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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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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Pain Management Practice in Pediatric Nurses 
Suk Ja Heo1, Jin Sun Kim2, Hyunlye 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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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knowledge, barriers, and self-efficacy in relation to pain management practice,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ain management practice in pediatric nurse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The par-
ticipants were 237 pediatric nurses from a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r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mean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n the children’s pain management knowledge scale was 58.8%. 
Child and parent related factors were the main barriers for pain management. Self-efficacy to assess children’s pain across developmental stages 
was particularly low. Pain management practices for assessing pain and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were relatively low. Factors signifi-
cantly affecting children’s pain management practice were current conditions of work department and self-efficacy in pain management,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7.5% of the variance in pain management practic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n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to improve self-efficacy in children’s pain management practice. Moreover, good communication,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nd parents, and a more active role by pediatric nurses are required to carry out more effective p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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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제 통증관련 전문가 단체들에 의하

면, 최적의 효과적인 통증관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선과 윤리적 

실무이다[1,2]. 특히, 아동의 경우 질병 및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통

증에 대해 이해하거나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극복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아주 작은 의학적 처치도 일부 아동에

게는 의미 있는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3]. 아동간호사는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 및 처치과정에 의해 유발되는 아

동의 극심한 통증을 예방하거나 경감시켜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와 책

임이 있다[4,5]. 통증관리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역할은 통증을 사정하

고 의료팀과 함께 약물적, 비약물적 통증관리 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

워 중재를 제공하며 그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통증관리는 간호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5]. 효과적인 통증관

리는 아동의 신체적 회복과 안위를 도모하고, 정서적 상해를 감소시키

며 간호사와 아동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킨다[6].

지난 20여 년 동안 아동의 통증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지속

되었고, 과학적 탐구방법을 통해 아동의 통증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질병과정

이나 처치 과정에서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가 미비한 실정이다[2,7,8]. 이에, 아동을 위한 통증관리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우선, 불충분한 아동 통증관리의 요인으로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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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부족을 들 수 있다[5,9,10]. 아동간호사는 성인과 아동의 

통증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중

재를 요구하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의 통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아동의 통증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아동에게 성인 환자에 비해 부족한 양의 진통제가 투

여되기도 한다[6,11]. 또한 아동통증 관리를 위해 아동의 연령, 성장발

달, 상황에 따른 통증사정 방법과 중재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절

한 통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12-14]. 그 외에도, 아동의 

최적의 통증관리를 방해하는 의료진, 아동, 부모, 기관과 관련된 다양

한 장애요인이 제시되었다[4,15]. 특히, Czarnecki 등[4]은 의사의 처방 

부족, 처치 전 사전에 약물을 제공할 만한 시간의 부족, 의료진의 통증

관리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아동에게 통증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대

한 부모의 거부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16,17]. 일반

적으로 관련 지식은 자기효능감을 위한 기본 요소로 여겨지지만, 아동

의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지식, 수행, 태도와의 관련

성이 없는 결과가 동시에 보고되고 있어[17] 비일관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간호사의 통증 사

정, 통증관리 중재, 통증관리를 위한 의료팀과의 협력 등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9,18]와 신생아실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요인

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19,20]가 있었다. 그

러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에 대한 폭넓은 관련요인을 탐

색하고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동의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최신의 근거를 반영한 효과적인 근

거기반의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실무에

서는 아동의 통증이나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물적 또는 비약물

적 중재들이 자주 간과되거나 덜 사용되고 있어 많은 아동들이 불필

요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 통증관리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임

상실무에서의 수행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특수한 통증경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 통증관리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

요인, 자기효능감 및 통증관리 수행의 정도를 조사하고,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아동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및 통증

관리 수행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증관리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수행

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아동통증관리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및 통증

관리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

기효능감 및 통증관리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 통증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 및 3개 아동 전문병원에서 소아환자를 중점적으로 돌보는 

단위에서 근무하는 일반 아동간호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표의표집

으로 소아청소년과 병동, 소아 암병동,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였

고, 간호사 수련 초기 기간에 해당하는 총 근무경력 6개월 미만의 경

우는 제외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49부가 회수되었으

며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237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적정 표본 수 선정을 위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0의 

조건에서 최종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독립변수 10개)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47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90% 검정력에서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에 

충분하였다.

