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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노

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

상의 24%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Korea National Health & Nutri-

tion Examination Survey, 2013). 만성 퇴행성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나

타날 수 있으나 슬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무릎의 퇴행성 

질환이 유발되면 관절기능, 근력, 유산소성 능력 등이 저하된다(Lee 

& Park, 2013). 그러나 최근 슬관절 전치술을 통해 노인 환자들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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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경감, 운동범위 향상, 일상 생활 능력 증진의 효과가 나타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Park, 201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에 따르면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10만 4,112

명으로 최근 4년 새 31%가 증가했고, 그 중 슬관절 전치술은 7만 

8,940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슬관절 전치술은 수술 자체가 중간 이상의 통증을 유발하며 수

술 후 진통제 사용량이 많고, 통증이 극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Hwang et al., 2004). 그러나 환자들은 수술 후 통증관리 및 진통제

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통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Ko, 2002). 수술 후 부적절한 통증관리는 내분비계, 호흡기계, 위장

관계, 면역학적 반응, 응고체계,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어 합병증 발

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환자의 기동력을 제한할 수 있다(Lee, 2002). 

그러나, 효과적인 통증관리는 관절 섬유증 발생과 관절운동 범위

의 제한을 줄여주고, 정상 보행으로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Kim, Gwak, Kim, & Min, 2010).

수술 후 통증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최근 임상에서

는 적절한 진통효과를 얻는 데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은 통증자가

조절기(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Shin, 2004). 그러나 통증자가조절기로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의료계에 종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Park, 2006).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진통제 부작용에 대한 지나

친 우려로 통증자가조절 시에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통증 조절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et al., 2004). 이는 현재 병

원에서 시행되는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교육 시기가 부적절하고 충

분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Lee와 Jo (2011)는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을 수술 후 환자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 교

육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의식 상태이거나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환자의 급성 통증 관리와 지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며, 간호 중재 연구를 통하여 결과의 연관성이

나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

다(Suh, Jeong, & Oh, 2003). 또한, 통증을 최소화 하여 조기 이상과 

보행, 조기 관절운동을 실시하도록 교육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는 슬관절 치

환술을 받은 환자 중 60세 이상이 90.3%라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경

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로 언어능력과 기억력 감소, 시각-

운동 능력의 저하를 야기한다(Kim et al., 2013). 따라서 통증관리 교

육 시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글씨보다는 그림이나 도형

이 이해하기 좋다(Owen, Splett, & Owen, 1999). 간호사는 수술 후 대

상자의 통증에 대한 반응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Kim et al., 2007), 다른 의료진과 협동하여 통증의 증상완화를 위해 

다양한 간호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음에 비해 통증 중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k & Kim, 2012). 또한, 현재 노인 

슬관절 전치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이러한 적절한 통증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지식, 통증

감소 효과 및 오심, 구토, 어지러움의 부작용 감소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 소책자, 실물모형 통증자가조절기를 

이용한 통합적 교육이 노인 환자의 수술 후 통증자가조절기에 대한 

지식의 증가, 통증감소, 오심 구토 등 부작용 발생감소 및 수술 후 보

행횟수와 관절 범위 운동 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슬관절 전치술 후 통증자가조절기를 사용한 노인 환

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통증관리와 통증자가조절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 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이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자

의 수술 후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수술 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이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자

의 수술 후 통증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수술 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이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자

의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시 부작용(오심, 구토, 어지럼) 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수술 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이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자

의 수술 후 prn 진통제 사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수술 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이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

자의 수술 후 보행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섯째, 수술 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이 슬관절 전치술 노인환자

의 수술 후 수동적 관절운동(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시행 

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슬관절 전치술 환자에게 제공한 통증관리와 통

증자가조절기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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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차 설계이다. 대상자는 실험효과의 확산을 막기 위해 S대학 병

