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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in management education, which were conducted 
as part of the quality improvement project,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pain management of nurses and 
certified caregiver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one 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113 in total including 60 registered nurses and 53 certified caregiver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The Korean 
Knowledge and Attitude Survey on Pain Management Scale (K-KASP) was measured a week prior to the 
education and a week after the education.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Results: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pain management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in both registered 
nurses (t=7.94, p<.001) and certified caregivers (t=4.25, p<.001).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positive effects of pain management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pain 
management of both registered nurses and certified caregiver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Further study is 
needed to empower pain management competencies of the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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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3.8%로 707만명에 달하며,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1].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

었고, 2005년에는 120개소였던 전국 요양병원도 2019년 7월 

기준 1,571개소로 급증하였다[2]. 요양병원의 급속한 양적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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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따른 의료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2008년에

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 인증제도

를 도입하고 낙상과 욕창을 질 지표에 포함하였다[3]. 그리고 

2017년에는 질 지표에 통증관리를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4]. 

노인의 통증은 장기요양 입소자의 45~83%에서 보고되는 

흔한 문제이며, 만성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

난다[5-7]. 그러나 노인, 특히 인지기능 손상이 동반된 노인의 

통증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8,9].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도 마약성 진통제 처방빈도가 낮

으며[10], 더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80% 이상이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환자에게 위약을 사용한다는 보고[11]는 요양병원 

통증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적절한 통증관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노인요양병원 

환경에서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통증평가, 비효율적 진통제 투약 관행, 간호사 간 비

효율적 의사소통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12,13]. 국제

적으로는 급성기병원에서의 통증관리 실무지침과는 별개로 

장기요양병원에서의 통증관리 실무지침 개발과[14], 통증관

리 질 향상 프로젝트의 효과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3,15]. 그

러나 국내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통증관리 실태파악[11], 

치매 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실무지침 개발[9]이 

이루어졌을 뿐 급성기병원에 비해 요양병원에서의 통증관리 

관련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통증관리 질 향상 프로젝트(Qual-

ity Improvement Project for Pain Management, QIPM)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16]. QIPM은 Plan-Do-Study-Act (PDSA) 

모델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통증관리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이다[17]. QIPM은 기관 내 프로젝트 팀 구성, 전

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증평가, 간호실무 관찰, 통증관

리 기관 매뉴얼 개발, 주기적 의무기록 검토와 피드백, 통증 캠

페인과 직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간호사와 요양

보호사 교육은 강의, 병동별 사례집담회, 개별교육과 모니터

링으로 이루어졌다[16]. 

노인요양병원은 구조적으로 간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간

호사는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18].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업무 중 수집된 통증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고 비약

물적 통증중재를 보조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증관리에 기여한

다[19]. 너싱홈에서 시행한 통증관리 중재연구에 대한 문헌고

찰 결과 교육을 통한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직원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중재 요소로 확인되었다

[20].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의 통증관리 관련 지식수준은 상

대적으로 낮고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대한 불신으로 진

통제 투약을 주저하는 등 통증관리에서의 태도도 부적절한 것

으로 나타나 통증관리 교육의 시급성이 제기된 바 있다[11]. 

즉,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통증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는 

노인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통증관리에 중요한 변인이며, 그들

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요양병원 통

증관리 질 향상 프로젝트 중 이루어진 통증관리 교육이 간호

사와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병원 통증관리 질 향상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통증관리 교육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통증관리 질 향상 프로젝트 중 시

행된 통증관리 교육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

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

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 지역 일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

호사와 요양보호사이다. 프로젝트 수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을 받았고, 총 280병

상 규모이다. 기관에 소속된 전체 간호사 63명과 요양보호사 

66명, 총 1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소개하였고, 연구참여를 

거부한 간호사 2명, 요양보호사 4명을 제외한 12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교육 후 2차 자료수집 시점에서 퇴사한 간

호사 1명, 응답 거부와 누락이 있었던 요양보호사 9명이 탈락

하여, 최종 간호사 60명, 요양보호사 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탈락률: 간호사 1.6%, 요양보호사 13.6%). 연구의 표본 수

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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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검정, 효과크기 .40, 유의수준 ⍺ .0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84명이므로[21], 통계적 분석조건을 충

족하였다.