연구 도구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통증관리 관련 특성, 아동통증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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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및 통증관리 수행과 관련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모든 측정 척도는 도구개발자 또는 근거 논문의 원저자

로부터 도구사용의 승인을 받았다.

통증관리 지식

본 연구에서 통증관리 지식은 아동의 통증관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Manworren[21]이 개발한 Pedi-

atric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Survey regarding Pain (PNKAS) 

도구를 Kim[18]이 우리나라 임상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 총 28

문항 중 현 임상 환경과 맞지 않는 약물중재 지식 2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진위형(예, 아니오) 18문항, 다지 선다형 8문항의 총 26문

항으로 아동통증 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식 7문항, 통증사정 지식 6문

항, 약물중재 지식 11문항, 비약물 중재 지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전체 문항의 지식점수를 

합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2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통증관리 장애요인

본 연구에서 통증관리 장애요인은 제도적 측면, 의료진 측면, 환자 

측면에서 통증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측정 도구는 Van 

Hulle Vincent와 Denyes[22]가 개발한 도구를 Czarnecki 등[4]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11점 척도(전혀 장애요인이 아님= 0점, 주요 장애요인

임=10점)이다. 총 18문항으로 의사요인 3문항, 간호사 요인 8문항, 기관 

요인 4문항, 부모 및 아동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와 영어

에 능통한 2인에 의한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번역 후 소아청

소년과 전문의 1명, 5년 이상의 아동병동 근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 3명, 

그리고 간호학 교수 1명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또한 아동간호사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점 척도에 따른 응답의 어려움에 대한 소수 의견 외에 설문지 

응답에 대한 다른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았다. 평점이 높을수록 장애

요인이 큰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에 대한 간호사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Chiang 등[16]이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2인이 각각 번역하고 일

치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의 5점 척도(전혀 자신이 없다

=1점, 매우 자신 있다=5점)로 통증 사정에 대한 3문항, 통증 관리에 

대한 2문항, 그리고 통증관리 시 건강관리팀과의 협력 1문항을 포함하

였다. 평점이 높을수록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자에 의해 3명의 아동 통증간호 전문가를 통한 내

용타당도가 검증되었고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였다.

통증관리 수행 

본 연구에서 통증관리 수행은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 능력에 대한 

간호사의 통증사정, 통증중재의 수행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을 위하여 

Pederson과 Bjerke[23]가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안한 질문

지를 Kim[18]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 중 통증사정과 통증중재 

영역의 각 선호도(2문항)를 제외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존 도구는 

사용여부를 묻는 이분형의 형태였으나, 통증관리 수행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4점 척도(전혀 사용안함=1점, 자주 사용

함= 4점)로 측정하였다. 하위 범주로서 통증사정 척도의 사용 경험에 

관한 7문항,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 및 비약물 중재를 적용한 경험에 

관한 13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중 설문조사에서 응답이 없었던 기타 

통증관리중재 적용에 관한 개방형 일 문항 또는 1문항 문항은 분석에

서 제외되었다. 해석은 문항 별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통증관리의 

수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통증사정 척도 사용 영역 .60, 중재 적용 영역 .76, 전체 .80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C대학병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2014-06-016-006) 수행되었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각 병원 간호

부서장 및 간호사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과 관련된 동의

와 협조를 받았다.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에 참여함으

로써 예견되는 위험성 및 불편,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

해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자

가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PC 21.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구체적인 통

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증관리 특성,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통증관리 수행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통증관리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 수행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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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경우는 사후검증

(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과 통

증관리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독립변수 가변수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및 통증관리 특성

연구 대상자는 여성이 98.3%(n =233)로 대부분이었다. 평균 연령은 

30.76세(SD =7.38)로 연령 범위는 26-30세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결

혼 상태는 68.4%가 미혼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7.8%로 대부분

이었고, 최종학력으로는 4년제 졸업 56.5%, 3년제 졸업 32.9%, 대학원 

졸업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근무하는 대상

자가 67.5%로 가장 많았고,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25.7%, 소아 

암병동 6.8% 순이었다. 총 근무경력은 평균 7.81년(SD =7.40)이었고, 1년 

이상-5년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다(Table 1). 