원 정형외과 병동에 먼저 입원한 23명을 대조군으로, 자료수집이 

끝난 후 입원한 23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수술 

후 입원 병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구두 통증

자가조절기 교육만을 제공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수술 1일 전 입원 

병실에서 영상물과 소책자, 실물 통증자가조절기를 활용하여 교육

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 제공한 것과 같은 구두 통증자가조절

기 교육도 제공하였다. 수술 후 통증자가조절기를 달고 병동에 도

착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에서 통증과 결과변수를 측정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S대학병원에서 2명의 집도의에

게 각각 슬관절 전치술을 받은 후 정맥 통증자가조절기를 사용한 

환자로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슬관절 전치술이 예정된 환자

(2) 만 65세 이상의 환자

(3)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장

애가 없는 환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2) 제외기준

이전에 통증자가조절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던 환자.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7, 효과크기(f) 0.4 일 때 집단별 최소 표본 수가 20명이나(Cohen, 

1988),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실험처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형외

과 한 병동에 입원한 대조군 23명의 모든 설문을 끝낸 후 실험군

을 설문해 각 군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였다. 연구 진행 중 실험

군 1명이 수술을 취소하여 탈락하였다(탈락률: 실험군 4.3%, 대조

군 0%).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23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통증자가조절기 사용에 대한 지식

Knoerl, Faut-Callahan, Paice와 Shott (199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와 Jo (2011)가 수정 보완한 도구(Cronbach’s α = .78)를 사용하였

다. 통증자가조절기 지식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해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자가조절

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 = .709였다.

2) 통증측정

Cline, Herman, Shaw와 Morton (1992)의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10 cm인 선에 왼쪽 끝 0 cm는 “전

혀 아프지 않음” 오른쪽 끝 10 cm는 “매우 아픔”으로 표기하여 대상

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점으로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3) 부작용 측정도구

(1) 오심과 구토

오심과 구토는 Rhodes와  McDaniel (1999)이 개발한 Index of Nau-

sea, Vomiting and Retching (INVR)을 Kim, Kim, Choi, Kim과 Rhodes 

(2000)가 번역하고, Lee (2012)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NVR

은 오심(3문항), 구토(3문항), 헛구역질(2문항)에 관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헛구역질은 오심이나 구토와 혼동할 수 있어 본 연

구에서는 헛구역질을 제외한 오심과 구토 6문항을 사용하였다. 

INVR의 각 문항은 증상의 발생이나 불편감이 가장 클 때 4점, 증상

의 발생 또는 불편감이 전혀 없을 때 0점으로 한다. 점수는 최저 0점

에서 최고 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Kim 등(2000)의 도구에서 Cronbach’s α = .844였고 이 도구를 사용한 

Lee (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17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 = .914였다. 

(2) 어지럼

어지럼은 발생 유무에 따라 조사하였다.

4) prn 진통제 투여 횟수

자가통증조절기 사용 후 72시간 동안 환자에게 투여된 총 prn 진

통제 횟수를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하였다.

5) 보행횟수

자가통증조절기 사용 24시간, 48시간 72간 후 각각 환자가 침대 

밖에서 보행한 횟수를 환자에게 직접 물어 조사하여 1일 평균을 구

하였다.

6) CPM 각도

CPM 각도는 병실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슬관절을 굴곡, 신전 

시킬 수 있는 기계에 입력한 굴곡값(-10~135도)을 연구자가 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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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검토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1) 교육 자료 개발

영상물과 소책자 내용은 마취과 교수 1인에게 통증자가조절장

치의 성분과 투여 방식, 용량 등의 전문적 내용의 자문을 받았으며, 

기존 연구들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대학병원 정형외과 근무 경력 3

년 이상의 간호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총 3명의 전문

가 집단의 검토 후 교육자료를 최종 완성하였다.

