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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통증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응급실을 찾는 통증 환자들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치료 

목표 중 하나이다. 응급실에서의 통증관리는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약물 중재를 통해 통증 점수 4점 이하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나, 현실에서는 진통제 투여율은 50% 수준이고, 진통제 

투여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진통제 투여 후 통증 재평가율은 

2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진통제 투여가 환자의 진단과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료인들의 우려로 인해 복통 환자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탐색되었으나,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인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이 응급실 환자의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복통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양상을 확인하고, 간호인력 배치와 간호사 경력이 

응급실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성인 응급실을 방문한 복통 환자 중, 통증 점수 4점 

이상이며 진통제를 투여 받은 환자이다. 통증관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와 통증 재평가 여부, 퇴원 전 통증 점수를 

수집하였다. 환자 관련 자료로 환자의 성별, 나이, 입실 시 통증 강도, 

트리아지 단계, 혈압, 맥박, 체온을 수집하였다. 독립변수인 간호사 대 

환자 비와 간호사의 응급실 근무 경력은 진통제를 처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진통제 투여 시간은 진통제 처방부터 

투여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고, 통증 재평가는 ‘평가하지 않음’, ‘표준 

지침 대로 수행한 1시간 이내 재평가’, ‘1시간 이후 재평가’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동일 간호사 내 환자 자료들은 서로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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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없는 내재적 자료임을 고려하여 선형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간호사 대 환자 비와 간호사의 경력이 진통제 투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증 재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임을 고려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포함된 총 1,428 건 중, 77.8%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고, 진통제 처방부터 투약까지의 중앙값은 

16분이었다. 진통제를 투여한 후 통증 재평가는 55.0%에서 시행되었고, 

그 중 지침에 맞추어 1시간 이내에 재평가한 비율은 24.7%였다. 퇴원 

전 마지막 통증 점수가 4점 미만으로 감소한 사람은 통증 재평가 군의 

53.6%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로, 진통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인력 관련 요인은 간호사 대 환자 비였고(간호사 대 환자 비 1증가 

시 진통제 투여시간 9.6% 증가), 통증 재평가군 별 차이를 보이는 

간호인력 변수는 간호사의 경력이었다(재평가 하지 않은 그룹 

17.42개월 대 1시간 내 재평가 그룹 22.24개월, 1시간 이후 재평가 

그룹 21.05개월). 즉, 간호사의 인력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진통제 투여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간호사의 응급실 경력이 길수록 1시간 

이내 통증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로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의 응급실 

경력은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응급실 내 최적의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논의와 응급실 내 경력 간호사를 보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어 : 복통, 진통제, 통증관리, 통증 측정, 응급실, 간호인력 

학   번 : 2013-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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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통증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12-58%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 중 

하나이다(Dale & Bjørnsen, 2015; Hwang et al., 2008; Pines & 

Hollander, 2008). 그러므로, 적절한 통증관리는 응급실 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간주되고 평가된다(Bennetts et al., 2012; Todd et al., 

2007). 적절한 통증관리란 다양한 중재를 통하여 환자들이 기대하는 

정도로 통증이 감소되고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Fosnocht, 

Swanson, & Bossart, 2001; Motov et al., 2018). 환자들이 기대하는 

통증 감소의 정도를 70% 이상 감소 또는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나(Fosnocht, Heaps, & Swanson, 2004), 실제 임상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Gordon et al., 

2005; Lee, 2016). 일반적으로 통증관리의 최종 목표는 가벼운 

통증으로 표현되며 선행 연구에서 환자들이 진통제 없이 견딜 수 있다고 

표현한 숫자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4점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Blank et al., 2001; Keele, 1948).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통증을 인식하고 가장 

적절한 중재 방법을 선택한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중재를 제공하고 

중재의 효과를 재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Joint Commission, 

2018; Hatherley, Jennings, & Cross, 2016). 응급실 환자를 처음 

대면하는 트리아지 간호사는 환자들의 통증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 초기 통증 평가를 의무화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Nelson et al., 2004). 통증관리를 위한 중재는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로 나눌 수 있고, 비약물적 중재의 효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응급실의 급성 통증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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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많지 않다(Todd, 2017). 따라서, 응급실에서의 일반적인 통증 

중재는 약물 중재이며, 대부분의 연구 관심사도 진통제를 적절한 시간 

내에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Jennings, Kansal, O'Reilly, 

Mitra, & Gardner, 2015; Patrick, Rosenthal, Iezzi, & Brand, 2015). 

진통제가 투여되기 위해서는 접수부터 트리아지, 의사 진료와 처방 및 

투여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들도 23분 정도 이내에 투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Doherty, Knott, Bennetts, Jazayeri, & Huckson, 2013; 

Hatherley, Jennings, & Cross, 2016; Jennings et al., 2015).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초기 평가 시 검증된 통증 

평가 도구 사용 대신 환자들의 통증을 자의로 해석해서 

기록하였고(Sampson, Goodacre, & O’Cathain, 2019; Varndell, Fry, 

& Elliott, 2020), 진통제 투여 시간은 응급실 도착 후 80-238분으로 

목표 시간인 30분에 훨씬 못 미쳤다(Barksdale, Hackman, Williams, & 

Gratton, 2016; Finn et al., 2012; Patrick et al., 2015). 이와 같은 

부적절한 통증관리로 인해 환자들은 통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퇴원하였다(Todd et al., 2007).  

복통 환자는 응급실 환자의 6-23%로, 응급실 통증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Cervellin et al., 2016; Lee et al., 2019; Meltzer, 

Pines, Richards, Mullins, & Mazer-Amirshahi, 2017), 80% 이상은 

긴급 치료가 필요 없이 저절로 호전되는 비특이적 복통으로 진단 받고 

퇴원한다(Falch et al., 2014; Lee et al., 2019; Meltzer et al., 2017).  

그러나, 약 20% 의 환자는 장천공, 급성 담낭염, 난소 염전, 급성 

장간막 허혈 등으로 진단되고 빠른 수술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혈증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위험이 높다(Kluger et al., 2013; 

Laméris et al., 2009; Stewart et al., 2014). 따라서, 응급실 의사들은 

되도록이면 환자의 복통의 원인 질환을 구분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의사들은 명확한 진단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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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어렵게 하고 그에 따라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진단을 마친 후 또는 외과의사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 후까지 

진통제를 투여를 보류하는 경향을 보인다(Manterola, Vial, Moraga, & 

Astudillo, 2011). 이와 같은 경향은 복통 환자들의 통증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일련의 통증관리 과정에는 앞서 언급한 의료진의 지식 및 인식 

부족과 같은 의료인 요인 외에도, 질병의 복잡성, 통증 강도, 트리아지 

단계 등의 환자 관련 요인과 과밀화와 인력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Arendts & Fry, 2006; Varndell et al., 2020). 그 중 

환자 관련 요인은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통증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행된 

중재는 대부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침 마련, 감사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Doherty et al., 2013; Lars Sturesson, Falk, 

Castrén, Niemi-Murola, & Lindström, 2016). 그러나 이러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과밀화나 부족한 인력 

배치, 경력간호사의 부족, 시간 부족 등의 환경적, 맥락적 요인들은 

이러한 중재들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환자들의 통증관리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Bennetts et al., 2012; Bergman, 2012; 

Patrick et al., 2015). 