통증관리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75.9%가 통증관리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었으며, 근무부서 교육이 51.7%, 보수교육이 32.8%, 신규간

호사 교육이 28.3%, 대학 교육이 27.8% 순이었다. 교육에 포함된 내용

으로는 통증 사정 96.7%, 통증중재 방법 92.8%, 통증 평가 92.2%, 통증 

발생기전 55.6%였다.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을 한 대상자의 93.0%

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8.1%가 근무 병원에 통증관

리지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및 

수행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아

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점수의 평균은 15.29점(SD =3.05)으로 정답률

은 58.8%였다. 각 영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일반적 영역 73.9%, 약물중

재 영역 62.2%, 통증사정 영역 42.0%, 비약물 중재 영역 38.0% 순이었다.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장애요인 총 평점은 10점 만점에 

3.86점(SD =1.52)이었다.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 대상자들은 부모 및 

아동 요인에서 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4.78점), 의사 요인(4.41점), 기

관 요인(3.68점), 간호사 요인(3.39점) 순이었다. 문항별로 보았을 때 장

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3항목은 ‘아동에게 약물을 주는 것에 

대해 부모의 거부감이 있어서’, ‘환자가 통증을 보고하지 않아서’, ‘절

차를 수행하기 전에 의사의 사전 약물처방이 불충분해서’였다.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총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SD = 0.49)이었다. 세부 영역 중 통증관리 시 건강관리팀과 

협력에서 가장 높았고(3.40점), 통증관리(3.13점), 통증사정(3.07점) 순

이었다.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던 두 문항은 

‘귀하는 아동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팀과 협력하는 데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귀하는 아동의 비약물적 통증 관리를 제공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였고, 가장 낮은 두 문항

은 ‘귀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통증을 사정하는 데 얼마나 자신

이 있습니까?’와 ‘귀하는 환자에게 정확한 통증 조절약을 주는 자신의 

능력에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수행의 총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2.46점(SD = 0.42)이었다. 영역별로는 통증사정 영역이 1.83

점(SD = 0.45), 통증중재 영역이 2.83점(SD = 0.50)이었다. 통증사정을 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237) 

Variables Items Mean (SD) Range Correct answer (%)

Knowledge about pediatric pain
General knowledge of pain
Knowledge of pain scale
Knowledge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
Knowledge of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26
7
6

11
2

15.29 (3.05)
5.17 (1.16)
2.52 (1.28)
6.84 (1.78)
0.76 (0.69)

6-22
2-7
0-6
2-10
0-2

58.8
73.9
42.0
62.2
38.0

Barriers
Doctor related factor
Nurse related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Parent & child related factor

18
3
8
4
3

3.86 (1.52)
4.41 (2.03)
3.39 (1.72)
3.67 (1.70)
4.78 (2.05)

3.00-5.11
4.22-4.54
3.00-4.01
3.45-3.91
4.53-5.11

  
  

  
  
  

Self-efficacy
Pain assessment
Pain intervention
Cooperation with health care team

6
3
2
1

3.15 (0.49)
3.07 (0.57)
3.13 (0.54)
3.40 (0.66)

2.96-3.40
2.96-3.14
3.07-3.19

-

  
  
  
  

Pain management practice
Pain assessment
Intervention to relieve pain  

19
7

12

2.46 (0.42)
1.83 (0.45)
2.83 (0.50) 

0.52-3.48
0.52-3.03
2.1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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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안면척도(3.03 ±1.08)와 숫자척도(2.93

