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락경혈학회지 Vol.24, No.2, pp.77∼97, 2007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통증평가도구에 관한 고찰
심성윤 1〮ㆍ 박히준 2,3ㆍ이준무 1ㆍ이향숙 1,3
1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3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2

An Overview of Pain Measurements
Sung-Youn Shim1, Hi-Joon Park2.3, Jun-Mu Lee1, Hyang-Sook Lee1,3
1

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 ji University
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3
Acupuncture and Meridian Science Research Center, AMSRC

2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pain measurement tools that are
considered suitable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for Korean Medicine Doctors.
Methods : We analysed some widely used and also useful pain measurement tools in
terms of their methods and dimensions.
Results : Diagrams, scales and questions are usually used to measure pain intensity,
pain
temporal
pattern,
treatment
including
exacerbating
and/or
relieving
factors,
location, pain interference, pain quality, pain affect, pain duration, pain beliefs and pain
history. Specific pain measurements are also available for specific conditions such as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Oswestry
Disability
Index and Neck Disability Index.
Conclusions : Faces Pain Rating Scale, numeric rating scale, visual analogue scale,
McGill
Pain
Questionnaire
and
Brief
Pain
Inventory
and
commonly
used
pain
measurements. Specific measurements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research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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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Ⅰ. 서 론

나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
많은 환자들이 통증 완화 및 원인 제거를

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보통은 환자의 호소

목적으로 한의원을 찾는다. 그러나 동통이라

에 의존하던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

고 하는 증상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료를 수행하게 된다. 통증 측정의 문제는 비
단 임상의에게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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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도 통증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1998년 이래 미 재향군인
관리국은 통증을 ‘다섯 번째 바이탈 사인
- 77 -

심성윤〮〮ㆍ박히준ㆍ이준무ㆍ이향숙

(vital sign)’으로 선언하고 일과적인 바이탈
1)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조직손상과 연관된

사인 체크에 통증의 평가를 추가시켰다 .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심리적 원인의

그러나 통증의 평가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

통증까지 포함한 정의이다. 통증은 주관적일

환자 본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

수밖에 없는 것으로 통증을 실제로 겪고 있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환자의 유전

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신

적 특성, 문화, 컨디션, 교육 등의 의해 같은

체적인 통증과 똑같다고 느끼고 그렇게 호

2)

통증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이

소한다면 그것은 통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통증의 정확한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것이 국제통증연구학회의 의견이다(예: 그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종류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의 통증평가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아프다) .

비록 직접적인 통증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통증은

3)

통각(nociception),

통증인식

통증의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한 통증평가도

(perception of pain), 고통(suffering), 통증

구들이 엄격한 검증을 거쳐 사용되고 있다.

행동(pain behaviours)의 네 가지로 구성된

이러한 검증된 통증평가도구들을 올바른 방

다. 통각은 조직의 손상 등의 자극이 특화된

법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통증

수용기(receptor)를 통해 감지되는 것이며,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통증인식은 사람의 뇌가 통증을 인식하는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통증

것으로 이는 주로 병이나 부상과 같은 악성

평가도구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한의학 연구

자극에 의해 일어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와 임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통증평가

아니다. 통각 없이도 통증인식은 일어날 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있다. 특히 만성 통증의 경우 통증의 강도는
조직 손상의 정도나 병리학적인 지표의 수

Ⅱ. 본 론

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통
은 통증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1. 통증의 정의와 기전

통증 뿐만 아니라 공포, 불안, 스트레스 등
으로도 야기될 수 있다. 통증행동이란 통증

국제통증연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는
통증을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과 고통으로 인해 그 사람의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데 ‘아야’라고 말하거나, 다리를 저는
4)

것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

연관되거나 그와 같은 손상으로 묘사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쾌한

unpleasant

sensory

and

경험(An
emotional

experience associated with actual or
potential tissue damage, or described in
terms of such damage)이라고 정의한다3).

본 논문에서 주로 소개하게 될 통증평가
도구들은 대상자의 진술과 통증행동을 바탕
으로 하여 통증인식, 고통의 존재와 수준 및
그 양상을 평가하는 것들이다. 통각의 경우
는 그것을 일으키는 부상이나 병 등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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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러 가지 진찰 방법을 통해 알아내야

할 수 있는 인체그림이 추가되어 있어 허리

하는 것으로 통증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의 아픔을 표시하여 두통 등의 다른 부위의

소개하고자 하는 이번 논문에 취지에서 벗

통증과 구분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특이도

어나 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를 갖춘 평가도구가 된다.
통증평가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민감도,

2. 통증평가도구의 요건

특이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 만약 연구자나 임

통증평가도구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나

상의가 기존의 평가도구가 자신의 의도와는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높은 타당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평가도구를

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바탕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새로이 개

로

민감도

발된 평가도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실험

(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을 갖추고

이나 임상치료의 결과에 대한 주평가방법

연구가

요구하는

수준의

2)

있어야 한다 . 타당도란 어떤 평가방법을

(main

통해 나온 점수의 의미와 해석의 문제와 관

outcome measure)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련된 문제로 즉 평가하고자 했던 내용을 얼