3. 연구도구 

조사지는 간호사용 조사지와 요양보호사용으로 구분하여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증관리 교육 이

수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는 Ferrell과 McCaffery 

[22]가 개발한 Knowledge and Attitudes Survey Regard-

ing Pain (KASRP)을 저자로부터 이메일로 승인받아 요양병원

에 맞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번역과 역

번역 과정을 거친 후 간호학 전공교수 1인, 임상 전문의 1인, 요

양병원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3인에게 설문 내용의 타당성

에 대해 자문을 받아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정확

한 통증사정 5문항, 진통제 사용법과 약물부작용 관리, 비약물

적 통증관리 10문항, 진통제 사용에 관한 태도 3문항, 사례별 

통증관리 평가와 약물중재 4문항으로 4개의 하위 영역, 총 2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9문항은 다지선다형, 나머

지 13문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고 정답은 1점, 오답 

또는 모른다는 0점으로 배점한 후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 점수가 높

음을 의미한다. Ferrell과 McCaffery [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3이었다. 

2)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는 Ferrell과 McCaffery 

[22]의 KASRP 문항을 기반으로 구성한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 22문항 중 요양보호사의 간호보조업무[19]로 부

적합한 약물적 통증중재에 관한 10문항을 제외한 축약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요양보호사의 통증사정 5문항, 비약물

적 통증관리 3문항,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태도 2문항, 사례별 

통증관리 평가 2문항으로 4개 영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4문항은 다지선다형, 나머지 8문항은 ‘예’, ‘아

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 또는 모른다는 0

점으로 배점한 후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다. 

4. 통증관리 교육

통증관리 교육은 참여 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간호부장 1

명, 수간호사 2명, 그리고 연구진 3명으로 구성된 기관 통증팀

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통증팀은 주 1회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인의 통증관리 실무지침에 관한 문헌검토와 기관 내 

통증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목표

를 수립하고 교육내용과 교수전략을 선정하였다. 본 통증관리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참여자들이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통증관리 실무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증관리 실무 향상을 위해 1) 표준화

된 도구를 사용한 통증사정을 수행하고, 2) 개별화된 통증 간

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통증관리 교육내용은 장기요양 환경에서의 통증관리 지침

[14]을 중심으로 국내외 통증 교재와 업무 매뉴얼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구성하였으며,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최종 구성하였다. 

구성된 교육내용은 간호학 전공교수 1인, 임상 전문의 1인, 요

양병원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3인에게 교육내용의 타당도

를 자문하였다.

통증관리 교육내용은 요양병원 통증관리 실태, 노인이 경

험하는 만성통증의 특징, 통증평가와 관리 원칙, 표준화된 통

증평가도구 사용법, 기관 내 사용 중인 통증관리 약물의 사용

법과 주의 사항, 통증 유형별 비약물적 접근, 통증팀이 개발한 

통증관리 알고리즘 적용과 간호기록 방법을 포함하였다

(Table 1). 이를 위하여 연구자가 간호사에게는 2주 간격으로 

3차에 걸쳐 각각 1시간씩 집단교육과 병동별 사례집담회를 실

시하였고, 요양보호사에게는 1차례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집단교육은 통증팀에서 개발한 통증관리 매뉴얼

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이루어졌다. 사례집담회는 수간호사가 

병동 내 통증관리가 어려운 환자 사례를 선정하면, 통증팀이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평가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집담회 

자료를 준비한 후 낮 근무와 오후 근무자 교대 시간에 병동을 

방문하여 병동 간호사들과 통증관리 실무개선 방안을 토론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요양보호사 개별교육은 마취분야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상경력을 쌓은 2명의 연구보조원이 병

실마다 방문하여 환자의 통증사정과 통증완화 중재를 시범하

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통증관리 교육은 2018년 11월 6일에서 2019년 1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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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in Management Education 

