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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수술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김성재 신은순 이며 치유가 목적이기는( , 1984; , 1994)

하나 상처를 수반하며 환자들은 설사 작은 규모의 수술,

이라 할지라도 수술 자체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

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술로 인한 낯선 환

경까지 더해지면 불안과 함께 수술 후 통증은 더욱 심해

진다김명숙( , 1984; Brugel, 1971; Maritn, 1996).

그런데 비해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술 후의 통증은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련의 통증중의 하나이고

생리적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믿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적당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더욱이 수술을 앞둔 아동의 경우는 신체적 상해 부모,

와의 분리 무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 , ,

자율감이나 조절감의 상실 등으로 인해 성인보다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아동의 수술 불안은 활력.

징후 통증 수술 후 합병증 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 ,

가 회복을 지연시킴으로써 입원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며,

심지어 성인기 이후까지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명숙( , 1984).

인간은 저마다 자극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가

진 존재 일 뿐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정(Roy, 1976) , , ,

서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므로 수술에 대한 적응 반응,

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러(Erestine, 1983).

한 대상자의 조절적 인지적 대처기능을 강화시켜 효율, ,

적인 적응을 돕는 것이 간호의 목표이며 이를 위한 간,

호중재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또는 교육을 들 수 있다.

에 의하면 특별히 수술환자나 특수 검사Johnson(1983)

를 실시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란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

대상자가 기대하는 활동을 사전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으

로 파악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건 들 중에 경험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감소시키고 대처 능력

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Johnson,

1972, 1973; Johnson, Christman & Stitt, 1985;

신은순, 1994).

아동에게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현실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불안과 이에 따른 통,

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박선남 김명숙( , 1998; , 1984;

심치정 전경운 정명실, 1974; , 1987; , 1983; Brugel,

아동은 수술 전반에 걸친 기간1971; Martin, 1996).

동안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간호과학연구소 건강증진연구부장 교신저자* ( )( E-mail : ungaekim@pusan.ac.kr)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간호과학연구소 소장** ( )

주요개념 편도선절제술 아동 수술 전 절차 정보 제공 통증: , ,

편도선절제술 아동의 수술 전 절차 정보제공이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

김 영 혜 이 화 자* **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4

- 401 -

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와 요구에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하고 정서적 준비와 대응을 지지하도록 돕는 수술 전,

신체 및 심리 간호중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간호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

입원기간 중 처치와 치료에 협조적이며 퇴원 후 간호수

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Norma,

최근 수술을 받는Norma & Jean Johnson, 1982).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표현이 어렵고

문자 해독이 불완전한 아동의 특성상 수술 후 통증 경,

감에 초점을 두고 관리할 필요성이 추가되었다김성희( ,

1993).

이에 수술과 관련된 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외국

의 경우는 아동의 수술 후 통증(Goddard & Pickup,

1996; Zerrin, Mehmet, Yusuf & Sevgi, 2000;

Gillbert et al., 1999; Warnock & Lander, 1998;

Kokki & Ahonen, 1997; Romsing et al., 1996;

수술Palmer et al., 1998; Tesler et al., 1998),

후 통증을 평가하는 도구개발(Helen & Robert,

1998; Merkel et al., 1997; Boughton et al.,

간호 행위와 아동의 통증을 다룬 연구1998),

(Salantera et al., 1999; Sutters & miaskowski,

1997; Colwell et al., 1996; Goddard & Pickup;

와 아동의 수술 전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동1996)

의 수술 전 불안 에 미치는 영향 연(Zeev et al., 1996)

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

술 전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한 후 수술 후 불편감 회복,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명숙 과 신은순(1984)

의 연구가 있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1994)

술 전 정보제공이 수술 전 불안박선남 과 수술( , 1988)

후 회복김명숙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 1984)

있을 뿐 통증 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전규남 의 수(1994)

술 전 비디오 시청과 간호사 방문 정보 제공에 따른 수

술 후 아동의 통증 인지 정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수술 전 비디오 시청이 아동의 수술 후 통증 감소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비디오 시청이 정보 제공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지나 그에 비해 아동에게 원색의

그림을 간호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며 이용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빠른 의사소통 을 가져다 줄 것이다“ ” .