2) 교육 자료 제작

통증자가조절기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들

을 참고로 직접 제작하였다. 큰 글씨 사용과 글 보다는 사진과 영상

을 많이 사용하였다. 강조되는 부위는 별과 빨간 동그라미를 통해 

눈에 띄게 하였고, 교육 시, 반복 설명을 통해 오래 기억 하도록 하였

다. 잘 보이지 않는 부위는 확대하여 크게 보이도록 하였고, 말 풍선

을 사용하여 내용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용 자

료의 구성은 1-통증자가조절기란 무엇인가, 2-통증자가조절기의 사

용 목적, 3-사용되는 약물, 4-사용법, 5-부작용(오심, 구토, 어지럼), 

6-장치의 구성의 내용, 7-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수술 후 필요성으

로 구성 되어 있다. 부작용 발생 시 통증자가조절기를 잠그고 간호

사실에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운동 전 약물 추가 투입에 대한 내용

을 교육하였다. 

교육용 영상물은 30장의 Power point (PPT)로 정지된 화면만으로

는 설명이 어려운 내용(bolus 사용법과, 잠그는 방법)은 동영상 제작

을 통해 PPT 내용 안에 첨부하였다. 교육용 인쇄물은 영상물 중에

서 중요한 내용을 A4 사이즈 6장으로 인쇄하여 반으로 접어 책자로 

제작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S대학병원 임상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H-1306-

044-195)을 받은 후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서울시내 S대학 

병원의 슬관절 전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해당 병동에 허가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술 하루 전(사전조사)과 통증자가조절기를 달고 병동에 도착 후 24

시간, 48시간, 7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

의 통증점수, 보행횟수, CPM 시행각도의 결과변수를 측정하였고 

오심, 구토, prn 진통제 투여 횟수는 72시간 후 설문지와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특성상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의 정보공유를 줄이고자 대조군의 자료수집이 모두 끝난 후 실험

군의 중재와 자료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의 사전 조사는 실험군과 

대상자 모두 연구자 1인이 수술 하루 전 입원 병실에서 1:1로 자료수

집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대상임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을 시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연구자

가 읽고 대상자의 응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병실의 경우 커

튼을 이용하여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대상자의 바로 곁에서 

설문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이 끝난 후, 실험군에게는 통증자가조절

기란 무엇인가, 통증자가조절기의 목적, 사용되는 약물, 사용법, 부

작용, 장치의 구성, 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수술 후 필요성이 포함

된 내용을 영상물 10분, 소책자 5분, 실물모형을 이용한 실습 및 질

의응답 5분(총 20분)의 순서로 교육하였다. 반면, 대조군에게는 마

지막 설문이 끝난 후 실험군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연

구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통해 능동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였으며, 

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수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수술 후 적극

적인 통증 관리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indepen-

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2)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 변수들의 차이는 χ2 test와 indepen-

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4)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

은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결혼상태, 종교, 주 보호자, 경제상태, 집도

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평균연령은 실험군 72.56세 대조군 73세

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은 실험군 여성 21명

(95.5%), 대조군 22명(95.7%)으로 각 군은 남성 1명씩(각각 4.5%, 4.3%)

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험군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16명(72.7%), 고

졸 이상이 6명(27.3%)이었으며, 대조군은 중졸 이하 15명(65.2%), 고

졸이상 8명(34.8%)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

에서는 두 군 모두 기혼자만 있었으며(100%), 종교의 경우 실험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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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68.2%)과 대조군의 17명(73.9%)이 종교가 있다고 대답하여 대

조군이 좀 더 많았으나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호자

를 묻는 질문에서 실험군 21명(95.5%), 대조군의 22명(95.7%)이 간병

인이라고 대답하였고, 자녀가 주 보호자인 경우는 두 군 모두 1명씩

으로 동일하여 대부분의 대상자가 간병인이 주 보호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도의의 경우 A집도의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5명

(각각68.2%, 65.2%)으로 동일하였고 B집도의가 각각 7명(31.8%), 8명

(34.8%)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통증 관리 지식 점수

중재적용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통증관

리 지식은 실험군 평균 4.00 ± 1.48, 대조군 평균 4.22 ± 1.65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 = -0.46, p =  

.645). 실험군에게 중재 적용 후 두 군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군의 지식점수는 수술 후 평균 9.86 ± 1.17으로 

중재 적용 전 보다 5.86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5.30 ± 2.10으로 

1.08점 증가되어, 교육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및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8.99, p < .001) (Table 2).