기존의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의 질과의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대부분은 병동이나 중환자실이 주 대상이었으며(Needleman, Buerhaus, 

Mattke, Stewart, & Zelevinsky, 2002; Twigg, Duffield, Bremner, 

Rapley, & Finn, 2011), 간호의 질 지표로 통증관리를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Kane, Shamliyan, Mueller, Duval, & Wilt, 2007; Needleman 

et al., 2002; Twigg et al., 2011).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 간호인력 배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체류시간 및 접수 취소 증가 또는 만족도 감소와 

같은 간접적인 지표에 집중되어 있다(Chan, Killeen, Vilke, Marshall, & 

Castillo, 2010; Recio-Saucedo et al., 2015). 또한 진통제를 적정 

시간 내에 투여한 후에는 반드시 중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4 

 

통증 재평가율은 13.6-36.2%로 매우 낮고(Gordon et al., 2008; 

Wissman et al., 2020), 재평가와 관련된 요인이나 재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에 대한 효과 등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통증관리가 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실 

복통 환자의 통증관리에 간호 인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응급실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인력 관련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인력이 응급실 환자들의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응급실 통증관리를 위한 적정 간호인력을 

추정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실을 내원한 복통 환자들의 통증관리 현황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이 응급실 복통 환자의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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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 정의 

 

1) 통증 

통증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 (Raja et al., 2020). 본 연구에서 통증 정도는 

0-10점까지의 숫자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2) 복통  

복통은 복부에 생기는 통증으로, 크게 5일 이내에 발생하고 비 

손상성 원인의 급성 복통과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만성 

복통, 손상으로 인한 복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Di Lorenzo et al., 2005; 

Gans, Pols, Stoker, Boermeester, & Group ES, 2015). 본 연구에서는 

입원 간호정보조사지의 주호소란에 abdominal pain, acute; epigastric 

pain처럼 복부와 통증이 함께 입력된 경우 복통이라고 정의하였다. 

 

3) 통증관리  

통증관리란 통증을 사정하고 그에 적절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Horgas, Yoon, 

& Grall, 2008). 본 연구에서는 처방대로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 반응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진통제 투여 시간은 진통제 

처방에서 투약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고, 통증 재평가는 진통제 투여 후 

간호기록에 통증 강도가 기록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4) 간호인력 배치수준 

간호인력 배치란 간호사의 전문성이 환자의 간호서비스 요구량과 

일치하도록 근무조별로 적절한 간호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간호사와 

환자의 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Weston, Brewer, &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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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에서는 진통제 처방 시점의 간호사 대 환자 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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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통증관리 

 

1) 통증의 평가 

통증이란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및 

정서적 경험이고, 신경 전도 상의 통각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Merskey, 1986). 통증은 개인의 감정 상태와 통증이 발생한 상황 및 

개인의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가 쉽지 않다

(Świeboda, Filip, Prystupa, & Drozd, 2013). 통증은 부위, 강도, 지속 

기간과 양상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각 속성은 통증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정보들을 제공한다(Bullard, Unger, Spence, 

Grafstein, & Group CNW, 2008). 그 중, 통증 강도는 활력징후 등의 

객관적 수치와 관련 짓기 어려운(Marco, Plewa, Buderer, Hymel, & 

Cooper, 2006),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속성이다(Świeboda et al., 2013). 통증 강도를 ‘가벼운’ , 

‘중등도의’, ‘심한’, ‘견딜 수 없는’ 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으나

(Keele, 1948),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

이 권장된다(Max et al., 1995).  

통증 강도 측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는 시각적 상사 척도

(Visual Analog Scale, VAS)와 숫자 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이다(Bijur, Latimer, & Gallagher, 2003). 시각적 상사 척도

(VAS)는 100mm의 연속된 선 상에 통증의 강도에 해당되는 지점을 가

리키는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강도를 확인하고(Huskisson, 1974), 

숫자 척도(NRS)는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을 0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통증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게 한

다(Jensen, Karoly, & Braver, 1986). 시각적 상사 척도(VAS)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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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 환자들에게 통증의 강도를 앞서 언급한 언어로 표현함과 동시

에 연속선 상의 한 지점을 가리키게 하여 통증이 심해질수록 숫자가 늘

어나는 상관성을 확인하거나(Berthier, Potel, Leconte, Touze, & 

Baron, 1998), 2) 통증의 변화 정도를 ‘많이 나아짐’, ‘조금 나아짐’, ‘변

함 없음’, ‘조금 심해짐’, ‘많이 심해짐’으로 나누고, 변함 없다고 답했을 

때의 통증 점수 차이의 중앙값과 나아지는 정도에 따른 통증 점수의 차

이를 확인(Todd, Funk, Funk, & Bonacci, 1996)하여 검증하였다. 신뢰

도는 1분 간격으로 통증 점수를 측정하도록 하였을 때 높은 상관관계

(intra-class correlation = 0.99)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Gallagher, Bijur, Latimer, & Silver, 2002). 숫자 척도(NRS)는 기존

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립된 시각적 상사 척도(VAS)와의 상관성을 확

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하였다(r=.795-.905)(Berthier et al., 1998). 두 

척도 모두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 시각적 상사 척도(VAS)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 통증 강도를 거리로 변화하는 추상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은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급

실에서는 통증의 강도 측정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반복 측정이 가능한 

숫자 척도(NRS)를 이용하고 있다(Berthier et al., 1998). 

통증 평가는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예측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

찰하는 감시의 일부로서,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과정 이후 또는 통증 중

재 후에는 반드시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McGuire, 1992; Gordon et 

al., 2005; Joint Commission, 2018). 통증 중재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재평가의 빈도는 통증 유무, 통증 강도, 의

학적 안정성, 실무 현장(practice setting)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RANO, 2013). 여러 종류의 가이드라인과 선행 연구에서는 짧게는 15

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투약 후 30분-1시간 이내에 통

증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한다(Hachimi-Idrissi et al., 2020; Hatherley 

et al., 2016; Wissman et al., 2020). 

통증 재평가 빈도를 확인한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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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은 진통제 투여 후 설정한 시간 내에 재평가를 하였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의 재평가율을 

13.6-36.2%라고 보고하였다(Bucknall, Manias, & Botti, 2007; 

Gordon et al., 2008; Wissman et al., 2020). 또 다른 방법은 중재의 

종류나 설정 시간이 없이 입원 기간(또는 응급실 재원 기간) 중 재평가 

기록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0-65%까지 다양하다(Hwang et 

al., 2008; Sturesson, Lindström, Castren, Niemi-Murola, & Falk, 

2016; Varndell et al., 2018; Zuazua-Rico, Mosteiro-Diaz, Maestro-

Gonzalez, & Fernandez-Garrido, 2020).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었던 변수들은 간호사의 지

식과 경험(Bucknall et al., 2007; Zuazua-Rico et al., 2020), 업무량

(Gordon et al., 2008)이었다. Sturesson등(2016)은 프로토콜 제작 및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통해 재평가율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

구하고 재평가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Bennetts 등

(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업무량이 과다하여 재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재평가 자체가 과중한 업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2) 통증 중재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된 통증 평가 및 기록의 필요성과 

충분한 진통제 투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마약 처방량 급증으로 마약 중독 및 의존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약물 

중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Motov et al., 2018; Todd, 2017). 

