정도 소요된다.

○점수부여법: SF-MPQ 는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은 15개의 통증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이루어져있고 11개의 감각영역 문항과 4개의 정서 영역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0점(통증이 전혀 없음), 1점(약한 통증), 2점(중간 정도의 통증), 3점

(심한 통증)의 등급 척도로 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시각 통증 등급 점수(visual analogue scale, VAS)로 표시하게 되며,

세 번째는 Present Pain Intensity(PPI)로 0~5점으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축형 맥길 통증 설문지-한글판]

A.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느낀 통증양상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당 한 개의 칸에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문항
전혀

없음(1)

약한

통증(2)

중간

정도의

통증(3)

심한

통증(4)

감각영역

욱신거리는
쿡쿡 쑤시는

찌르듯이 아픈

날카로운 양상의

뒤틀리듯이 아픈
갉아먹듯이 아픈

화끈거리는

아리는

뻐근한
누르면 아픈

쪼개지듯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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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난 한 주 동안 느꼈던 당신이 통증정도를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

C. 현재 통증강도(Present pain Intensity)

현재 느끼는 당신의 통증 강도에 대해 표시해주세요.

0 □ 통증없음(no pain)

1 □ 약한 정도의 통증(mild)

2 □ 불편한 혹은 불쾌한 정도의 통증(discomforting)

3 □ 괴로운 정도의 통증(distressing)

4 □ 고통스러운 정도의 통증(horrible)

5 □ 극도로 심하게 고통스러운 통증(excruciating)

출처:

Dudgeon D, Raubertas RF, Rosenthal SN. (1993). The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in chronic cancer pain.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8(4), 191-195.

Melzack R. (1987). The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Pain, 30(2), 191-197.

박근석 (2015). 신경병증 통증에 대한 한국형 단축 맥길 통증 설문지(SF-MPQ)와 신경병증

성 통증 척도(NPS)의 타당성 검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은옥, 윤순녕, 송미순 (1983) 동통반응 평가도구개발을 위한 연구, 최신의학, 26(8),

1111-1136.

정서영역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매스꺼운

다시 겪는다고 생각만 해도 겁나는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같이 비참한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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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8. FLACC 수술후 통증 척도

○척도사용법: 얼굴표정(Face), 다리의 움직임(Leg), 활동(Activity), 울음(Cry)과 진정정도

(Consolability)로 평가한다.

2개월에서 8세 아동에게 사용할 의도로 개발되었으나 0~18세까지 사용가능하다.

시술이나 수술 후 통증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마비환자는 사용할 수 없다.

○점수부여법: 각 영역별로 0~2점 척도이며 전체 0점에서 10점까지로 측정한다.

0은 통증없음, 10은 가장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

출처:

Manworren, R. C., & Hynanm, L. S. (2003). Clinical validation of FLACC: preverbal

patient pain scale. Pediatric Nursing, 29(2), 140-146.

Matsuishi, Y., Hoshino, H., Shimojo, N., Enomoto, Y., Kido, T., Hoshino, T.,

Sumitani, M., Inoue, Y.(2018).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Japanese version of

the Face, Legs, Activity, Cry, Consolability (FLACC) Behavioral Scale. PLoS One, 13, 13(3),

e0194094. doi: 10.1371/journal.pone.0194094.

최근영(2007). 쓰다듬기 중재가 인공호흡기 적용 환아의 흡인 시 통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http://www.mghpcs.org/eed_portal/Documents/Pain/Pediatric/FLACC_scale.pdf

FLACC
영역 0 1 2

얼굴(Face)
독특한 표정이

없거나 미소 띰

때때로 찡그린 얼굴 또는 찌푸

림, 물러남, 무관심함

자주 지속되는 찌푸림,

꽉 다문 턱,

아래 턱 떨림

다리(Leg)
정상적 자세 또는

이완됨
불안함, 침착하지 못함, 긴장

발을 차거나 다리를

들어 올림

활동(Activity)
조용히 눕기, 정상적

인자세, 쉽게 움직임
몸부림침, 앞뒤로 이동함. 긴장

아치형으로 됨, 굳음

또는 경련

울음(Cry)
울음 없음

(깨거나 잠)

신음소리 또는 끙끙거리는 소

리, 때때로 불평함

꾸준한 울음, 비명 또

는 흐느낌, 잦은 불편

진정

(Consolability)
만족, 이완됨

때때로 접촉, 안김, 말 걸기,

안심됨

진정되거나 안위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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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9. NIPS (Neonatal Infant Pain Scale)

○척도사용법: 절차와 관련된 통증에 대한 행동반응(얼굴표정의 변화, 울음, 호흡양상, 팔과

다리의 위치, 각성상태)를 보는 것으로 미숙아, 만삭아에게 사용한다.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점수부여법: 시술절차를 시작하기 전, 중, 후 1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각 항목당 0~1점까

지의 2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울음은 0~2점으로 3점 척도로 측정

한다. 기관내 삽관의 경우 울음 항목은 입과 얼굴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총 합산점수의 범위는 0~7점이며, 0~2점은 통증이 없거나 경한(mild)통증,

3~4점은 경한(mild) 통증에서 중등도(moderate) 통증, 4점 초과 시 중증 (severe) 통증으

로 구분한다(Lawrence, et al., 1993).