더욱이 복잡한 메시지를 간결하고도 극적으로 짧은 시,

간 안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와 대상

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을

앞둔 아동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Pease,

1991).

따라서 본 연구자는 편도선 절제술 아동이 수술실에서

경험하게 될 수술 과정 및 간호에 대한 제반 절차 및 정

보를 원색 그림으로 제공한 후에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목적은 편도선 수술 전에 그림을 이용한 수술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4

시간 시간 시간에 각각의 통증 점수를 확인하고 또, 8 , 24

한 연구 집단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증 인식에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3.

본 연구문제는 그림을 이용하여 수술 전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 후 수술 후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제 가설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1 ; “

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째 통4

증질문지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2 ; “

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째 통8

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3 ; “

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째24

통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4 ; “

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에 따라

통증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용어정의4.

편도선절제술에 대한 절차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1) : ‘ ’

란 아동이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사

건 설명으로서 기대되는 활동에 대한 절차 정보와 경

험에 대한 감각 정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

정보를 제외한 절차 정보만을 의미하며 수술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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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도착하여 수술을 끝마치고 나갈 때까지의 절

차에 따른 설명과 환자가 수술을 편안하게 받아들도록

아동에게 기대하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수술 후 통증 인식 수술 후 통증은 절개로 인한 조2) :

직 신경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 ,

생기며 이는 수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포함한 여러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 주관적 개념이다,

김성희( , 1993; Sternbach, 1968; Melazack,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에 생기는 아픈 감각1971).

을 말하며 통증질문지(Helen Mary Myatt, 1998)

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을

적게 느낀다.

Ⅱ 문헌 고찰.

수술절차 정보제공1.

환자 교육은 병의 재발 불구 또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하게 할 목적

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인 요구를 충

족시켜주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과 이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평가 연구하는 일전산, , (

초 로 정의된다 서정옥 에 따르면 전문직, 1974) . (1966)

간호사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환자의 육

체적 정신적 간호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을 교육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환자 교육은 회복,

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좋은 간호는 반드시 환자

교육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술 전 환자 교육을 시

행한 군에서는 진통제 사용율이 낮은 데 비해 시행치 않

은 군에서는 진통제 사용율이 높게 나타나 수술 전 환,

자 교육이 긴장을 경감시켜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을 줄

이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절차,

및 경험할 감각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에서 수술 전 불

안 공포 및 수술 후 부정적 효과가 역시 낮았다신은순, ( ,

또한 수술 전 환자 교육 및1994; Anderson, 1987).

간호에서 계획된 수술 전 교육과 계획되지 않은 수술 전

교육 효과의 비교 연구에서 계획된 수술 전 교육이 성인

외과 환자의 심호흡 기침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평균, ,

입원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보고하여 수술 전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술 전 집단 교육은 시간 절약 뿐 아니라 환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이에 현실적 방안으로 입원이나(Mezzanotte, 1970).

수술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반응으로서 불안이나

공포를 예방하고 조절하려는 요구로 여러 가지 방법의

심리 준비 혹은 예비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아

동에게 수술 전 간호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한정석( , 1988; Melamed, 1975).

실제로 수술을 받는 아동은 신체적 상해 부모와의, ,

분리 무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 조절, , ,

감 상실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수술 불안.

은 활력 징후 통증 수술 후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고 회, ,

복을 지연시켜 입원 기간의 연장을 가져오며 적절히 관

리되지 않을 경우 성인기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준다, .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비현실적인 상상을 갖게하는 불안과 이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박선남 김주희( , 1998; , 1984;

심치정 전경운 정명실, 1974; , 1987; , 1983; Brugel,

1971; Martin, 1996).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연구에서 정보의 미숙

아나 정서적 불안이 심한 경우는 아동의 입원을 적응시

키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수술 전

후에 걸쳐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스

트레스의 조절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

었다(Campbell, 1957).