Sin, Sikorska, YauLin, Bonitto과 Motov(2021)는 마약성 진통제(주로 

모르핀)와 비마약성 진통제를 비교한 25편의 연구들을 고찰 한 후, 

18편은 두 약제간의 효과의 차이가 없었고 4편은 비 마약성 진통제가 

더 효과적이었으나 지속기간이 짧았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케타민,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SAID)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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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약성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통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장 결석 또는 골절, 

편두통 환자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등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응급실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마약 

제제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Abdolrazaghnejad, Banaie, Tavakoli, 

Safdari, & Rajabpour-Sanati, 2018) 

복통 환자를 대상으로는 진통제의 종류에 대한 논의보다는, 진통제 

투여가 진단과 예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진단되지 않은 복통 환자들에게 위약과 모르핀을 무작위로 

배정하고 이중 맹검 방법으로 진단의 정확성(응급실의 퇴실 진단과 최종 

진단을 비교)과 치료 계획의 변경 및 사망률 등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Manterola et al., 2011), 이를 근거로 복통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도록 권고되었다. 복통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모르핀 등의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었으나 (McHale & LoVecchio, 

2001), diclofenac sodium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또는 

paracetamol(아세트아미노펜)도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Shabbir et al., 

2004; Remington-Hobbs, Petts, & Harris, 2012).  

침술이나 마사지, 추나 요법, 물리 치료, 인지 행동치료 등의 비 

약물적 중재에 대한 효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응급실의 급성 

통증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다(Todd, 2017). 또한 

통증 환자의 만족도에는 실직적 통증 점수 감소 외에 교육이나 정보 

제공 등의 의사소통이나 공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Brown et al., 2018; Taylor et al., 2015), 기록을 남기지 않아 

의무기록 리뷰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Todd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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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환자의 통증관리  

응급실 통증관리를 위한 중재는 주로 약물 중재로서, 통증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진통제를 적절한 시간 내에 투여하였는지에 

관심을 두었다(Jennings et al., 2015; Mills, Shofer, Chen, Hollander, 

& Pines, 2009; Patrick et al., 20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많은 환자들은 진통제 투여가 충분하지 

않았고, 통증은 4점 이상으로 유지된 채 퇴원하였다. 응급실 통증 

환자의 진통제 투여율은 14.2%-68%였고(Dale & Bjørnsen, 2015; 

Lars Sturesson et al., 2016; Taylor et al., 2017), 9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한 환자들도 49%만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Pines & Hollander, 

2008). 이는 통증이 4-7점 사이는 51%, 8점 이상은 84%의 환자가 

진통제를 원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견주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Todd et al., 2007). 진통제 투여 시간도 도착부터 진통제 

투여까지 80-238분까지로 지연되고 있다(Barksdale et al., 2016; Finn 

et al., 2012; Mills et al., 2009; Patrick et al., 2015). 그 중에서도 

특히 복통 환자들이 다른 질환군에 비해 진통제 투여율이 낮고 진통제 

투여까지의 시간은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ills et al., 2009; 

Mills, Edwards, Shofer, Holena, & Abbuhl, 2011), 한 국내 논문은 

입원이 필요한 복통 환자의 진통제 투여 시간을 230분으로 

보고하였다(정진희, 김기범, 정구영, 2005).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트리아지 간호사가 분류 직후 진통제를 투여하는 Nurse-initiated 

narcotic protocols의 적용으로 진통제 투여 시간이 30-60분 이내로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Finn et al., 2012; Taylor et al., 

2017; Varndell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하는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곳은 없다. 

진통제 투여 시간과 관련된 요인은 환자 요인과 의료인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입실 시 통증 강도, 

트리아지 단계, 환자의 복잡성 등이 논의되었다(Hughes, Alex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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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cer, & Yates, 2021). 환자의 성별은 진통제 투여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통증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극단값의 

나이(소아이거나 80대 이상 노인)에서 진통제 투여 시간이 지연되었다. 

트리아지 단계는 낮을수록(긴급도가 높을수록) 진통제 투여시간이 

짧았고, 여러 질병을 동반한 복잡한 환자의 경우 진통제 투여시간이 

길었다(Barksdale et al., 2016; Taylor et al., 2017).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입실 시 통증 강도가 높은 환자의 진통제 투여 시간이 

짧았으나, Leigheb 등(2017)은 통증 강도에 따른 진통제 투여 시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의료인들의 지식이나 인식은 환자들의 통증관리에 영향을 준다. 

응급실 의사들은 복통 환자에게 진통제 처방을 꺼리고 최종 진료과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고(Motov & Khan, 

2009), 간호사들은 응급 증상에 집중해야 하는 응급실 상황에 통증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50-

60%정도의 환자에게만 초기 평가를 수행하였고(Dale & Bjørnsen, 

2015; Doherty et al., 2013), 중재 후 재평가율은 14%-36.2% 

수준이었다(Varndell, Fry, & Elliott, 2018; Wissman et al., 2020). 

의료인들의 지식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많은 응급실들이 통증 

평가와 기록에 대한 필요성(Gordon et al., 2005; Todd, 2017), 30분 

이내 진통제 투여(Patrick et al., 2015), 진통제를 투여한 후 30-60분 

이내에 재평가(Hatherley et al., 2016) 등을 포함한 지침과 프로토콜을 

제작하고 통증에 관한 지식 제공 및 모니터링, 피드백을 

시행하였다(Sampson, O’Cathain, & Goodacre, 2020). 몇몇 연구들은 

지침 적용과 교육을 통해 통증 재평가율(Wissman et al., 2020)과 

진통제 투여율이 높아지고 진통제 투여 시간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다(Nelson et al., 2004; Lars Sturesson et al., 2016). 

그러나 Patrick 등(2015)은 지침 교육 후 오히려 진통제 투여 

시간이 늘어났으며, 그 이유는 의료인의 증가 없이 환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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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통증 평가가 어렵고 통증관리 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포화상태에서도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응급실 환경이 원인이며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배치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Bennetts et al., 2012; Bergman, 2012; Sampson et al., 

2019; Varndell et al., 2020). 이는 의료인 관련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시행하여도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되지 않으면 통증관리는 개선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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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호인력 배치와 간호의 질 

 

1) 간호인력 배치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업무량이 

측정되었다. Alghamdi(2016)는 간호업무량 측정을 위해서는 

간호행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간호사의 역량(지식과 기술), 

직접 간호행위의 강도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력, 간호 내용의 

안정성(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는 지 등), 그리고 중증도 및 의존도와 

같은 환자의 특성 5가지 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Time-motion study’를 통해 측정된 간호 행위 별 간호 

시간을 통한 업무량 측정 방법(Lopetegui et al., 2014; 송경자, 김은혜, 

유정숙, 박혜옥과 박광옥, 2009)을 응급실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 소요로 

인해 불가능하며, 주관적으로 간호 업무의 강도,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노력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인력의 배치 등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Forsyth et al., 2018). 게다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간호업무량 

측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간호사에게 또 다른 업무량의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Williams & Crouch, 2006), 응급실에서는 대부분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 수에 맞추어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결정하고 

있다(Coffman, Seago, & Spetz, 2002; Lesman & Petrie, 2019). 

 

2)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의 질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의 질의 관계를 확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병동 및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환자일 당 간호시간이나 간호사 대 환자 

비 등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사망률 또는 간호에 민감한 환자 결과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Montalvo, 2007). 

환자의 특성과 병원의 규모 등을 보정한 후 환자일 당 

간호시간(RN-hours per patient-day)과 사망률 및 간호에 민감한 

결과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망률은 감소하고(25–26%) 외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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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합병증과 폐렴, 상부위장관 출혈 등이 감소하였다(54%, 

17%, 37%). 그 외에 내과환자들은 쇼크/심장정지, 폐렴, 패혈증, 욕창 

발생률, 체류시간 등도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몇몇 병원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Needleman et al., 2002; Twigg et al., 2011).  