출처:

Lawrence, J. Alock, D., McGrath, P., Kay, J., MacMurray, S. B., & Dulberg, C. (1993).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assess neonatal pain. Neonatal Network, 12(6), 59-66.

박소현(2015). 미숙아 통증지표를 이용한 미숙아 통증중재 준거점수 규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NIPS

영역 0 1 2 점수

얼굴표정 이완됨 찡그림 -

울음 울음없음 흐느낌 크고 지속적인 울음 -
호흡양상 이완됨 호흡변화 있음 -

팔 이완되거나 억제됨
굴곡/신전됨(긴장, 뻣

뻣함, 빠른 신전)
-

다리 이완되거나 억제됨
굴곡/신전됨(긴장, 뻣

뻣함, 빠른 신전)
-

각성수준
안정된 수면이나 깨

어있음/조용함

기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침
-

총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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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출처:

박소현(2015). 미숙아 통증지표를 이용한 미숙아 통증중재 준거점수 규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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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0. PIPP (Premature Infant Pain Profile)

○척도사용법: 미숙아 통증척도는 재태기간 28~40주 사이의 미숙아와 만삭아용으로 비급성,

수술 후 통증환아와 함께 미숙아의 시술관련 통증을 측정한다.

3가지 행동영역(눈썹 움직임, 눈 찡그림, 코 입술의 주름), 2개의 신체영역(심박

수 증가폭, 산소포화도 감소율), 2가지 상황영역(교정연령, 행동상태)의 7개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성통증을 사정하는 척도이다.

0-3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

을 의미한다(Stevens et al., 1996).

○점수부여법: 0~3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신체 및 얼굴표정의 하위영역

총점수가 0점 이상이면 재태기간 점수와 행동점수를 합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을 의미하는데(Stevens et al., 1996). 총 점수는 하부영역 총점수,

재태기간 점수 및 행동상태점수를 합한 점수로 18~21점사이이다. 재태기간 36주

미만인 경우 최대 21점, 재태기간이 36 주 이상인 경우 최대 18 점으로 재태기간에 따라

측정 가능한 점수가 다르다.

총점이 6점 이하인 경우 통증이 없거나 아주 적은(minimal) 통증, 12점 초과 시

중등도(moderate)에서 중증(severe) 통증으로 분류되나 통증 중재 전 후의 점수변

화가 중요하다(Stevens et al., 1996).

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Neonatal Nurses (NANN)의 통증사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IPP 0~6점은 통증이 없거나 또는 아주 적은(minimal) 통증, 7~12점은

경한 통증에서 중등도 통증으로 대상자의 안정을 위해 비약물적 중재가 필요하고,

13점 이상은 중등도(moderate) 통증에서 중증 통증으로 대체적으로 약물적방법이

요구된다.

○점수측정 방법:

1단계: 휴식상태에서 영아를 15초간 관찰하고 활력징후 관련 값(심박수 최대치와 산소포

화도 최저치 및 행동상태)을 측정한다.

2단계: 시술 후에 30초간 영아를 관찰하고 활력징후 관련 값(심박수 최대치와 산소포화

도 최저치 및 관찰된 얼굴표정 변화시간)을 측정한다. 시술도중 산소를 투여해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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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발생하면 3점을 부여한다.

3단계: 하위영역 총점수가 0점보다 크면 재태기간 점수와 행동상태점수를 측정한다.

4단계: 총 점수를 계산한다.

6점 이하는 통증이 없거나 최소수준, 7-12점은 경증, 12점이상은 중등도~심한정도의 통

증을 의미한다.