입원이나 수술 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석하여 신체

적 그리고 언어적 지지를 받도록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실시한 결과 아동의 불안이 급격히 감소되어 부모의 역

할을 프로그램에서 강조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지지 체제

로 도입하여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한정석( , 1988; Vardaro, 1978; Visintainer &

그리고 병원과 수술에 관한 과정과 기Wolfer, 1975).

구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입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외과계에 입원한 아동에게 보여줌으로써 불

안감소에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고 대조군에 비해 입원후

불안과 수술 전후 불안지수의 감소를 입증하였다한정석( ,

은1988; Melanmed & Siegel, 1975). Meng(1980)

입원과 수술 전의 아동과 부모에게 정보 제공이 수술과

회복에 따른 불안을 감소시켰으며 부모의 불안감소가,

아동에게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한정석 한정석의 연구 는 심도자술을( , 1988). (1983)

앞둔 선천성 심장 질환과 부모의 심리적 준비는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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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갖고있는 혼동된 사고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효과를 얻었다한정석( ,

아동의 수술 전 교육이1988; Newman et al, 1980).

신체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심치정 에서( , 1974)

수술 전 아동의 교육이 수술 후 평균 입원일수를 단축시

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입원과 수술 전의 예비 교.

육의 유용성을 연구에서 입증하였는데 아동이 갖는 정,

보의 미비와 편견 등을 사정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정보

와 시술 과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Heller, 1967; Melish,

1969).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환자가 경험한 일련의 사건

이나 활동에 대한 설명 환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기대되,

는 활동에 관한 절차 정보와 사건 발생 중에 기대되는

전형적인 감각 투입을 묘사해줌으로써 경험에 대한 틀을

만들도록 돕는 과정인 감각 정보가 있다(Norma et al.,

1982).

성인과는 달리 아동의 경우는 수술의 자세한 부분은

피하고 자극적인 단어의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설명내용

이 도움이 되므로 아동이 수술을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수술 절차 수술 시간, ,

수술실 환경 및 절차에 따른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수술 후 통증2.

수술 후 통증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개인

적이고 사적인 통감 실제적 또는 임박한 조직손상을 나,

타내는 유해한 자극 인체가 손상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반응 형태의 의미를 포함한다 김성(Sternbach, 1968;

희, 1993).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정상 생활에서 벗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특히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생소하고 위협

적인 환경과 이상한 기구 등으로 환자는 더욱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수술환자는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수술의 효과 및 수술 후 통증과,

불편에 대한 염려 수술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

직장 상실에 대한 염려 신체의 일부 상실에 대한 정서,

적 불안감들을 가진다송말순외 최옥실( 1993; , 1975;

김행자 이미화, 1975; , 1979).

수술은 마취에 따른 위험 즉 의식 상실과 신체손상,

통증 등으로 아동에게는 상당한 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작용할 뿐 아니라 수술 전 불안은

인체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생리적 장애나 정신신

체적 장애외에 수술 후 회복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졌다전규남( , 1994; Skipper, Leonard,

1968).

수술 전 불안은 수술 후 통증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수술 후 통증의 예측인자이며전(

규남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1994; Scotte, 1983),

통증과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

었다전규남 김주희( , 1994; , 1984; Martinez-Urrita,

즉 수술은 불안을 증가시1975; Spielberger, 1866). ,

키며 수술 전 불안은 수술 후 통증을 증가시켜김성재, ( ,

활력증상에도1984: Brugel, 1971; Maritn; 1996),

영향 박선남 전경운 을 주고 의료팀과의( , 1997; , 1986) ,

원만한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회복을 지연시켜 입원기간,

을 연장시킨다 임상에서의 의료진의 기술 수준 처치 내. ,

용 및 제공한 간호 내용이 유사함에도 회복이 더 늦은

환자가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며 동일질환을 가진 환자

들도 통증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년대 들어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 발견을1980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수술과 입원으로 인한 아동.

의 불안 경험은 일시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장애

를 야기한다는 것이 연구 대상 아동의 에서 입증되30%

었다한정석( , 1988; Klinging et al., 1977).