3.   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수술 후 통증 정도 및 prn 진통제 투여 

횟수

중재 후 실험군의 통증점수는 대조군 보다 낮지 않았으며, 각 군

의 조사시점에 따른 통증점수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군의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 평균 통증점수는 각각 4.45 ± 2.30, 4.68± 1.78, 3.73±  

2.07점 이었고, 대조군의 평균 점수는 4.87± 2.34, 4.65 ± 2.23, 3.91 ±

2.11으로, 24시간 후(t= -0.60, p = .552), 48시간 후(t= 0.05, p = .961), 72

시간 후(t= -0.30, p = .76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통증

자가조절기 사용 교육이 통증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술 후 72시간 동안 두 군의 prn 진통제 투여 횟수는 실험군 평

균 0.23 ± 0.61회, 대조군 평균 0.09 ± 0.42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 0.90, p = .372) (Table 3).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와 투여

되는 prn 진통제 횟수는 교육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45) 

Variables Categories
Exp. (N = 22) Con. (N = 23) Total (N = 45)

χ2 or t p
N (%) or Mean ± SD

Age (year) 72.6 ± 5.4 73.0 ± 6.6 72.8 ± 6.0 -0.28 .785
Gender Male

Female
1 (4.5)

21 (95.5)
1 (4.3)

22 (95.7)
2 (4.4)

43 (95.6)
0.001 .744*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 High school

16 (72.7)
6 (27.3)

15 (65.2)
8 (34.8)

9 (20.0)
36 (80.0)

- .252

Marital status Married 22 (100.0) 23 (100.0) 45 (100.0) - -
Religion Yes

No
15 (68.2)

7 (31.8)
17 (73.9)

6 (26.1)
32 (71.1)
13 (28.9)

0.18 .672

Care giver Sons or Daughters
Health aids

1 (4.5)
21 (95.5)

1 (4.3)
22 (95.7)

2 (4.4)
43 (95.6)

0.001 .744*

Surgeons A
B

15 (68.2)
7 (31.8)

15 (65.2)
8 (34.8)

29 (66.7)
16 (33.3)

0.044 .833

*Fisher’s exac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2. Difference of Pain Knowledg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 = 45)

Variable   Group
Exp. (N = 22) Cont. (N = 23)

t p
 Mean ± SD  Mean ± SD

Pain knowledge Pre test
Post test

4.00 ± 1.48
9.86 ± 1.17

4.22 ± 1.65
5.30 ± 2.10

-0.46
8.99

.645
< .001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Difference of Pain Score and Number of prn Analgesic Use be-
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 = 45)

Pain score
Exp. Con.

t p
  Mean ± SD    Mean ± SD

Post op 24 hr 4.45 ± 2.30 4.87 ± 2.34 -0.60 .552
Post op 48 hr 4.68 ± 1.78 4.65 ± 2.23 0.05 .961
Post op 72 hr 3.73 ± 2.07 3.91 ± 2.11 -0.30 .767
Number of prn 
   analgesic use

0.23 ± 0.61 0.09 ± 0.42  0.90 .372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op = Operation; prn = Pro re 
nata.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pro+re+nata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pro+re+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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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증자가조절기 사용과 부작용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교육과 부작용 발생 정도를 보기 위하여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72시간 동안 오심, 구토, 어지럼 발생 정도와 

횟수를 측정하였다. 