PIPP

과정 항목
점수

0 1 2 3

chart
교정주수

(주+일)
>36주 32-35주 28-31주 <28주

통증자극전

15초동안
기본적인 행동상태

활발하고

깨어있음

조용하고

깨어있음

활발하고

잠들어있음

조용하고

잠들어있음

기저선 관찰 심박동수:__________ 산소포화도:_________

심박동수 상승(bpm)
0-4회/분

상승

5-14/분

상승

15-24/분

상승
>24/분 상승

산소포화도 감소(%) 1-2.4%감소
2.5-4.9%

감소
5-7.4%감소

7.5 %감소

또는 산소

증가요구

눈썹 볼록해짐

(Brow bulge)(sec)
없음(<3) 최소(3-10)

중간정도

(11-20)
최대(>20)

눈 찡그림

(Eye squeeze)(sec)
없음(<3) 최소(3-10)

중간정도

(11-20)
최대(>20)

코입술 주름

(nasolabial furrow)

(sec)

없음(<3) 최소(3-10)
중간정도

(11-20)
최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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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thern West Midlands Newnorn Network,

htps://

www.networks.nhs.uk/nhs-networks/southern-west-midlands-newborn-network/documents/PIP

P%20Pain%20Assessment.pdf/view >

Stevens, B., Johnston, C., Petryshen, P., & Taddio, A. (1996). Premature infant pain

profi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Clinical Journal of Pain, 12(1), 13-22.

Ahn, Y., Kang, H., & Shin, E. (2005). Pain assessment using CRIES, FLACC and PIPP in

high-risk infants, J Korean Acad Nurs, 35(7), 1401-1409.

박소현(2015). 미숙아 통증지표를 이용한 미숙아 통증중재 준거점수 규명,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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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1. Parents’ Postoperative Pain Measure (PPPM) & PPPM-Short Form

(PPPM-SF)

○척도사용법: 부모용 수술 후 통증측정도구는 관찰 체크리스트 형태로 통증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수술의 경우 퇴원 후가정에서 아동의통증관리에 대한주 책임은 부모에게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아동의 연령은 1~6세, 7~12세까지 사용가능하다.

수술 후 3일 동안 즉 수술일, 수술후 다음날, 수술 2일 후 특정한 시간(예; 아침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점심과 저녁식사사이, 저녁식사와 취점 전 등)을 정해 측정하도록 한다.

○점수부여법: 해당 행동을 보이는 경우 ‘예’라고 표시하도록 한다. 예에 표시된 항목의 수를

더해 총점을 준다.

단축형(PPPM-SF)의 경우 총점은 10점 만점으로 심각한 임상적 통증이 있는 경우

최소 3점에서 10점까지 평가된다.

*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아동의 행동은 변화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수술후 회복기간 동안 ____와 오늘사이에 아래 행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예’ 에, 없었다면 ‘아니오’에 O 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PPPM 문항 예 아니오

1 평소에 비해 불평이 많아졌나요?
2 평소에 비해 쉽게 더 많이 우는지요?
3 평소에 비해 잘 놀지 않는지요?
4 평소 하던 것들을 하지 않으려 하나요?
5 평소에 비해 걱정되는 행동이 많아졌나요?
6 평소에 비해 조용한 행동이 많아졌나요?
7 평소에 비해 에너지가 줄어들었나요?
8 먹는 것을 거부하나요?
9 평소에 비해 잘 먹지 않으려고 하나요?
10 아픈 부위를 웅켜 쥐고 있나요?
11 아픈 부위를 닿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12 평소보다 끙끙 앓거나 신음소리를 내나요?
13 평소보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14 평소보다 보호자에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나요?
15 평소 거부하던 약을 먹으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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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kki A, Kankkunen P, Pietila A, Vehvilainen-Julkunen K(2003). Validation of the

parents’ postoperative pain measure in Finnish children aged 1-6 year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7, 12-18.

von Baeyer CL, Chambers C T. & Eakins, D. M. (2011). Development of a 10-Item short form

of the parents’ postoperative pain measure: The PPPM-SF, The Journal of Pain, 12(3),

401-406.

번

호
PPPM-SF 문항 예 아니오

1 평소에 비해 불평이 많아졌나요?
3 평소에 비해 잘 놀지 않는지요?
4 평소 하던 것들을 하지 않으려 하나요?
5 평소에 비해 걱정되는 행동이 많아졌나요?
6 평소에 비해 조용한 행동이 많아졌나요?
7 평소에 비해 에너지가 줄어들었나요?
9 평소에 비해 잘 먹지 않으려고 하나요?
10 아픈 부위를 움켜 쥐고 있나요?
12 평소보다 끙끙 앓거나 신음소리를 내나요?
14 평소보다 보호자에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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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2. Verbal Descriptor Scale

○척도사용법: 대상자에게 현재 통증강도를 가장 기술하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점수부여법: 통증없음에 0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에 10점을 부여한다.