병원 수준에서 전체 간호사의 평균 환자 수에 따른 사망률을 확인한 

결과,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1명 늘어날수록 사망률과 소생 

실패 가능성이 7%씩 증가하였다. 그런데 모델을 통해 추정해 보았을 때 

담당 환자가 4명인데 비하여 6명일 때 수술 후 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아졌다(1000명당 

2.6명 대 8.7명) (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이는 간호인력 부족에 합병증을 가진 환자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간호사의 감시가 합병증 발생 및 악화의 징후를 포착하여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를 지지하는 결과이다(Twigg et al., 

2011).  

환자일 당 간호사(Full time equivalents)의 비율과 간호사 대 환자 

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96개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간호인력이 증가하면 사망할 확률이 중환자실, 내외과 환자 

모두 감소하지만, 같은 조건의 간호인력 증가에 중환자와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내과 환자에 비해 더욱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9%, 

16% 대 6%). 반면, 욕창과 낙상, 요로 감염은 간호인력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Kane et al., 2007).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적절한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는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 

사건을 유발하여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rnow-

Mordi, Hau, Warden, & Shearer, 2000).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는 2015년에 응급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18개 논문을 분석한 후, 대부분 관찰연구이며 내적 외적 

타당도에서 한계를 보이지만 낮은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는 진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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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체류시간, 접수취소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투약 오류, 항생제 

투여 시간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진행된 연구에서도 

간호 시간이 낮을 때 접수 취소 건수와 체류시간의 증가되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간호사 배치수준과 간호사의 근무 경험이 항생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Recio-Saucedo et al., 2015). 

많은 선행 연구들이 다양한 환자 결과와 간호인력과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통증관리와 간호인력 배치수준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드물게 수행된 선행 연구들은 간호인력이 환자의 

통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만을 평가하였고 통증관리의 과정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환자일 당 직접 간호시간(RN hour 

per patient-day)이 길수록 환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증상관리 

점수가 더 높았으며(Potter, Barr, McSweeney, & Sledge, 2003), 면허 

간호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 점수가 

낮아졌다(Hus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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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기틀 

 

 

제 1 절 SEIPS 모델 

 

본 연구는 Carayon의 The Systems Engineering Initiative for 

Patient Safety model(SEIPS)을 이론적 기틀로 한다. SEIPS 모델은 작

업시스템 모델(Work system model)을 Donabedian(1966, 1988)의 구

조-과정-결과 모델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Figure 1)(Carayon et al., 

2006). 작업시스템 모델(work system model)은 다양한 사람(간호사 

또는 환자, 가족일 수도 있음)은 특정 환경과 특정 조직에서 다양한 도

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5가지 업무의 요소

(Person, Environment, Organization, Technology and tools, Tasks)

가 사람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Carayon & Smith, 2000).  

 

Figure 1. The SEIPS Model (Carayon & Smit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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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작업시스템이 구조-과정-결과 모델

에서의 구조 역할을 하고, 과정에 영향을 주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종 결과는 환자 또는 가족, 그리고 간호사 또는 

경제적인 성과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Carayon et al., 2006). Carayon

이 제시한 작업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omponents and elements of the SEIPS model  

(Carayon et al., 2006) 

 

 
Components Elements 

Work 

system  

or structure 

 

Person 

Education, skills and knowledge  

Motivation and needs 

Physic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 

Teamwork 

Coordination,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atient 

safety culture 

Work schedules 

Social relationships 

Supervisory and management style 

Performance evaluation, rewards 

and incentives 

Technologies  

and tools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electronic health record, 

computerized provider order entry 

and bar coding medication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s  

Other technologies and tools  

Human factors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es 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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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Variety of tasks 

Job content, challenge and utilization 

of skills 

Autonomy, job control and 

participation 

Job demands (e.g. workload, time 

pressure, cognitive load, need for 

attention) 

Environment 

Layout 

Noise 

Lighting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quality 

Work station design 

Process 

Care 

processes and 

other 

processes 

Care processes 

Other processes: information flow, 

purchasing, maintenance, cleaning 

Process improvement activities 

Outcome 

Employee and 

organizational 

outcomes 

Job satisfaction and other attitudes 

Job stress and burnout 

Employee safety and health 

Turnover 

Organizational health (e.g. 

profitability) 

Patient 

outcomes 

Patient safety 

Quali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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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SEIPS 모델의 작업시스템 요소 중, 사람과 조직 요

소가 통증관리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작업시스템 변

수로는 환자 대 간호사 비와 간호사의 경력을 사용하였다. 과정 평가는 

Donabedian(1988)이 제안한 의료인의 표준 지침준수 여부로 결정한 

후, 변수로 가능한 처방 즉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진통제 투여 후 

한 시간 이내에 통증 재사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변수인 환

자 안전은 적절한 통증조절의 결과인 통증 점수 4점이하로 하였다. 추가

로 문헌에 근거하여 진통제 투여 시간과 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측 요인을 이론적 기틀에 포함하였다(Figure 2). 

 

 

Figure 2.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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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을 내원한 복통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의 양상을 확

인하고,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이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

다. 

 

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가 수행된 기관은 서울시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본 

연구 기관의 응급센터는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응급병동과 응급 

중환자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인 응급실은 소생실과 중증 응급구역, 

일반 응급구역, 예진구역(경증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총 37병상이다. 

본 연구 대상인 성인 응급실에는 연 평균 40,000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모든 진료과의 진료가 가능하며 한 근무조 당 평균 

12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각 

구역으로 배치되어 진료를 받으며, 간호사들도 경력에 따라 각 구역에 

배치된다. 인력 상황에 따라 변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응급실 

발령으로부터 1년까지는 일반 응급구역을, 1년부터 2년까지는 

중증응급구역이나 예진구역을, 3년 이상이 되면 소생실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1) 18세 

이상 성인, 2) 응급실을 방문한 주호소가 복통인 자, 3) 숫자 

척도(NRS)로 측정한 통증 점수가 4점 이상인 자, 4) 진통제를 투여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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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변수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상자인 복통을 호소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선정

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기관의 임상테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해 (1)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문한 환자 52, 387건

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2) 주증상 명에 검색어에 abdominal pain, 

acute; epigastric pain; epigastric pain, hunger; epigastric pain, 

postprandial; pain, abdomen; pain, abdomen, LLQ; pain, abdomen, 

LUQ; pain, abdomen, RLQ; pain, abdomen, RUQ; pain, epigastrium; 

pain, epigastrium, hunger; pain, epigastrium, postprandial; pain, 

hypogastric area; pain, lower abdomen를 입력하여 대상 환자 리스트

를 추출하였다.  