±1.15)였다. 통증중재 수행 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진통제 투여

(3.48 ± 0.71)였고, 정서적 지지(3.38 ± 0.76), 치료적 접촉(3.32 ± 0.82) 순이

었다. 통증관리 중 가장 적게 사용하는 중재는 잘 참는 아이를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델링 소개(2.18 ± 0.98)와 심상요법(2.27±

0.92)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Practices in Pediatric Pain Management   (N=237)  

Category Item Mean (SD)

Pediatric pain scale practice score
  

Word graphic rating scale
Color scale
Numeric Rating Scale (NRS)
Visual Analogue (VAS)
Face Pain Rating Scale (FPRS)
Pockerchip Scale
Others (FLACC or N-PASS)

2.05 (1.08)
1.38 (0.60)
2.83 (1.15)
1.84 (0.97)
3.03 (1.08)
1.16 (0.41)
0.52 (1.29)

Mean 1.83 (0.45)
Pediatric pain intervention practice score
  

Analgesia injection
Placebo injection
Cold or hot therapy
Massage or acupressure 
Image therapy
Emotional support
Relaxation therapy (muscle relaxation, deep breathing)
Distraction therapy (video, TV, music, stroll etc.)
Therapeutic touch (pacifier, holding, swaddling, nesting, stroking, gently shaking etc.)
Environment intervention (controlling lighting and noise)
Introducing modeling 
Providing information 

3.48 (0.71)
2.46 (0.96)
3.13 (0.84)
2.79 (0.86)
2.27 (0.92)
3.38 (0.76)
2.61 (0.97)
2.95 (0.98)
3.32 (0.82)
2.95 (0.85)
2.18 (0.98)
2.48 (1.00)

Mean 2.83 (0.50)

FLACC=Face, Legs, Activity, Cry, Consolability; N-PASS=Neonatal Pain Agitation and Sedation Scale.  

Table 3. Pediatric Pain Management Pract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7) 

Variables Categories n (%)
Practice

t/F p Scheffé
Mean (SD)

Gender Male
Female

4 (1.7)
233 (98.3)

2.16 (0.11)
2.47 (0.42)

-1.49 .138   

Age (year) 21-25
26-30
31-35
36-40
≥ 41

62 (26.2)
88 (37.1)
40 (16.9)
20 (8.4)
27 (11.4)

2.37 (0.45)
2.53 (0.39)
2.39 (0.44)
2.45 (0.43)
2.56 (0.30)

2.07 .086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62 (68.4)
75 (31.6)

2.45 (0.42)
2.49 (0.41)

-0.67 .503   

Position Staff nurse
Chief nurse
Head nurse

208 (87.8)
15 (6.3)
14 (5.9)

2.45 (0.43)
2.56 (0.28)
2.59 (0.32)

1.20
  
  

.303
  
  

  
  
  

Education level 3-year college
4-year college
Graduate school

78 (32.9)
134 (56.5)

25 (10.5)

2.40 (0.42)
2.49 (0.42)
2.51 (0.37)

1.45 .238   

Current work unit Pediatric warda

Neonatal/Neonatal intensive care unitb

Pediatric oncology wardc

160 (67.5)
61 (25.7)
16 (6.8)

2.60 (0.35)
2.01 (0.34)
2.57 (0.32)

50.46
  

< .001
  

a,c > b
  
  

Total years working < 1
≤ 1- < 5
≤ 5- < 10
≥ 10

13 (5.5)
87 (36.7)
74 (31.2)
63 (26.6)

2.47 (0.35)
2.39 (0.45)
2.53 (0.40)
2.48 (0.40)

1.49 .218   

Experience of pain management education Yes
No

180 (75.9)
57 (24.1)

2.50 (0.43)
2.35 (0.36)

2.32 .021   

Guideline on pain management Yes
No

185 (78.1)
52 (21.9)

2.46 (0.42)
2.47 (0.39)

-0.15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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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 수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통증관리 특성에 따른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수

행 점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현 근무부서와 통증관리교

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 근무부서에 따

른 차이는 사후검정 결과에서 소아·청소년과 병동이나 소아 암병동에 

근무하는 대상자의 통증관리 수행 점수가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

실에 근무하는 대상자의 수행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 =50.46, 

p < .001). 또한 통증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통증관리 수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32, p =.021).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및 

수행 점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감, 수행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4), 지식 점수와 자기효능감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3, p =.045)가 있었고, 자

기효능감 점수와 수행점수는 양의 상관관계(r=.34, p < .001)가 있었다. 