*번역: 통증 없음, 경한 통증, 중등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출처:

Cornelius, R., Herrm, K. A, & Kretzer, K. (2013). Acute pain management in older adults. Iowa

city: The University of IOWA, CSOMAY Center for Gerontological Excellence,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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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3. Pain Thermometer

○척도 사용법: 대상자에게 현재 통증강도를 나타내는 체온계상의 단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점수부여법: 대상자가 선택한 통증단어를 기록한다. 통증의 증가 또는 감소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가 선택한 단어를 이전에 선택한 단어와 비교한다. 통증중재의 효

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선택한 통증단어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한다.

*번역: 통증없음, 경한 통증, 중등도 통증, 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 가능한 최악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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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4. Faces Pain Scale-Revised

○척도 사용법: 대상자에게 “다음 얼굴은 개인이 느끼는 통증 또는 불편감을 나타내고 있는

데, 가장 왼쪽의 얼굴은 통증이 없는 상태의 얼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증이

증가하며, 가장 오른쪽은 매우 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설명을 해 준

후, 지금 대상자의 통증정도를 나타내는 얼굴을 선택하도록 한다.

○점수부여법: 선택한 얼굴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가장 왼쪽 얼굴에서 오른쪽 얼굴로 가

면서 0, 2, 4, 6, 8, 10의 점수를 부여한다.

0은 통증없음, 10점은 매우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

○주의사항: 이 척도를 의료인이 대상자의 얼굴표정을 보고 얼굴을 선택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Cornelius, R., Herrm, K. A, & Kretzer, K. (2013). Acute pain management

in older adults. Iowa city: The University of IOWA, CSOMAY Center for

Gerontological Excellence,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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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5. PAINAD (Pain Assessment in Advanced Dementia Scale)

출처:

유영선(2018). 치매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실무지침 개발과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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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6. CNPI (Checklist of Nonverbal Pain Indicator)

출처:

김은경, 김세영, 엄미란, 김현숙, 이은표 (2014). 치매노인의 통증사정을 위한 한국어판

PACSLAC의 신뢰도, 타당도 및 유용성 평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4),

3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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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7. Screener and Opioid Assessment for Patients with Pain- Revised

(SOAPP®-R)

The Screener and Opioid Assessment for Patients with Pain- Revised (SOAPP®-R) is a tool for

clinicians to help determine how much monitoring a patient on long-term opioid therapy might

require.

SOAPP®-R is:

-A brief paper and pencil questionnaire

-Developed based on expert consensus regarding important concepts likely to predict which

patients will require more or less monitoring on long-term opioid therapy (content and face valid)

-Validated with 500 chronic pain patients

-Simple to score

-24 items

-<10 minutes to complete

-Ideal for documenting decisions about the level of monitoring planned for a particular patient or

justifying referrals to specialty pain clinic.

-The SOAPP®-R is for clinician use only. The tool is not meant for commercial distribution.

-The SOAPP®-R is NOT a lie detector. Patients determined to misrepresent themselves will still

do so. Other clinical information should be used with SOAPP®-R scores to decide on a particular

patient’s treatment.

-The SOAPP®-R is NOT intended for all patients. The SOAPP®-R should be completed by

chronic pain patients being considered for opioid therap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ll chronic pain patients deserve treatment of their pain.

Providers who are not comfortable treating certain patients should refer those patients to a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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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flexxion®, Inc. www.inflexxion.com The Screener and Opioid Assessment for Patients

with Pain was developed with a grant from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한글판 도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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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8. Current Opioid Misuse Measure (COMM)®

; A brief patient self-assessment to monitor chronic pain patients on opioid therapy. The COMM

was developed with guidance from a group of pain and addiction experts and input from pain

management clinicians in the field. Experts and providers identified six key issues to determine

if patients already on long-term opioid treatment are exhibiting aberrant medication-related

behaviors:

- Signs & Symptoms of Intoxication

- Emotional Volatility

- Evidence of Poor Response to Medications

- Addiction

- Healthcare Use Patterns

- Problematic Medication Behavior

The COMM is:

• A quick and easy to administer patient-self assessment

• 17 items

• Simple to score

• Completed in less than 10 minutes

• Validated with a group of approximately 500 chronic pain patients on opioid therapy

• Ideal for documenting decisions about the level of monitoring planned for a particular patient

or justifying referrals to specialty pain clinic.

• The COMM is for clinician use only. The tool is not meant for commercial distribution.

• The COMM is NOT a lie detector. Patients determined to misrepresent themselves will still

do so. Other clinical information should be used with COMM scores to decide if and when

modifications to particular patient’s treatment plan is needed.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ll chronic pain patients deserve treatment of their pain.

Providers who are not comfortable treating certain patients should refer those patients to a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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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판 도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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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9. Opioid Risk Tool (ORT)

; A brief, self-report screening tool designed for use with adult patients in primary care settings

to assess risk for opioid abuse among individuals prescribed opioids for treatment of chronic pain.

* 한글판 도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