복통 환자들에게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는 의사 처방 기록을 확인하

였다. 연구기관에서는 모든 복통 환자들이 내원하는 즉시 금식하도록 안

내하고 초기 진통제는 정맥 내로 투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

통제는 응급실 방문 후 복통 완화를 위해 정맥 내로 투여된 첫 번째 진

통제로 정의하였고, 마약성 약물과 비마약성 약물로 분류하였다.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근무표를 확인하였고, 간호사 경력은 인사 기

록 카드를 확인하였다. 간호인력 배치 정보와 매 시간 체류 환자 수를 

확인하여, 진통제 처방 당시 간호사 대 환자 비를 계산하였고, 간호사 

경력은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진통제를 투여한 날

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진통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나이, 통

증 강도, 트리아지 단계와 활력징후에 관한 자료 중, 통증 강도는 간호

일지를 통해 확인하였고(Hughes et al., 2021), 나머지 변수들은 본 연

구기관의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내원 환자의 분류 

시, 트리아지 간호사는 모든 환자에게 "0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10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면 지금 통증은 몇 점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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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통증 점수를 묻고 환자가 보고하는 점수를 

수정 없이 그대로 입력하였다. 본 연구기관은 전자 의무기록에 초기 평

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기록이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초기 통증 강도에 따라 대상자를 중등도 통증(NRS 4-7점)군과 

심한 통증(NRS 8-10점)군으로 나누었다. 트리아지 단계는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도구(KTAS)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

구는 증상을 기반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5단계 도구이다(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KR, 2020). 1단계가 가장 심각해서 소생술 

등이 필요한 환자이고 5단계가 가장 낮은 비 응급환자인데, 분석 시에는 

1단계와 2단계를 한 그룹으로 묶고 3-5단계를 한 그룹으로 묶어 분석

하였다. 활력징후는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분류하였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또는 확장기 혈압이 100 mmHg 이상인 고혈압과 

맥압이 60 mmHg인 저혈압을 비정상으로 분류하였다.  맥박은 분당 

100회 이상 또는 60회 이하를 비정상으로, 체온은 38 ºC 이상 또는 

35 ºC 이하인 경우를 비정상으로 분류하였다(Sinz, Navarro, 

Soderberg, & Callaway, 2011).  

진통제 투여까지 소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약 기록 내 수행 

서명 시간을 확인하였다. 응급실 내원부터 진통제 투여까지 소요되는 시

간에는 1) 등록에서 트리아지까지 시간, 2) 트리아지에서 의사의 진료까

지 시간, 3) 의사 진료에서 처방까지의 시간, 4) 처방에서 투약까지의 시

간이 포함된다. 네 과정 중에서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환자 트리

아지 과정과 투약 과정이다. 그런데, 본 연구기관의 트리아지 간호사는 

분류 업무 외에 다른 환자 치료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간호인

력과 진통제 투여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에서는 4) 응급

실 처방에서 투약까지의 시간을 진통제 투여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투약 

서명이 처방시간보다 이른 경우는 구두처방으로 판단하고 간호 기록을 

통해 실제 처방시간을 확인했다.  

본 연구기관의 통증관리 지침은 대한민국 의료기관 인증 지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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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2), 내원하자마자 통증 강도를 

평가하고 진통제를 투여한 후 1시간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부록 2). 통증 평가 상태는 간호 일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대상군을 

1)퇴원 전까지 통증 재평가 없음, 2)지침대로 진통제 투여 후 1시간 이

내 통증 재평가, 3) 진통제 투여 후 1시간이 지나서 통증 재평가, 세 그

룹으로 분류하였다. 퇴원 전 통증 점수는 간호기록을 조사하였다.  

 

 

제 4 절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H-1911–170-1082). 수집 자료는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리 및 분석하였고 자료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연구자 개인 파일에 보관하여 연구자만 열람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 5 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방문 사례로, 동일 환자라 하더라도 방문 사

례별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특성, 진통제 처방부터 투약까지의 시간, 투약된 진통제, 통증 

재평가까지의 시간, 마지막 확인한 통증 강도의 분포, 간호사 대 환

자 비와 간호사 응급실 근무 경력은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사분

위 수와 백분율 같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요약하였다. 

2) 진통제 처방부터 투여까지 소요된 시간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 

진 분포를 보여서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만들기 위해 로그변환

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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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 변환된 진통제 투여 시간과 환자 및 간호사의 특성과의 관련성 

평가를 위하여 선형 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한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데, 한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들은 

동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 간호사 내 환자 자료들은 서로 

독립된 자료 것으로 볼 수 없어 간호사를 cluster로 고려하여 간호

사의 random effect와 나머지 특성들의 fixed effect를 분석하였다. 

로그 변환된 진통제 투여까지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원래 scale에

서의 퍼센트 변화량 단위로 해석하기 위하여 (exp(회귀계수)-

1)*100을 이용하여 결과를 재정리하였다. 

4) 통증 재평가 여부 및 재평가 시간을 기준으로 총 3개 그룹(통증 재

평가 미시행군, 1시간 이내 재평가군, 1시간 이후 재평가군)으로 분

류하여, 3그룹간 환자 및 간호사 특성을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는데, 진통

제 투여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간호사를 cluster로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세 그룹간 환자 혹은 간호사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후 분석으로 통증 재평가 미시행군을 나머지 

2군과 각각 비교하고 Bonferroni 보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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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환자 특성 

연구기간 동안 응급실 방문 건수는 총 52,387건이었고, 이 중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한 건은 4,189건으로 8.0%에 해당되었다. 복통 

방문 건 중 1,636(39.1%)건에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그 중 자료 누락 

28건, 18세 미만 2건, 통증 점수 NRS 4점 이하 178건으로 총 208건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Figure 3). 분석 대상인 1,428 사례는 1,298명의 

환자로 구성되었으며 방문 건수가 1회인 경우가 91.5%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인 1,428건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대상자 중 남성은 727명(51.0%)이고, 평균 연령은 

57.3세였다. 입실 시 통증은 중등도 통증군이 1,254명(87.8%), 심한 

통증군이 174명(12.2%)이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로 

분류한 등급은 3등급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활력 징후 중 

혈압이 비정상인 군은 636명(44.5%), 맥박이 비정상인 군은 

458명(32.1%)였고 체온이 비정상인 군은 152명(10.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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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udy flow diagram. ED=Emergency Department, 

NRS=Numeric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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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at arrival at the emergency 

department 

Characteristics Subjects (N=1,428) 

Sex, n(%)  

Male 727 (50.9) 

Female 701 (49.1) 

Age, years  

Mean ± SD 57.26 ±16.68 

Median [IQR] 59 [46, 70] 

Pain intensity, n(%) 
 

4~7 1,254 (87.8) 

8~10 174 (12.2) 

KTAS level, n(%) 
 

1-2 75 (5.3) 

3-5 1,353 (94.7) 

Blood Pressure, n(%) 
 

Normal 787 (55.1) 

Abnormal§1 636 (44.5) 

Missing 5 (0.4) 

Pulse Rate, n(%) 
 

Normal 965 (67.6) 

Abnormal§2 458 (32.1) 

Missing 5 (0.4) 

Body Temperature, n(%) 
 

Normal 1,276 (89.4) 

Abnormal§3 152 (10.6)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KTAS= Korean Triage Acuity Scale 

§1 Abnormal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 140 mmHg or a 

diastolic blood pressure >100mmHg (hypertension) and a pulse pressure < 

60 mmHg (hypotension). 

§2 Abnormal pulse rate: > 100 beats per minute or < 60 beats per minute. 

§3 Abnormal body temperature: > 38°C or < 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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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특성  

연구 대상인 1,428환자를 간호한 간호사는 총 70명이었다. 그 중 

50명(71.4%)은 첫 발령을 응급실로 받아 다른 간호단위에서의 경력이 

전혀 없었고, 20명(28.6%)는 병동, 외래, 정보화실, 중환자실 등에서 근

무한 경험이 있었다. 병원 전체 근무 경력은 0개월부터 178개월까지 분

포되어 있고, 중앙값은 17개월이었다.  