학령전기 아동은 인지능력이 매우 조작적이며 구체적

이므로 어떤 개념에 있어 실제 사건과 관련해서만 이해한

다 세에서 세 사이의 편도선절제술을 위해 입원한 아. 3 8

동의 부모에게 면접을 통해 사정한 결과 의 아동이10%

심리적 손상을 경험했으며 연령이 낮은 아동들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음이 밝혀졌다한정석( , 1988; Jacksonn

이런 아동이 질병으로 입원하면 언어적et al., 1953).

표현으로 통증과 공포를 나타내는 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행동하므로 이 때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근면하며 성취감의 습득 및 친

구관계가 활발하고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

여 자신의 신체에 약간의 손상이 있거나 완전하지 못하

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우울

증에 빠질 수도 있는 예민한 시기이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나 질병 자체에서 기인된 통증에 대하여 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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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흔히 질병의

원인을 가족관계에 연결시켜 그들의 불순종한 행위나 혹

은 부모의 보호 결여로 오인하여 자책하거나 부모를 원

망하는 경우가 있다전규남( , 1994 ;Peterson, 1988).

따라서 수술 후 야기될 많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하며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Mezzanotte

(1970), Lindman(1974), Egbert(1964), Meng

등은 입원과 수술 전 아동에게 주는 정보제공이(1980)

수술 회복에 따른 불안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수술 전 방문이 수술 전 불안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킨,

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전규남( , 1994; Avigen,

1991; Alexander, 1974).

근래 건강문제를 갖고 병원에 찾아와 치료를 받게되는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도

날로 많아지고 있는데 수술을 앞둔 아동은 지금까지 경

험하지 못한 수술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고 일단 수술을 받은 후에는 또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특히 언어표현이 어렵거나 문자해독이.

불분명한 경우 수술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선

결 문제가 된다김성희 아동이 수술을 받는 경( , 1993).

우 간호사는 아동의 연령과 이해 능력에 따라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여 상사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감소시켜 불안

에 뒤따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Barbero,

1984; Wallace, 1984; Whaley & Wong, 1985).

결론적으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수술 후 통증으

로 인한 아동의 고통을 덜어주며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수술 전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상간호의 역

할이라고 사료된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수술 전 절차 정보 제공이 아동의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기간2.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도선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세 남녀 아동과 그 어머니이다 모두 뇌손상이나5-15 . ,

언어 시력장애가 없었으며 설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

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편도선절제술 대상자중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한 대조군 명 아동과 부모에20 ,

게 모두 편도선 수술절차 정보를 제공한 실험군 명중20

수술후 통증이 심하여 한국로슈과Tarasyn(Ketorolac- )

같은 진통제를 쓴 아동 명을 제외하고 총 명을 분10 30

석 대상으로 했다 연구기간은 년 월부터 년. 2000 5 2001

월까지 개월 동안이었다5 6 .

자료수집 및 절차3.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집단 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기간동안 연구대상자들이 입원한 순서에 따라 처음

명을 대조군으로 다음 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15 , 15

다 먼저 아동과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

를 구한 다음 대조군에서는 수술 전날 오후 연구자가, ,

직접 방문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

면서 통상적인 수술 전 간호를 제공하였고 실험군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면서 통상적인

수술 전 간호와 함께 연구자가 개발한 수술 전 절차 정

보를 제공한 다음 질문의 기회를 가졌다 절차 정보제공.

의 구체적 방법은 연구자가 수술과정에 따른 설명과 수

술 중에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스스로 행

하도록 기대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절차 정보를 기

초로 한 내용을 어머니에게 유인물을 사용하여 약 분5

정도 설명하고 아동이 입원에서 수술 퇴원하기까지의, ,

내용이 포함된 총 장의 원색그림을 사용하여 수술 절차7

의 순서대로 아동에게 약 분 정도 정보를 제공하였다5 .