Groups Session and theme Contents Methods

Registered 
nurse

1st session
Understanding of pain

․ Significance of pain management 
․ Characteristics of pain in older adults and LTC setting
․ Pain management principles
․ Pain assessment tools for verbal and non-verbal patient

Lecture
Quiz
Case study
Pain management manual 

2nd session
Pain management: 
pharmacologic 
intervention

․ Pain management guidelines
․ Principles for the use of analgesics
․ Usage, dosage, side effects, and nursing considerations 

of each analgesic used in the institution
․ Cautious use of placebos 

Lecture
Quiz
Open discussion
Pain management manual 

3rd session
Pain management: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

․ Use of non-pharmacological strategies for pain relief
․ Physical interventions
․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Lecture
Quiz
Case study
Pain management manual 

Case conference (4 cases) ․ Case summary
․ Discussion
․ Follow up 

Case-based learning
Group discussion
Mentoring

Certified 
caregiver

1st session
Pain management goal 
and pain assessment 

․ Significance of pain management 
․ Characteristics of pain in older adults and LTC setting
․ Pain assessment tools for verbal and non-verbal patients
․ Use of non-pharmacological strategies for pain relief

Lecture
Quiz
Case study

Individual training and 
supervision 

․ Barriers to effective pain management
․ Some typical non-verbal indicators of pain and comfort
․ Assessing and documenting pain in older adults
․ Prejudice about pain and pain intensity scale used

Case-based learning
Clinical practicum
Mentoring
Educational leaflet

LTC=Long-term care.

2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집단교육일정은 교대근무를 고려

하여 오전 8시와 4시에 각 1시간씩 반복하여 실시하고, 기관 

내 직무교육 인정시수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간호사와 요양보

호사가 각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통증관리 교육 시작 전 1주일과 종료 

후 1주일에 이루어졌다. 통증관리 교육 개시 전 병원장에게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기관 통증팀

과 연구보조원 2인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사전 조사는 1차 집단

교육 때 교육 시작 전 강당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지

의 모르는 문항을 찾아보거나 동료들과 상의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 작성 후 응답시간을 기다렸다가 직접 회수하였다. 사후 

조사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집단교육과 사례집담회, 개별

교육이 모두 종료한 후 연구보조원이 병동마다 방문하여 실시

하였다. 사전 조사와 동일하게 응답 중 자료를 찾아보거나 동

료에게 답을 물어보지 않도록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

고 수거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개시 전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

인(2018-0173)을 받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전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

를 허락한 대상자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안내문 첫 장에 연구목적과 내용, 절차

와 위험성,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명시,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조사 중 언제라도 조사에 

불응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으

며, 응답한 내용과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5~30분이 소

요되었고, 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통증캠페인 로고가 새겨진 

필기구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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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Staffs (N=1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gistered nurse (n=60) Certified caregiver (n=53)

n (%) or M±SD n (%) or M±SD

Gender Men
Women

5 (8.3)
55 (91.7)

1 (1.9)
52 (98.1)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60

13 (21.7)
13 (21.7)
12 (20.0)
15 (25.0)
 7 (11.6)

0 (0.0)
0 (0.0)
3 (5.7)

22 (41.5)
28 (52.8)

44.3±13.42 59.7±6.08

Edu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Master

0 (0.0)
3 (5.0)

52 (86.7)
5 (8.3)

18 (34.0)
32 (60.4)
3 (5.6)
0 (0.0)

Length of career (year) ＜5
5~＜10
≥10 

34 (56.7)
25 (41.7)
1 (1.6)

4.41±3.35

31 (58.5)
22 (41.5)
0 (0.0)

4.23±3.09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39 (65.0)
21 (35.0)

50 (94.3)
3 (5.7)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None
Others 

19 (31.7)
5 (8.3)

16 (26.7)
17 (28.3)
3 (5.0)

3 (5.7)
13 (24.5)
18 (34.0)
19 (35.8)
0 (0.0)