응급실 근무 경력의 분포는 병원 전체 근무 경력과 동일하였고, 중

앙값은 12개월이었다. 처방 시각의 재실환자 수와 간호사 수의 중앙값

은 각각 40명(범위: 7~98), 11명(범위: 9~15)이었고, 간호사 수 대비 

재실환자 수 비의 중앙값은 3.7(범위: 0.8~7.2)였다(Table 3). 전체적

인 분포는 그림 4와 같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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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rse staffing and ED experience  

Characteristics Mean ± SD Median [IQR] 

Nurse-to-Patient Ratio  3.68±1.07 3.67[2.90, 4.42] 

  The number of patients  41.93±15.29 40[30, 53] 

The number of nurses 11.2±1.45 11[10, 12] 

Nurse experience in ED  19.71± 21.68 12[5, 26] 

ED= Emergency department.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Figure 4. Distributions of nurse staffing and 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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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증관리 현황 

 

1) 진통제 투여시간 및 진통제 유형 

진통제 처방부터 투약까지 중앙값은 16분(IQR 7–31)이었고, 평균

값은 21분(21.78±20.45)이었다.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가 주로 투여

(77.8%, n= 772)되었고, 그 중 모르핀이 가장 많았다(Table 4).  

처방부터 진통제 투여까지 소요된 시간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여서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만들기 위해 로그변환이 필

요함을 시사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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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ime to analgesics administration and types of analgesics 

Characteristics Subjects (N=1,428) 

Time to Administration(min)  

Mean ± SD 21.78±20.45 

Median [IQR] 16[7, 31] 

Analgesic administered, n(%)  

Opioid drugs 1,111(77.8) 

Morphine sulfate  409(28.6) 

Tramadol  339(23.7) 

Fentanyl citrate  277(19.4) 

Pethidine  86(6.1) 

Non-opioid drugs 317(22.2) 

Propacetamol  317(22.2) 

SD= 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a) Before Log transformation                  (b) After Log transformation  

 

Figure 5. Distributions of time to analges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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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 재평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재평가는 785건(55.%) 시행되었고 그 중 

1시간 이내 재평가한 경우가 352건(24.7%), 1시간 이후 재평가가 

433건(30.3%)이었다. 재평가한 시간의 중앙값은 진통제 투여로부터 

84분 후였다. 퇴원 전 마지막 측정된 통증 점수가 숫자척도(NRS) 4점 

미만인 경우는 421명(53.6%), NRS 4-7점은 312명(39.7%)이었으며 

NRS 8–10점인 환자는 52명(6.2%)이었다(Table 5). 

 

Table 5. Pain reassessment and pain intensity at reassessment 

Characteristics n(%) 

Pain reassessment after analgesic administration (n=1,428) 

No reassessment 643(45.0) 

Reassessment within 1 hour 352(24.7) 

Reassessment over 1 hour 433(30.3) 

Pain intensity at reassessment(n=785) 

1-3 421(53.6)  

4-7 312(39.7) 

8-10 5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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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이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 

 

1)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이 진통제 투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진통제 중 비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된 경우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22% 더 시간이 소요되었다. 간호사 대 환자 비는 진통제 투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간호사 대 환자 비가 1 증가할 때마다 진통제 

투여 시간은 9.6% 증가했다. 그러나 간호사 경력은 진통제 투여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6). 환자의 특성 중 진통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2)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 경력에 따른 통증 재평가 유형의 

차이 

 통증 재평가를 안 한 그룹에 비해 통증 재평가를 한 각각의 

그룹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 간호인력 관련 변수는 간호사의 경력이었다. 

통증 재평가를 하지 않은 그룹(17.42개월)에 비해서 1시간 이내 통증 

재평가를 한 간호사들과 1시간 이후 통증 재평가를 한 간호사들의 평균 

경력은 각각 22.24개월과 21.05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 관련 요인으로는 트리아지 단계로 두 그룹 모두 KTAS 

단계는 중증도가 높은 단계에 포함된 환자가 더 많았다. 또한 통증 

재평가를 1시간 이후에 한 그룹에서는 나이가 더 많았고 비정상적 

맥박과 체온을 보인 환자의 수가 많았으나, 1시간 이내에 한 그룹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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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 of nurse staffing and ED experience on the time to analgesic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Beta [95% CI] % difference [95% CI] F value p-value 

Patient’s Characteristics     

Sex     

Female (ref: Male) 0.060 [-0.058, 0.177] 6.144 [-5.588, 19.330] 1.00 .318 

Age (per 1 year) 0.002 [-0.002, 0.005] 0.153 [-0.203, 0.510] 0.71 .400 

Pain intensity(per 1 point) -0.004 [-0.047, 0.038] -0.440 [-4.581, 3.880] 0.04 .839 

KTAS level     

≥3 (ref: ≤2) 0.205 [-0.073, 0.483] 22.71 [-7.063, 62.020] 2.09 .149 

Blood pressure     

Abnormal (ref: normal)§1 -0.034 [-0.154, 0.085] -3.377 [-14.228, 8.850] 0.32 .572 

Pulse rate     

Abnormal (ref: normal)§2 0.061 [-0.068, 0.191] 6.320 [-6.596, 21.020] 0.86 .354 

Body temperature     

Abnormal (ref: normal)§3 -0.064 [-0.276, 0.147] -6.218 [-24.098, 15.870] 0.35 .552 

Analgesics     

Non-opioid (ref: opioid) 0.200 [0.046, 0.354] 22.147 [4.747, 42.440] 6.52 .011 

Nurses’ Characteristics     

Nurse-to-Patient Ratio (per 1) 0.092 [0.036, 0.148] 9.589 [3.618, 15.900] 10.28 .001 

ED experiences (per 1 month) 0.002 [-0.002, 0.006] 0.214 [-0.160, 0.590] 1.26 .262 

ED=Emergency Department. KTAS= Korean Triage Acuity Scale. 
§1 Abnormal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 140 mmHg or a diastolic blood pressure >100 mmHg (hypertension)               

and a pulse pressure < 60 mmHg (hypotension).  
§2 Abnormal pulse rate: > 100 beat per minute or < 60 beat per minute. §3 Abnormal body temperature: > 38°C or < 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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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nurse staffing and ED experience among the pain reassessment groups 

Characteristics 
No (a) within 1 hour (b) over 1 hour (c) 

χ2 P 1) Z P 2) Z P 3) 
n=643 n=352 n=433 

Sex, n(%)    0.90 .639     

Male 321 (49.9) 179 (50.9) 227 (52.4)       

Female 322 (50.1) 173 (49.2) 206 (47.6)       

Age, years    8.65 .013 1.73 .168 2.83 .010 

mean ± SD 55.99 ±17.26 57.43 ±16.61 59.03 ±15.68       

median[IQR] 58.00 [44.00, 70.00] 60.00 [44.50, 70.00] 59.00 [49.00, 71.00]       

Pain intensity    6.86 .032 2.23 .052 -0.50 1.00 

mean ± SD 6.08 ±1.40 6.29 ±1.47 6.03 ±1.35       

median[IQR] 6.00 [5.00, 7.00] 6.00 [5.00, 7.00] 6.00 [5.00, 7.00]       

KTAS level    13.42 .001 2.26 .048 3.45 <.001 

≤2 19 (3.0) 21 (6.0) 35 (8.1)       

≥3 624 (97.1) 331 (94.0) 398 (91.9)       

BP†    1.59 .452     

Normal 366 (56.9) 186 (52.8) 235 (54.3)       

Abnormal§1 276 (42.9) 165 (46.9) 195 (45.0)       

Pulse Rate†    14.34 <.001 -2.07 .078 -3.74 <.001 

Normal 465 (72.3) 234 (66.5) 266 (61.4)       

Abnormal§2 176 (27.4) 118 (33.5) 164 (37.9)       