수술 후 통증지각의 측정은 통증질문지를 사용하여 실험

군 대조군에서 모두 전신 마취 하에서 회복되는 수술,

후 시간을 출발점으로 시간 시간에 걸쳐 총 세 차4 8 , 24

례 통증 점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외의 의학적 자료는 의

무기록지를 통해 수집했다.

연구도구4.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제공1)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절차 정보제,

공에 사용된 유인물은 편도선 절제술 전반에 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신은순 의 중재내용을 사용하여 연(1994)

구자가 완성한 유인물로써 수술 전 금식 수술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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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준비와 수술중의 체위 수술실 내부 설명 수술부위, ,

소독 소독포 사용 회복실에서의 회복 수술 후 체위, , , ,

얼음찜질 식이 가능한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

둘째 아동의 절차 정보 제공에 사용된 원색그림은 아,

동이 경험하게 될 수술절차와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위에

대해 실제 경험과 일관된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

구자가 제작한 것으로 아동이 입원해서 수술 퇴원하기,

까지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병원 입구에서 입원

모습 병실에서 혈관 주사를 맞는 모습 수술장 입구 모, ,

습 수술실 내부 회복실 내부 병실로 돌아 온 후의 모, , ,

습으로 이루어진다.

2) Pain Questionnaire

가 비언어적 행위를 기초Helen Mary Myatt(1998)

로 간호의료진이 편도선 절제술 후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개발한 질문지도구로서 개발

당시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alpha 0.77

이었다 각각의 문항은 신체적 감정적 행위적 상0.84 . , ,

태를 포함한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수술 후 아동이 통.

증을 가지는 지를 알 수 있도록 신체적 감정적 행위적, ,

상태의 가지 영역으로 마시기 먹기 얘기하기 침흘림9 , , , ,

울음 활동 놀이 감정 상태 통증 호소가 포함된다 질, , , , .

문지의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최소 점9 ,

최대 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36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5.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을 사용하SPSSWIN 8.0

여 전산처리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1)

증을 위해 χ2 와 를 이용하였다-test ANOVA .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정도에 대한 분석은2)

와 를 이용하였t-test repeated measure ANOVA

으며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 수준에서 가p<.05

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아동과 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1.

표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1> (N=30)

특성 구분
실험군(n=15) 대조군(n=15) 계

F or χ
2

값(p )
실수(%) 실수(%) 실수(%)

성별 남 8(53.3) 5(33.3) 13(43.3)
1.222 (0.269)

여 7(46.7) 10(66.7) 17(56.7)

연령±SD 평균 8.33±2.58 8.73±3.47 8.53±3.01 12.800 (0.723)

형제 순위 첫째 8(53.3) 8(53.3) 16(53.3)

3.813 (0.148)둘째 4(26.7) 7(46.7) 11(36.7)

셋째이상 3(20.0) 0( 0) 3(10.0)

입원 경험 여부 아니오 8(53.3) 2(13.3) 10(33.3)
5.400 (0.020)

예 7(46.7) 13(86.7) 20(66.7)

표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2> (N=30)

특성 구분
실험군(n=15) 대조군(n=15) 계

F or χ2 값(p )
실수(%) 실수(%) 실수(%)

연령 평균±SD 38.40±4.42 38.73±3.92 38.57±4.11 0.048 (0.829)

교육 정도
고졸이하 7(46.7) 8(53.3) 15(50 )

2.571 (0.463)
대졸이상 8(53.3) 7(46.7) 15(50 )

월 수입

만원 미만100 1( 6.7) 2(13.3) 3(10.0)

0.533 (0.912)
만원100-200 8(53.3) 8(53.3) 16(53.3)

만원200-300 3(20.0) 2(13.3) 5(16.7)

만원 이상300 3(20.0) 3(20.0) 6(20.0)

직업 여부
예 2(13.3) 7(46.7) 9(30.0)

3.968 (0.046)
아니오 13(86.7) 8(53.3) 21(70.0)

현 질병에 대한

인식 여부

유 11(73.3) 11(73.3) 22(73.3)
0.386 (0.082)

무 4(26.7) 4(26.7) 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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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에서 보는 바< 1>