Experience of pain management 
education 

Have
Not have

42 (70.0)
18 (30.0)

20 (37.7)
33 (62.3)

If have* Type In-service program
Others 

27 (64.3)
15 (35.7)

18 (90.0)
 2 (10.0)

Number 2.41±1.25 3.63±1.60

Theme† Pain mechanism
Pain assessment
Pain intervention

15 (20.6)
29 (39.7)
29 (39.7)

 6 (20.0)
 9 (30.0)
15 (50.0)

Needs for additional pain education Agreed
Not agreed

42 (70.0)
18 (30.0)

45 (84.9)
 8 (15.1)

*Registered nurse n=42, Certified caregiver n=20; †Multiple response.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차이를 산출하였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의 통증관리 교육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통증관리 지식과 태

도 점수의 차이는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한 후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연령분포는 50세부터 59세가 25.0%로 가장 많았

고, 평균 44.3세였다. 여성이 91.7%, 기혼이 65.0%, 학력은 대

학졸업이 86.7%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기독교 31.7%, 무교 

28.3% 순이었다.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5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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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s of Pain Management Education (N=113)

Group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Registered nurse (n=60) Total
Pain assessment
Pain management
Attitude
Case study

59.70±16.72
64.00±22.03
61.83±18.91
63.89±28.32
45.83±26.90

77.42±14.00
77.00±21.42
74.00±13.04
84.44±25.65
81.25±27.47

7.94
3.69
5.04
4.98
7.61

＜.001
＜.001
＜.001
＜.001
＜.001

Certified caregiver (n=53) Total
Pain assessment
Pain management
Attitude
Case study

45.91±25.92
49.81±30.53
40.25±32.92
49.06±41.00
41.51±37.64

63.21±15.19
58.11±21.58
52.83±28.82
83.96±25.52
70.54±37.25

4.25
1.69
2.33
5.71
3.87

＜.001
.098
.024

＜.001
＜.001

가장 많았고 경력은 평균 4.41년이었다. 통증관리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0%였고, 이수한 경우 교육 형태는 병

원직무 교육이 64.3%로 가장 많았고, 통증사정과 통증중재에 

대한 교육이 각각 39.7%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이 52.8%로 가장 많았

고, 평균 59.7세였다. 여성이 98.1%, 기혼이 94.3%, 학력은 고졸

이 60.4%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35.8%, 불교가 34.0% 

순이었다.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58.5%로 가장 많았

고 평균 4.23년이었다. 통증관리 교육 이수경험이 없는 경우

가 62.3%였으며, 이수한 경우 교육 형태는 병원직무 교육이 

90.0%였고, 추가적인 통증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간호사는 70.0%, 요양보호사는 84.9%였다(Table 2).

2. 통증관리 교육이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증관리 교육 전 간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는 평균 

59.70점에서 교육 후 77.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t=7.94, p<.001). 하위 영역별로 통증사정(t=3.69, p<.001), 

통증관리(t=5.04, p<.001), 태도(t=4.98, p<.001), 사례(t=7.61, 

p<.001) 모두가 교육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통증관리 교육 전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는 

평균 45.91점에서 교육 후 63.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4.25, p<.001). 하위 영역별로 통증관리(t=2.33, 

p=.024), 태도(t=5.71, p<.001)와 사례관리(t=3.87, p<.001)

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통증사정

(t=1.69, p=.098)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논 의

통증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23], 적절한 통증조절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해

당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24].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교육을 실

시하고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과 부적절한 태도는 적절한 통증관리 

수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18]. 노인 환자의 통증관리에

서 간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증을 관리하고자 하는지, 

적절한 통증관리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통증관리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11,25]. 2017년부터 통증평가와 관리가 요양

병원 인증평가 질 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통증관리에 관한 기

관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통증관리

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30.0%, 

요양보호사가 62.3%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병원 간호인

력에 대한 통증교육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임을 드러낸다고 하

겠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바로 옆에서 간병하면서 환

자의 통증 경험을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직종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통증관리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26].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과반수

가 고령에 교육 수준이 낮아 일대일 개별교육을 포함하여 현

장 착형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통증관리 교육은 질 향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실무 중 어려움을 경험한 

통증관리 사례와 교육요구에 맞추어 강의, 사례학습, 개별교

육과 멘토링 등 다양한 교수방법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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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가 총점에서 유의하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이드라인 중심 

노인요양병원 통증관리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서 통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향상된 것과 일치한다[15,25]. 통증관리에 대

한 지식과 태도는 노인 환자의 통증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큰 변인이며, 통증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태도는 효과적 통증관리의 토대가 된다[11]. 