BT    13.26 .001 -1.5 .268 -3.7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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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3 593 (92.2) 315 (89.5) 368 (85.0)       

Abnormal 50 (7.8) 37 (10.5) 65 (15.0)       

Nurse-to-Patient Ratio (per 1)   5.26 .072     

mean ± SD 3.77 ±1.10 3.56 ±1.05 3.67 ±1.01       

median[IQR] 3.73 [3.00, 4.50] 3.67 [2.79, 4.21] 3.70 [2.91, 4.33]       

ED experiences(per 1 month)   7.67 .022 2.39 .034 2.27 .046 

mean ± SD 17.42 ±18.33 22.24 ±23.91 21.05 ±23.95       

median[IQR] 11.00 [5.00, 23.00] 13.00 [4.00, 29.50] 12.00 [5.00, 28.00]       

ED=Emergency Department. KTAS= Korean Triage Acuity Scale. BP=Blood Pressure. BT=Body Temperature 

SD= 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1) (a), (b), (c) comparison, 2) (a), (b) comparison with Bonferroni correction, 3) (a), (c) comparison with Bonferroni correction. 
† There was missing data. 
§1 Abnormal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 140 mmHg or a diastolic blood pressure >100 mmHg (hypertension) and a pulse 

pressure < 60 mmHg (hypotension). 
§2 Abnormal pulse rate: > 100 beat per minute or < 60 beat per minute. 
§3 Abnormal body temperature: > 38°C or < 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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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Carayon의 SEIPS모델 이론적 기틀로 하여 간호사 

대 환자 비와 간호사의 응급실 근무 경력이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진통제 처방에서 투약까지의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통증 재평가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인력 

배치 수준 및 간호사의 경력이 진통제 투여 시간 및 통증 재평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 대 환자 비가 늘어날수록 

진통제 투여가 지연되었으나, 통증 재평가와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간호사의 응급실 근무 경력이 높을수록 통증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진통제 투여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응급실 복통 환자의 통증관리 현황 

 

본 연구에서의 진통제 투여율(39%)은 복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투여율(6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Mills et al., 

2009). 특히 통증이 4-7점 사이의 환자의 51%가 진통제 투여를 

원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견주어서도 낮은 수준이다(Todd et al., 

2007).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비율은 77.8%로 45-60% 정도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였고, 마약성 진통제 중 

모르핀이 40-80%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Arendts & Fry, 2006; Pines & Hollander, 2008). 마약성 

진통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Motov et al., 

2018; Todd, 2017), 모르핀 등의 마약은 우수한 진통 효과를 보이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중등증 이상의 급성 복통 치료에 적절함이 

보고되었다(Falch et al., 2014). 그러므로 복통 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수준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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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진통제 투여 시간은 평균 20분이었으나 25%의 

환자에게는 30분이 지나서, 5%의 환자에게는 60분이 지난 후에 

진통제가 투여되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진통제 투여시간을 응급실 

접수(Nelson et al., 2004; Pines & Hollander, 2008)나 

트리아지(Arendts & Fry, 2006; Hwang et al., 2008), 또는 치료실에 

도착한 이후부터(Mills et al., 2009) 진통제 투여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간호사 주도 진통제 프로토콜(Nurse-initiated analgesic protocols)을 

적용하는 경우, 트리아지 간호사가 진통제를 바로 투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와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견주었을 보면 진통제 투여까지 

소요시간이 28-35분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Finn et al., 2012; 

Varndell et al., 2018). 간호사 주도 진통제 프로토콜이 국내에도 

적용된다면 의사 진료와 처방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진통제 

투여까지의 소요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 재평가가 55%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환자의 퇴원 전 통증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할 수 없으나, 

재평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원 전 마지막 통증 강도가 숫자 

척도(NRS) 4점 미만인 경우가 약 55%에 불과하였다. 미국 통증 

협회는 통증관리에 대한 평가는 통증 평가 기록 유무 및 진통제 

투여시간 등의 과정 평가와, 통증 강도의 감소, 목표 수준까지 통증이 

감소한 환자의 분율, 재 투약까지의 시간 간격 등의 결과 평가를 모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Gordon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 평가는 마지막 기록된 통증 강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퇴원 직전의 

통증 강도와 같다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시 NRS 4점 미만으로 통증이 감소한 환자가 50% 수준인 연구 

결과는 응급실 내 복통 환자의 통증관리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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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응급실 복통 환자의 진통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인력과 진통제 투여 시간과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가 증가할수록 진통제 투여 시간은 지연되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와 진통제 투여 시간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나, 유사 개념

으로 응급실 과밀화와 진통제 투여 시간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들을 

확인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료실 대기 환자 수 또는 전체 환자 수, 

병상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진통제 투여 시간이 지연되었다(Hwang et 

al., 2008; Mills et al., 2009).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응급실 또는 병원 내 가용 자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ACEP, 2006). 응급실 자원은 시설, 장비와 같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

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간호인력은 응급실의 주요 인적 자원이므로 

부적절한 인력 배치는 과밀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eorge 

& Evridiki, 2015; Ramsey et al., 2018). 따라서, 과밀화와 간호인력 

배치 수준은 상호 관련이 있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

에서는 간호사 수를 기술하지 않고 환자 수만을 제시하거나 물적 자원

(병상)에 대한 지표인 병상포화도 만을 사용하고 있어 간호인력 배치와 

동일 개념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의 전반

적인 결과들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유형의 유사 연구로, 간호업무량과 통증관리의 평가 지표로 

통증 기록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업무량이 더 많은 것으로 측정된 근무조

에서 통증 평가 기록이 더 많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업무량은 통증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Zuazua-Rico et al., 2020).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간호활동점수(Nursing Activity Score; NAS)로 

측정한 간호업무량(100점은 1교대 당 1명의 간호사 업무를 나타냄)은

70.97점이었다. 이를 통해 업무량이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호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이후로 판단할 수 있으며(M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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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응급실 경력과 진통제 투약 시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유사한 연구들과 조심스럽게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의료

인의 경력과 진통제 투여 시간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의사의 경력이 낮은 

경우 진통제 투여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간호사 경력은 진통제 투여 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Arendts & Fry, 2006). 반면,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 경력이 길 수

록 항생제 투여 시간을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이주현과 조

성현, 2018). Marcin 등(2005)은 간호사의 경력과 계획되지 않은 발관 

경험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Aiken 등도(2002) 간호사 교육, 간

호사 인력 배치, 의사 자격 및 환자 특성을 통제한 후 간호사 경력은 수

술 후 사망률이나 구조 실패(Failure to rescue)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보고했다.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간호사 대 환자 비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 데 비해(Aiken et al., 2002), 

간호사의 경력과 환자 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처방을 수행하는 행위는 간호사의 질적인 차이보다는 

기본적인 간호인력 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 관련 특성으로 성별, 나이, 입실 시 

통증 강도, 트리아지 단계와 같은 환자의 특성이 진통제 투여 시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영

향을 미쳤다. 이 중 입실 시 통증 강도와 트리아지 단계,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해 간단히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입실 시 통증 강도가 높은 환자의 진통제 

투여 시간이 짧았으나(Mitchell, Kelly, & Kerr, 2009; Taylor et al., 

2017), Leigheb 등(20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통증 강도

에 따른 진통제 투여 시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통증 강도는 트

리아지 단계를 결정하는 한 요소이므로 강도가 높은 환자는 더 긴급한 

단계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료를 일찍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방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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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Barksdale et al., 2016; Taylor et al., 2017). 