오심과 구토발생 정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함을 의

미하며, INVR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평균 7.63 ± 2.54점, 대조군 평균10.30 ± 4.94점으로, 실험군의 오심, 구

토 발생으로 인한 불편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29, p = .029). 세부 항목 분석 결과, 오심 발생 정도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t= -2.72, p = .01), 구토 발생은 두 군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 -1.4, p = .172),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교

육이 오심 정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72시간 동안 어지럼 발생은 실험군 5명(22.7%), 대조군 9

명(39.1%)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χ2 =  

1.41, p = .235), 교육 내용 중 부작용 발생 시 통증자가조절기를 잠그

도록 한 것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보행횟수와 CPM 시행각도

수술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 하루 평균 보행 횟수와 일별 

CPM 시행각도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일 평균 보행횟수는 실험군 각각2.14 ± 1.96회, 4.72 ± 1.89회, 6.45 ±  

.24회, 대조군 각각 1.78± 1.57회, 4.79 ± 2.23회, 6.52 ± 2.68회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4시간 후= 0.67, p = .506, 48시간 후 

t= 0.05, p = .961, 72시간 후 t= -0.09, p = .928).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

자가조절기 사용 후 CPM 시행 각도에서는 24시간 후(t = -0.12, 

p = .909), 48시간 후(t= 0.59, p = .559), 72시간 후(t= -0.64, p = .528)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위와 같은 결과에서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교육이 대상자의 수술 

후 운동 정도 즉, 보행횟수와 CPM 시행각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슬관절 전치술을 받은 노인에게 제공한 통증관리와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연구 

결과 중재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및 통증 조절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대상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노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단

순화하고 간결하게 구성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글씨 크기

를 크게 조절하고 수술 전후 기억 재생에 도움을 주도록 수술 후 반

복 학습한 것이 지식 증가에 기여했을 수 있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집중도와 이해력이 떨어지며, 인지력이 감소하므로(Lee, Kim, Lee, & 

Kim, 2014), 노인 환자 교육 시 시력과 청력의 저하, 반응속도 감소와 

단기기억력 감소 및 교육 요구도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에게 시각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글자보다는 그림이 많은 교육

자료의 개발과 수술 전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후 한번 더 설명을 들

은 것이 기억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실험군에 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실험군 교육 시 커튼을 치거나 최대한 환

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를 이용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일대일 교육을 통해 대상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의 효과

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의 수술 후 오심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증 조절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

한다. 이는 통증 교육 내용에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강조

Table 5. Difference of Ambulation/day and 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Angl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 = 45)

Variables
Exp. Con.

t p
 Mean ± SD Mean ± SD

Ambulation/day
   Post op 24 hr 2.14 ± 1.96 1.78 ± 1.57 0.67 .506
   Post op 48 hr 4.72 ± 1.89 4.79 ±  2.23 0.05 .961
   Post op 72 hr 6.45 ± 2.24 6.52 ± 2.68 -0.09 .928
CPM angle
   Post op 24 hr 59.32 ± 13.91 59.78 ± 13.27 -0.12 .909
   Post op 48 hr 81.36 ± 16.70 78.17 ± 18.44 0.59 .559
   Post op 72 hr 99.18 ± 25.77 103.48 ± 19.16 -0.64 .528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Op = Operation; CPM = Con-
tinuous passive motion.

Table 4. Incidence of Nausea, Vomiting and Difference of Dizziness be-
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 = 45)

Variables
Exp. Con. Total

t or χ2 p
Mean ± SD or n (%) N (%)

Nausea &
   Vomiting

7.63 ± 2.54 10.30 ± 4.94 -2.29 .029

   Nausea 26.20 ± 4.0 79.65 ± 10.7 -2.72 .010
   Vomiting 2.2 ± 0.8 5.4 ± 1.8 -1.4 .172
Dizziness 1.41 .235
   Yes 5 (22.7) 9 (39.1) 14 (31.1)
   No 17 (77.3) 14 (60.9) 31 (68.9)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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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특히, 부작용 발생 시 약을 잠궈 더 이상 약이 투입되지 않