와 같이 아동의 성별 연령 형제 순위 입원 경험 어머, , , ,

니의 연령 교육 정도 월수입 직업여부 질병에 대한, , , ,

인식 등으로 살펴보았다 실험군의 경우 남아가 명으. , 8

로 여아 명보다 많았고 평균연령은 세였(7 ) , 8.33±2.58

고 출생 순위는 첫째가 로 가장 많았으며 입원경53.3%

험 여부에서는 무가 로 유보다 많았다 실험군‘ ’ 53.3% ‘ ’ .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세이며 교육정도는38.40±4.42

대졸이 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조군의 경우는 총 명8 . 15

으로 남아가 명으로 여아 명보다 많았고 평균연령10 (5 ) ,

은 세였다 대조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8.73±3.47 .

세이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명으로 가장38.73±3.92 8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
2

와 로 비교한-test ANOVA

바 아동의 이전 입원 경험 여부와 어머니의 직업 여부를

제외하고는 수술 아동이나 부모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간의 일반

적 특성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시에 동일집단이

라고 인정하였다.

그림을 이용한 편도선절제술 절차 정보 제공의 유2.

무에 따른 시간대별 통증 인식정도

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집단간 통증 인식의 정도가 각

시간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로t-test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그림 참조(< 3>,< 1> ).

표 수술 후 시간대별 연구 집단 간 통증 의< 3> (PQ)

차이 (N=30)

수술 후 시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시간4 대조군 14.87 4.96 2.139 .042

실험군 16.07 2.55

시간8 대조군 17.27 5.74 2.314 .030

실험군 20.60 3.79

시간24 대조군 25.07 6.95 2.827 .025

실험군 28.80 4.20

첫째 제 가설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1 (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째 통증점4

수가 높을 것이다을 검정한 결과 대조군 점 실험) 14.87 ,

그림< 2 수술 후 시간 경과대별 연구 집단간의 통증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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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점으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16.07 p<.05

에 제 가설을 채택하였다1 (t=2.139, p=.042).

둘째 제 가설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제공을 받은, 2 (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째 통증점8

수가 높을 것이다을 검정한 결과 대조군 점 실) , 17.27 ,

험군 점으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20.60 p<.05

기에 제 가설을 채택하였다2 (t=2.314, p=.030).

셋째 제 가설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제공을 받은, 3 (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째 통증24

점수가 높을 것이다을 검정한 결과 대조군 점) , 25.07 ,

실험군 점으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28.80 p<.05

였기에 제 가설을 채택하였다3 (t=2.827, p=.0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자는 제 가설 제1 ～

가설을 모두 채택하였다 이는 그림을 이용한 수술 절3 .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 아동의 경우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각 시간대 시간 시간 시간마(4 , 8 , 24 )

다 수술 후 통증 인식의 정도가 낮아졌다는 뜻일 뿐 아

니라 각 시간대마다 절차 정보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편도선절제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에3. (PQ)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

수술 후 경과하는 시간 변수와 실험집단 간의 통증 점

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 가설 즉 그림을 이용한4 “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시간에 따라 통증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를 검정”

하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집단간 차이를 repeated

로 분석한 결과 표 에서 보는 바measure ANOVA , < 4>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수술 전 수술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은 실

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간의 시간대별 통증 인식에 대

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수준에서 제 가설을 기각p<.05 4

하였다.

표 수술 후 경과 시간에 따른 통증 에 대< 4> (PQ)

한 집단간 차이 (N=30)

구분 SS DF MS F p

집 단 45.51 1 45.51 .960 .336

시 간 1885.36 2 942.68 76.159 .000

집단 시간* 18.16 2 9.08 .733 .485

Ⅴ 논 의.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을 받은 아동의 수술 후 통증

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 전 정보 제공을 시행한 후 수

술 후 각 시간 경과 시간 시간 시간별로 연구 집(4 , 8 , 24 )

단과 대조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수술 후 경과

시간과 집단을 동시에 적용하여 그 차이통증 인식를( )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편도선 수술 아동에게 수술 전 절차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 뒤 수술 후 느끼는 통증을 시간 시간, 4 , 8