그 외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증관리 수행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모형에는 단일변량분석에서 통증관리 수행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 변인이었던 현 근무부서, 통증교육 여부와 자기효능감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범주형 독립변수의 가변수 처리 시, 현 근무부서

는 소아·청소년 병동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개의 가변수를 만들었고, 통

증교육 여부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기준집단이었다. Durbin-

Watson 값이 1.789로 2에 가까우므로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

한계(tolerance)가 .947-.961로 0.1 이상, 분산팽창인자값(Variance Infla-

tion Factor, VIF)은 1.041-1.05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적합하였

으며(F =36.38.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37.5%였다(adjusted R2 =.375). 

아동 통증관리 수행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 근무부

서 중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ß = -.52, p < .001)과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ß =.27,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근무부서

가 신생아실/신생아 중환자실인 경우가 소아·청소년 병동에 근무하는 

대상자에 비해 아동 통증관리 중재를 적게 하는 것으로, 아동 통증관

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20대의 미혼 여성, 일반간호사,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아 ·청소년 병동 근무자에 집중된 표본이었다. 

70% 이상 대다수의 참여자가 통증관리를 위한 교육 경험이 있고 소속

된 기관에 통증관리 지침이 있다고 응답하여, 임상실무 차원에서 통

증관리에 대한 교육적 중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지침도 마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통증관리에 관한 지식, 장애요인, 자기효능

감, 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의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도구의 정답률

은 58.8%였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병동 간호사를 대상으

로 통증관리 지식을 측정한 Choi와 Choi[24] 연구의 정답률 49.4%보다

는 높았고, 아동병동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8]의 연구의 정답률 59.4%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암 환아를 

간호하는 간호사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탈리아의 일 연구[25]에

서의 정답률 71.0%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범주 분석에서 통증

의 일반지식과 약물중재에 비해 통증사정도구와 비약물 중재에 관한 

지식의 정답률이 50% 이하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외 선행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ediatric Pain Management Practice (N=237) 

Predictor B SE ß t p adj. R2 F (p)

Constant 34.51 2.71   12.74 < .001 .375 36.38 ( < .001)
Current work unit*  
   Neonatal/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ediatric oncology ward

  
-9.3
-0.63

  
0.95
1.66

  
-.52
-.02

  
-9.83
-0.38

  
< .001

.704
Experience of pain management education* 1.24 0.98 .07 1.27 .204
Self-efficacy 0.73 0.14 .27 5.2 < .001

*Base=Career work unit: Pediatric ward; Experience of pain education: No.      

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Barriers, Self-efficacy, Practice    (N=237)

  
Knowledge

r (p)
Barriers

r (p)
Self-efficacy

r (p)
Practice

r (p)

Knowledge 1
Barriers -.01 (.911) 1
Self-efficacy .13 (.045) -.04 (.516) 1
Practice -.01 (.829) -.06 (.377) .34 ( < .001) 1



http://dx.doi.org/10.4094/chnr.2016.22.4.279

www.e-chnr.org � 허숙자,�김진선,�김현례� | 285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5,12,15,18,20]. 한편, 본 연구에서 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96.7%가 교육 내용에 통증사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통증사정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통증

관리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아동간호사들이 필요한 통증관련 지식

을 충분히 습득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통

증관리교육의 학습내용, 방법, 효과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 통증관리의 장애요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3.86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Czarnecki 등[4]의 연구에서는 