게 하거나 담당 간호사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했던 것에 의한 결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증자가조절기 구성 약물인Fen-

tanyl은 아편제제이다. 이러한 아편제제를 사용한 통증자가조절기

의 적용은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1.28배 높게 발생시키고, 경막 외 

통증자가조절기에 비해 정맥 통증자가조절기에서 발생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심과 구토는 통증 자가조절기 

사용 중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다. 아편 제제를 

사용한 정맥 통증자가조절기 적용으로 유발된 오심과 구토는 수술 

환자에게 불편감을 일으키며,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하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Shin & Ha, 2014). 이는 통

증자가조절기 사용 시 부작용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오심 구토 예방

을 위해 지압, 마사지, 구강 냉요법, 향기 흡입요법, 심상요법, 근육이

완요법 및 영양교육의 비약물적 중재와(Oh & Yoo, 2011) 항히스타민

제, 항콜린제,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와 Type 3 serotonin (5-HT3) re-

ceptor 길항제를 이용한 약물적 중재 연구가 행해졌다(Yoo, Jang, Na, 

Kim, & Shin, 2011).

본 연구에서는 통증자가조절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 것이 오심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증자가조절기의 일

시적 중단 후 재투여 시, 지속된 부작용으로 기계 사용을 멈춘 환자

와 부작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통증자가조절기 사용을 계속

한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오심, 구토, 어지럼 외 다른 부작

용은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아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부작용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자가조절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대상자의 통

증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증 조절

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는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교육 내용에서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강조한 것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오심, 구토 발생 시 통증자가조절기를 잠그도록 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심 정도는 감소할 수 있었으나 실험군에

서 진통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투여 되어 통증 조절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실험군의 오심 정도는 대조

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본 연구자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

한, 통증이 연령, 성별, 정서상태, 문화적 배경, 사회, 경제적 상태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The Korean Jour-

nal of Pain, Korean Studies Information, & Korean pain, 2007), 가족 및 

의료인의 지지가 환자의 수술 후 통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Lee 

& Kim,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한 심리적요인 및 정

서적 지지 요인이 통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후 보행횟수와 CPM 운동각도는 수술 후 1일, 2일, 3일에 따

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나 양쪽 군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통증 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통증 관리 교육이 실험군의 지식을 증가시키고 부작용은 감소시켰

으나, 통증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통증 조절에 따른 적극적

인 운동에 효과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운동 정도 및 

관절 운동 범위 확보는 통증 외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선

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CPM 시행을 더 적극

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Hong, 2002). Lee (1999)의 연구에 따르

면 슬관절 전치술 후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수술 전 

원인질환, 수술 전 굴곡구축 정도, 수술 후 관절 면 높이 증가, 삽입

물의 종류(후방십자인대 보존유무) 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조사하지 못한 수술 전후 대상자의 무릎 상태와 보행횟수, 

CPM 시행 각도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술 후 통증관리와 통증자가조절

기 교육은 슬관절 전치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통증자가조절기 사

용 지식 점수를 증가시키고 오심 발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 및 제언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자에게 통증관리와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증관

리와 통증자가조절기 사용 지식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부작용 발생 

중 오심 정도가 유의하게 줄었다. 그러나 두 군의 통증 점수, prn 진

통제 투여횟수, 일 평균 보행횟수, CPM 시행각도에는 차이가 없었

다. 그러므로 슬관절 전치술 노인 대상자의 통증자가조절기 교육 

시 수술 후 통증관리와 적극적인 운동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이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통제 투여 양과 다른 요인들과의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CA 사용량 측정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수술 후 대상자의 통증에 대한 반

응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통증관리와 부작용 

대처방안에 대한 간호사와 환자 대상의 교육이 이루어진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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