및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세 경우 모두 집24 ,

단간 차이를 유의하게 나타내어 수술 전 절차 정보 제공

이 수술 후 시간 시간 시간까지 각 시간 내에서는4 , 8 , 24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집단간 통증인식의 차이를 수술 후 시간대

별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으로 비교한 바에 의하면 시간에 따른 통증인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시간간의 교호작

용은 유의하지 않았기에 수술 전(F=.733, p= .485),

수술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가 시간에 따른 통증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가설을 채택하1, 2, 3

였지만 제 가설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해석해4

볼 수 있다.

첫째 수술 직후 시간 시간까지는 정보제공에 대한, 4 , 8

효과를 보일 만큼 통증 인식이 민감했겠지만 수술 후 시

간이 지날수록 통증 인식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제 가설의 경우는 수술 후 경과 기간별로, 1, 2, 3

짧게 구분하여 통증 인식의 차이를 비교했기 때문에 정

보제공에 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 가설의 경우 수술 후 시간동안 두 개의 변수시간4 , 24 (

과 집단를 취하여 로 통) repeated measure ANOVA

증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측정 시간이 너무 길었

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이. ,

세에서 세의 건강한 아동들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5 15

회복기간이 빠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

도가 약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번째 가설이 기각된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수4

가 적었던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통증정도를 측

정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수술 후 시간 경이면 이미 수24

술로 인한 상처의 통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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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보제공 여부가 통증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연구 대상이 타라신.

과 같은 진통제를 쓰지 않을 정도의 경한 아동들이기 때

문에 통증 측정 도구에 덜 민감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수

있다.

한편으로 선행 연구(Beyer & Koren, 1995;

의Merkel, Voepel-Lewis, Shayevitz, et al, 1997)

결과들을 살펴볼 때 통증행위 관찰과 통증 자가보고 사

이에 불일치가 있었다 그 이유는 통증 인식 척도의 경.

우 수술시의 진정 효과와 전신마취의 효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아동의 행위를 관찰하

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보다 낮은 통증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임상에서 간호사들은 통증 사정 도구들이 아동

의 불안이나 신체적 회복정도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통증의 강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통

증사정 도구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아동이 스스로 의.

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간호사들은 아동의 행동

이나 심박수 호흡수 등의 신체적 변화를 더 중점적으로,

사정할 필요가 있다(Sanna Salantera et al, 1999).

통증을 표현하거나 도구 사용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

운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통증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행위적 관찰이 더욱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통증과 관련되어 아동의 행위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변화 역시 행위적 관찰도구를 사용하여 포착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자가보고 형식의 도구와 함께.

행위적 관찰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통증행위를 해석한

후 통증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질문지에서 수술 전 절차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통증이 덜

했으며 시간이 오래될수록 통증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수술과정 전반에 대.

한 준비적 정보는 그들이 경험할 것에 대한 이미지를 형

성하게 하여 처음 수술을 받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영

향(Norma. McHugh, Norma. Christman & Jean.

을 주었으며 수술 관련 행동에 기초한 준비프로1982) ,

그램이 소아과 환자에서 통증완화 회복기기간 단축 등,

의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Zeev, Linda &

와 일치하였다Lisa, 1996) .

간호사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내용,

구성이나 그 효과의 평가 방법은 대상자가 경험하는 사

건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

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환자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일

반적인 요인인 마취의 양 표정이나 언어적인 표현 의사, ,

소통의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orma, Norma & Jean, 1982).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수술 전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의료팀 아동 및 가족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간 부족이나 편의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술 전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통증을

호소할 때는 일반적인 간호사정 방법을 사용하여 간략하

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통증에 대하여 당연.