평균이 2.79점보다 높은 수치였다. 하위범주별 조사에 의하면, 간호사 

관련 장애요인보다 아동 및 부모, 의사 관련 장애요인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요인을 조

사한 Noh와 Oh[20]의 연구에서 의료진 요인보다 간호 조직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았던 것과 상이하다. 세부문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은 것은 ‘아동에

게 약물을 주는 것에 대해 부모의 거부감이 있어서’, ‘아동이 통증을 

보고하지 않아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의사의 사전 약물처방이 불

충분해서’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이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곧이어 진통제 투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통증보고를 꺼려하

고[4,15]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진통제 투여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4,10]. 의사의 약물처방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점을 

포함하는  의료진  측면의  요인도  다른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었다

[4,10,26]. 이에, 아동의 낮은 통증 보고와 부모의 진통제 투여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

점에 평균 3.15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

[16]를 사용하여 국내 일 대학 어린이 병원의 간호사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3.34점[27], 미국에서 25명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조

사한 연구[17]의 4.38점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이다. 세부문항 분석에

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통증완화를 위해 의료팀과 협력

하는 부분과 비약물적 통증관리를 제공하는 능력이었다. 비약물적 통

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앞서 관련 지식점수가 낮게 나

타난 것과 상반된다. Stanley와 Pollard[17]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

는데, 아동간호사들이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간호사들

이 자신의 통증관리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잠정

적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향후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개선하되 관련 지식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가능한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가장 자신이 없던 문

항은 발달단계에 따라 통증을 사정하는 것이었다. Petovello[2]는 아동

이 자신의 통증을 표현하는 능력은 연령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므로, 

아동의 발달연령 및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통증사정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효과적

인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통증사정 도구 선택 및 

사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의 아동 통증관리 수행 점수는 4점 만점에 평

균 2.83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특히 통증사정 영역의 수행

점수가 통증완화 중재보다 낮았다. 세부문항별로 보았을 때, 가장 두

드러지게 빈번히 사용하는 통증사정도구는 안면척도와 숫자척도로 

국내외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5,18,27,28]. 이는 안면척도와 숫자

척도가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임상실무지침

에 대개 등록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 간호실무가 정책이나 업무시스템에 반영되었을 때, 그것이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련 업무지침개선과 정책 반영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통증완화 중재방법은 진통제 

투여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지지, 치료적 접촉, 냉·온요법이 뒤를 이었

다. 많은 간호사들이 통증관리는 곧 진통제 투여와 같다고 생각하며 

비약물적 중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2,18,28]. He 등[12]의 

조사에서도 간호사의 약 20% 정도만이 통증이 있는 아동에게 독자적

인 비약물 중재를 적용하였고 80% 정도는 의사 지시에 의한 진통제 투

여로 아동의 통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간호사

들이 비약물 중재가 약물중재에 비해 통증 경감에 비효과적이라고 인

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약물적 통증관리 중재는 단

독 사용 또는 약물요법과 병행할 경우 아동의 통증 및 통증 행동반응

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7,28] 약물 중재에 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Twycross 등[28]은 간호사들이 비약물

적 중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뿐만 아니

라 통증관리에 대한 역할인식 부족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참여관찰을 

통해 아동간호사 10명의 수술 후 간호를 탐색한 자료에 의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식의 통증관리 양상을 보였고, 

기록된 통증사정 점수를 통증중재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거의 반영

하지 않았으며, 비약물적 중재는 간호사 자신의 역할이 아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다

양한 통증관리방법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아동과 부

모가 활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중재에 관한 정보나 교육이 충분히 제

공되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아동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들을 확인

하기 위해 차이검정 및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현 근무부서와 통증

관리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수행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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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증관리 수행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통증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통증관리 수행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통증관리교육의 

효과성을 의미하며 보다 효과적인 교육중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볼 수 있겠다. 아동통증관리에 관한 지식, 자기효능감, 수행 측

면에서 일관되게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통증사정 영역이었다. 즉, 통

증사정과 관련된 지식, 자기효능감, 통증관리 수행의 수준이 모두 낮

게 조사되었다. 그 원인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증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 부족, 교육내용의 편중, 교육방법의 비효율성, 