통증관리 교육의 영향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통증사

정 영역은 ‘활력징후는 항상 환자의 통증의 강도를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다’를 포함하여 인지장애 노인 환자의 주관적 통

증호소에 대한 신뢰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전 조사 난이도는 간호사 64.0%, 요양보호사 약 49.8% 수준으

로 낮았고 교육 후 간호사는 7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

승하였으나, 요양보호사는 약 58.1%로 상승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

로 통증관리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가 어렵지만, 통증의 주관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생리적 

지표 변화가 없는 노인의 만성통증이 간과되는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통증호소에 대한 불신은 환자의 주관적 통

증호소를 간과하여 요양보호사는 환자가 호소한 통증 관련 정

보를 간호사에게 전달하지 않게 되고, 간호사의 진통제 투약

을 주저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간호사

의 77.5%가 환자가 2회 이상 통증을 호소했을 때 진통제를 투

약한다고 대답하였다[11]. 즉 환자의 통증호소 보다는 객관적

으로 아파보여야 통증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향이 드

러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인식은 요양보호사 대상 강의

와 일대일 교육에서 누차 강조되었음에도 교육 후 유의한 변

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환자의 주관적 통증에 

대한 신뢰가 통증관리의 시작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추

후 사례별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의 하위 영역 중 통증관리는 

진통제 사용법과 약물부작용 관리, 비약물적 통증관리에 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증교육을 통해 간호사와 요양

보호사 모두에서 교육을 통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교육 후 지식 점수가 간호사는 74점, 요양보호사는 52점 수준

에 머문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반복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통증관리 태도 영역은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의 사용 전에 가능한 참도록 격려해야 한다’, ‘환자에게 위약을 

주는 것은 통증이 실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용한 테스트 방법이

다’, ‘노인 환자는 성인에 비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더 잘 

된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 통증관리 태도

는 교육 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모두 크게 향상되어 80점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진의 잘못된 신념과 오해로 인한 잘

못된 통증관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통증교육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증관리 질 개선을 위한 통증관리 교육과 

훈련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통증관리 실무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통증관리 교육은 요양병원에서 기관 내 통증관

리 문화를 바꾸기 위한 통합적 질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통한 이론교육과 사례기반 집담회, 개별교육이 복합적으로 제

공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병동별 통증관리가 어려운 환자의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수행의 변화를 확인하지는 않았

으나, 통증관리 교육 후 통증관리 수행이 개선되었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에 비추어[27], 지식과 태도 개선이 통증관리 실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의 통증관

리 지침에서는 만성통증의 경우 약물적, 비약물적 중재를 함

께 고려하거나 비약물적 중재를 우선 시도한 후 약물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28]. 향후 요양병원 통증관리 교

육에서는 비약물적 통증관리 중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

여 비약물적 통증관리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

증관리 수행에 중요한 변인인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의 실제 

사례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입증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젝

트에 참여한 기관 내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로 조사되었기 때

문에 제 3변수 개입과 시험효과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

로 추후 엄격한 실험설계로 통증관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통증관리 수행과 성과에 대한 장

기적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통증관리 교육이 요양병

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성과로 이어지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강의, 사례학습, 개별교육과 멘토링을 포함한 통

증관리 교육이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

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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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관리 교육이 일 노인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결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통증관리 지식과 태도가 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결과에서도 

통증사정과 통증관리 부분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

으로 나타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추후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와 종단 연구를 통

한 장기적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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