하게 받아들이는 의료진과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통증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며 무엇보다도 통증이 극심해지고 난 이후에 조절하기

시작함으로써 아동은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거

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진통제를 투여 받게 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도선절제술을 포함한 아동의 기타 수술 상

황에서 수술 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구조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주는 등 부모와 아동의 수술 전중 및 후에

경험하게 되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사들에게 통증 사정 도구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등 아동의 통증을 사정하는 테크

닉을 익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술아동의 회복을 촉

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편도선 수술을 앞둔 아동에게 그림을 이용

한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 차례 시간 시간 시간에 걸쳐 집단간의 통증(4 , 8 , 24 )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즉 편도선절제술을 받.

기 전에 그림을 이용한 수술 절차 정보 제공 여부가 아

동의 수술 후 통증에 시간대별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수술 아동에 대한 간호중재의 방안으로 수술 전,

절차 정보제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 시차설계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편도선절제.

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세의 남녀 아동으로서 연구5-15

과정에 참여할 것을 승낙한 명으로서 일반적인 정보만30

을 제공받은 대조군 명 아동과 부모에게 모두 구체적15 ,

인 수술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 명이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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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조작은 편도선절제술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

용을 그림으로 제공했고 실험 효과는 통증인식 질문지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Pain Questionnaire)

과는 다음과 같다.

편도선 절제술이 있기 전에 미리 그림을 이용한 절차1.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수술 시간 후 통증의 점4

수가 점으로서 대조군의 점에 비해 통계16.07 14.87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에 제 가설을 채택하였1

다 즉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를 받은 아동은 받지.

않은 아동보다 수술 후 시간 경에 통증을 덜 인식하4

고 있었다.

수술 후 시간에도 통증의 점수가 실험군 점2. 8 20.60 ,

대조군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에 제 가17.27 2

설을 채택하였으며 즉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를 받

은 아동은 받지 않은 아동보다 수술 후 시간 경에도8

통증을 덜 인식하고 있었다.

수술 후 시간에도 통증의 점수가 실험군 점3. 24 28.80 ,

대조군 점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기에 제25.07 3

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그림을 이용한 절차 정보를.

받은 아동은 받지 않은 아동보다 수술 후 시간 경24

에 통증을 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과 집단간의 차이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4.

하여 로 분석한 결과에repeated measure ANOVA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편도선수술“

에 관한 절차 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

결론적으로 특정한 시간 내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에 차이를 보였지만 시간과 집단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

에서는 시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 는 의미이“ ”

다 그렇지만 수술 후 시간대별로 짧게 구분했을 때는.

분명하게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편도선 절

제술을 받는 아동어머니 포함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등( )

절차 정보 제공은 수술 후 아동의 통증을 덜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수술 후 통증을 측정함에 있어서 시간 간격을 더 짧1.

게 설계하여 자연 치유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 후

반복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수술 후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을 사정함에 있어 통2. ,

증행위 관찰도구와 통증자가보고형 도구간의 비교연

구를 제언한다.

수술 후 아동이 경험하는 통증의 사정과 관리 시 임3.

상실무에서 사용이 좀더 용이한 도구의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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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operative pain following tonsillectomy in

children. This study was performed on 30

children, aged 5-15 years, undergoing

tonsillectomy and their parents by providing

informational intervention with colored figure;

operation procedure and information. Pain

assessment was done by Pain Questionnair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with mean

16.07 had lower pain scores than control

group with mean 14.87 at 4th hours after

operation(p<0.05).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nd first hypothesis was adopted.

2.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with mean

20.60 had lower pain scores than control

group with mean 17.27 at 8th hours after

operation(p<0.05).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nd second hypothesis was

adopted.

3.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with mean

28.80 had lower pain scores than control

group with mean 25.70 at 24th hours after

operation(p<0.05).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ird hypothesis was adopted.

4. When we analyzed the time difference and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simultaneously

by repeated measure ANOVA,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And so "the

experiential group with operation-related

information will show the lower pain sense

than the control group just as the time flows

after operation", fourth hypothesis was

rejected.

Generally, it was found tha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operation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reduced effectively postoperative

pain in children, but in clinical settings there

are minimum preoperative information-providing

because of insufficient time and inconvenience

although nursing staffs and patients know its

needs.

Conclusionally providing preoperative information

should help children and their parents cope with

Pre, Peri and Post operative events eff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