임상 적용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외부 요인 등의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다. Twycross[8]는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통증관리 교육시간이 2시간

에서 15시간까지로 차이가 있고 1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

로 통증관리교육이 부족한 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 교

육에서 통증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8%에 그

쳤다. 이에,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통증관리 교육의 양적, 질적 

변화와 더불어 임상간호사를 위한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통해 통증관

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Twycross[8]는 기존 전통적 방식

의 통증관리 교육이 간호사의 통증관리 실무를 증진시키지 못하므로 

효과적인 교육전략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Chiang 등

[16]은 학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사례 시나리오 분석, 비디오, 강의 

등을 포함한 통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학생들의 통증관리 

지식, 자기효능감, 태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아동통증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지식, 기술, 

태도의 동반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 및 훈련 방안이 요구된다.

일변량분석을 통해 파악된 관련요인들 중 현 근무부서와 자기효능

감은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아동통증관리 수행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현 근무부서는 신생아 및 신생아 중환

자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통증관리수행 점수가 유의

하게 낮았고, 통증관리 수행의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현재 국

내 임상 현장에서 안면척도와 숫자척도가 많이 확산된 반면, 신생아

의 통증을 사정하기 위한 척도는 비교적 최근에 반영됨에 따라 신생

아의 통증사정 및 관리방법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대개 

보호자가 곁에 없는 환경 상 스스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

한적인 신생아의 경우, 통증의 보고 횟수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전문가 집단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통증 사정 및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29]. 따라서 통증관리 시 임상 단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아동의 발달 연령을 고려한 통증사정 도구 및 중재에 관

한 교육 및 훈련, 통증관리지침의 제작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통증관리수행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규명되었다. 

이는 통증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16,17]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자기효능감과 

통증관리수행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Yoo[2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통증관리 지식과 유의한 상관성

을 보였는데, 관련지식이 높을수록 통증관리행위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Stanley와 

Pollard[17]의 연구와 Yoo[27]의 연구에서 지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다. 이와 같이 두 변수 간의 관

계가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에 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통증관리 수행은 관련 지식과 장애요인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부

족과 통증관리 수행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결과[8,10,20,21,27]와 불일

치한다. 그러나 Han, Park과 Jin[30]의 연구에서 높은 지식수준의 간호

사가 항상 양질의 통증관리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유사한 결

과로서 지식과 수행 간의 관계를 단순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으로 결론

짓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증관리 장애요인이 수행의 관련요인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통증관리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효

과적인 통증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아동, 부모와 의료진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적

인 관계,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4,15]. 통증 중재 시 

아동 및 부모가 경험하는 신체·심리적 불편감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의료진의 적절한 투약관리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Twycross와 Collins[15]는 아동간호사가 아동의 통증과 통증

사정,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함께 아동간호사의 적

극적인 역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 및 연구, 실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간호사들의 통증관리 수행을 향상시

키기 위한 간호 교육과정 및 임상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별 적절한 통증사정과 비약물적 통증완화중재

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통증관리 수행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통증관리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아동 통증관리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실무지침이나 알고리즘 개발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동시에 갖는다. 첫째, G광

역시에 위치한 일부 병원의 아동간호사를 편의표집하였으므로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 통증

관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식 도구의 신뢰도가 낮아 내적 

타당도가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었음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 및 임상 상황에 적절한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및 평가가 요구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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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통증관리 수행의 측정이 자가보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수

행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증관리 수행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

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통증관리 지식, 자기효능감, 수행 측면

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통증사정 영역이었다. 아동 및 부모, 의료진 

측면의 장애요인이 다른 영역보다 높게 보고되었으며, 통증관리 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상자의 현 근무부서와 자기효능감이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통증관리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

적 교육 및 훈련 방안이 필요하고, 아동 및 부모,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

사소통과 협력적 신뢰관계 구축, 임상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인 관련 정

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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