그러나 본 연구는 처방에서 투약까지의 시간을 진통제 투여 시간으로 정

의하였으므로, 의사의 처방 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트리아지 단계가 진통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트리아지 단계가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연구 대상자 선정의 차이로도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는 트리아지 레벨 1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Taylor et al., 

2017),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요통, 치통, 사지 골절, 인후통, 이

통, 농양으로 인한 통증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Barksdale et al., 2016).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를 중증(KTAS 레벨 1-2)과 그 외 그룹(KTAS 레벨 3-5)으로 나

누었으므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에 우선 순위

를 두어 통증관리가 지연되는 것(Sampson et al., 2019)과 트리아지 단

계가 낮은 환자의 통증관리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여 결과값이 희석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복통 환자를 대상으로 분

석한 연구가 아니므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 시간이 더 짧았던 이유는 마약성 진통제가 병

동 내 비품으로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과

는 진통제 투여시간에 환자 및 의료인의 특성뿐 아니라 진통제의 수령 

등의 과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병동 단위 내 약품 불출 

시스템은 투약 처방이 발행되어 약국에 처방 내역이 접수되는 시간과 거

의 동시에 약을 불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약품 수령 및 전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어 진통제 투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Roman, 

Poole, Walker, & Dool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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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응급실 복통 환자의 통증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경력이 통증 재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Zuazua-Rico등 (2020)은 간호사의 

경력이 재평가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선행 연구에 포함된 간호사들의 근무 경력은 17.39년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 대상 간호사들의 응급실 근무 경력은 평균 1.6년이었다. 

통증 재평가를 수행하고 환자의 통증 변화에 관심을 두는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근무 경력 만을 확인하고 전체 

간호사로서의 경력이나 타 간호단위에서의 근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후 간호사 경력과 응급실 경력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 재평가와 간호사 대 환자비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응급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재평가가 어렵고 

재평가 자체가 과중한 업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Bennetts et al., 

2012; Gordon et al., 2008). 반면 Hwang 등(2008)은 과밀화 정도를 

이분하여 50%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의사 및 간호사의 재평가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Hwang 등(2008)의 연구 내 

재평가율이 두 군 모두에서 10%이하로 낮게 측정되어 (642명 중 

재평가는 50건과 47건) 임상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추후 양적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간호사들의 재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포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통증 재평가와 관련된 환자들의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증 재평가를 수행한 두 군의 트리아지 단계가 더 중증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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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이후에 통증 재평가를 한 군에서는 통증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나이가 높고 맥박과 체온이 비정상인 환자가 더 

많았다. 통증 재평가와 관련된 환자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가 통증 재평가만을 위해 환자에게 가기보다 

환자에게 약물 투여, 활력징후 측정 및 정보 기록을 위해 갈 기회가 

있을 때 통증을 재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전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다(Bucknall et al., 2007). 통증 재평가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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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의의 

 

1) 간호 연구 측면  

응급실의 적절한 통증관리에는 간호인력 배치와 간호사의 경력이 

필요함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의 상관성을 연구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병동이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증관리의 중요성이 오랜 시간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관리를 간호의 질 지표에 포함하여 연구하지 않았다.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간호인력 배치 대신 과밀화 지표를 

사용하여 진통제 투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진통제 투여와 통증 재평가를 설정한 목표 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을 추정하고,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환자의 통증관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 실무 측면  

본 연구 결과 현재 응급실 내 복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통제 

투여는 충분하지 않고 진통제 투여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재평가는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배치와 간호사의 응급실 

근무 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와 응급실 

간호사의 보유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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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되었

기 때문에, 전체 응급실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진통제 투

여 시간 및 통증 재평가 시간 등의 측정값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틀의 최종 결과를 통증 점수 4점 미

만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으나 통증 재평가가 55%에서만 이루어졌고, 

마지막 기록된 통증 강도가 퇴원 직전의 통증 강도와 같다고 할 수 없으

므로 결과변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여 모델 전체의 타당도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SEIPS 모델의 작업시스템 내 5가지 요소

(Person, Environment, Organization, Technology and tools, Tasks) 

중, 사람과 조직 2가지 요소 내 일부 변수만의 영향을 탐색하여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응급실 근무 경력 만을 확인

하고 간호사로서의 전체 경력이나 타 간호단위에서의 근무 경험 등을 고

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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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연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성인응급실을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통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진통제 투여 시간과 진

통제 투여 후 통증 재평가의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통제 처방부터 투약까지의 중앙값은 16분이었고, 주로 마약성 진

통제가 처방되었다. 진통제를 투여한 후 통증 재평가는 55.0%에서 시행

되었고, 그 중 지침에 맞추어 1시간 이내에 재평가한 비율은 24.7%였다. 

퇴원 전 마지막 통증 점수가 4점 미만으로 감소한 사람은 통증 재평가 

군의 53.6%였다. 진통제 투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대 

환자 비였다. 통증 재평가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이, 트리아

지 단계, 맥박 수와 체온, 그리고 간호사의 경력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인력 배치 수준과 간호사의 응급실 경

력은 응급실 복통 환자의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증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내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통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진통제 투여 시간 및 재평가 등의 과정 평가 외에 통증 점수 

감소 및 환자의 기능 호전 등의 최종 평가 변수를 포함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확인되는 간호인력이 환자 간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와 보유 전략이 포함된 정

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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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bdominal pain is one of the chief complaints of 

patients visiting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adequate pain 

management is the key role of emergency treatment. Pain 

managem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generally aims to reduce 

pain to a numeric rating score of 4 or less through rapid analgesics 

administration within 30minutes. However, it takes more than 2 

hours to administrate analgesic, and the re-evaluation ra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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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the effect of analgesics is less than 20%. This phenomenon 

is more pronounced in patients with abdominal pain due to medical 

personnel's concern that the analgesics administration will affect 

the patient's diagnosis and prognosis. Various factors related to 

inadequate pain management have been investigated, but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nurse staffing level and nurse 

experience, which are known as one of the major obstacles to pain 

management, on pain management in emergency patients. Purpose: 

This study aimed 1) to exam the pain management situation for 

patients with abdominal pai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2)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urse staffing level and nurse 

experience on the pain management. Method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in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The subjects were adult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for abdominal pain and received analgesics in 2019. 

Analgesics administered, reassessment documents, and pain scores 

before discharge were collected. Patient-related data were 

collected: sex, age, pain intensity, triage level, blood pressure, 

pulse, and body temperature. The nurse-to-patient ratio and the 

nurse's experience were extracted based on the time when 

analgesics were prescribed. Time to administration was defined as 

the time from prescription to administration, and reassessment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non-reassessment, reassessment in ≤ 

1 h, and reassessment in ≥ 1 h. The effect of the nurse-to-

patient ratio and the nurse's experience on the administration time 

was analyzed using a linear mixture model.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urses and patients among the three 

reassessment groups were evaluated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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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s. Results: A total of 1,428 cases were included, 77.8% of 

which received opioids. The median time from prescription to 

administration was 16 min, and pain reassessment was conducted in 

55.0%. The last pain score of less than 4 points was 53.6% of the 

pain reassessment group. Time from prescription to administration 

tended to increase as the nurse-to-patient ratio increased. Nurses 

in the two reassessment groups had more experience than those in 

the non-assessment group. Conclusion: Both the nurse-to-patient 

ratio and nurse experience in the E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ain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nurse 

staffing level for adequate pain management and establish the 

strategies for experienced nurse retention. 

 

 

Keywords : Abdominal pain, Analgesics, Pain management, Pain 

measurement, Emergency service, Hospital, Nurse sta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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