않다. 새로이 개발된 평가도구가 엄격한 검

마만큼이나 제대로 혹은 사실에 가깝게 측

증과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미 검증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신뢰도(혹은

기존의 평가도구들과 병행하여 부평가방법

일관성, consistency)는 측정 오류에 관한 것

(secondary outcome measure)으로 사용하여

으로 평가방법이 시간, 환자, 관찰자에 상관

야 하며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추가적인

없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따라서

정보로서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

얼마나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에도 새로운 부평가방법을 통해 측정된 결

5)

outcome

measure

or

primary

것이다 . 민감도는 목표가 되는 조건을 해

과보다는 이미 검증된 주평가방법의 결과를

당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

우선시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

2)

나 높은 확률로 감지해 내는가 하는 문제이
며 특이도는 목표가 되는 조건을 해당 조건
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얼마만큼 잘 구

3. 다차원적인 통증의 평가

5)

분해 내는가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중등

최근의 연구에서는 통증을 그 유무와 강

도의 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평가

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

도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증 없음’

에서 평가하고 있다. Holen 등은 암성 통증

과 ‘통증 있음’의 두 가지 항목으로 된 평가

의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에 사용된 48개의

도구보다 ‘통증 없음’, ‘약한 통증’, ‘중간 정

통증평가방법과 32개의 일반 증상(general

도의 통증’, ‘심한 통증’의 네 가지 항목으로

symptoms) 및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된 평가도구가 보다 높은 민감도를 갖고 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평

는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아픈 부위를 표시

가방법을 분석하여 이 평가도구들이 통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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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평가방법

어떠한 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
구하였다. 즉 통증의 차원을 통증의 강도,
시간적 패턴, 통증에 대한 치료방법 및 통증
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인자, 통증의
부위, 통증으로 인한 장애, 통증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 통증의 지속시간, 통증에 대한
믿음 및 통증의 기왕력으로 구분하고 각 평
가도구들이 통증의 어떠한 차원을 평가하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주관적 평가방법이
통증 자체에 대한 주된 평가방법이 된다. 주
관적 평가방법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약점이 있지만 통증의 다양한 차원을
평가하는데 보다 용이하다.

있는지 고찰하였는데 대부분의 평가도구들

(1) 그림 (Pain diagram)

은 다차원적인 평가방법들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통증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거나

6)

있다 .
하지만 통증평가도구들의 항목들 중 많은

통증 부위를 그림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대

부분이 서로 다른 차원에 걸쳐 있는 경우가

표적인 것으로는 많은 통증측정도구에 포함

많다. 예를 들어 Brief Pain Inventory(BPI)

되어 있는 통증부위표시를 위한 인체그림과

의 기분(mood)에 관한 질문의 경우 연구자

웃는 얼굴에서부터 통증으로 울고 있는 얼

는 이를 ‘통증으로 인한 지장’, 즉 삶의 질과

굴까지 여섯 가지 표정 중 환자 자신의 통

관계된 평가항목으로 계획했다 하더라도 환

증 정도에 해당하는 표정을 선택하는 Faces

자는 이를 ‘통증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

Pain Rating Scale(Fig. 1)이 있다. 어린이

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색의 필기구를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주고 인체그림 위에 통증을 표시하게 하는

를 해야 한다.

시도도 있었다. 어린이 환자들은 파란색을

아래에 소개할 통증평가도구는 이러한 통
증의 여러 차원 중 일정한 차원을 평가하기

차가움과 연관시켰고 빨간색을 뜨거움과 연
7)

관시켰다 .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연구자는 서로 다른

그림을 이용한 통증측정도구는 언어적인

통증평가도구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아이나 노인, 병으로

야 본인의 목적에 맞는 통증의 차원을 평가

언어능력을 잃은 환자 등의 통증을 평가하는

하는 통증평가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좋은 방법이다. 번역의 문제나 세대 간의 언

있을 것이다.

어의 차이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언어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보다 정확한 통
증 부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을 이용한

4. 통증평가방법의 형태

방법은 주로 통증의 강도와 통증의 위치를

통증평가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
을 사용한다.

평가하는데 사용되지만 제한적으로 통증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Faces Pain Rating Scale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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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가지 단계의 표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

평가지수(pain rating index)에서 날카로운

자의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민감도

통증을 없음, 약간, 중간, 심함의 네 가지 항

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Fig. 1).

목 중에 해당하는 란에 체크하도록 하는 것
이 한 예가 되겠다. 세 가지 항목으로 된 것
을 예로 들어 보면 환자에게 전반적인 치료
의 효과를 매우 좋아짐, 변화 없음, 매우 나
빠짐의 세 가지 중에 고르게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항목의
수가 증가된 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민감
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② 숫자평가척도 (Numeric Rating Scale,
NRS)

Fig. 1. Faces Pain Rating Scale.
Adapted from www3.us.elsevierhealth.com/
WOW/faces.html. With permission.

주로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환자가 자신의 통증 정도에 해당
하는 숫자를 주어진 숫자 중에 선택하는 방

(2) 척도 (Scales)

법이다. 주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

여러 가지 척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간

는 NRS-11을 많이 쓴다. 형태는 여러 가지

단하고 빠르며 언어에 의한 부작용이 적어

여서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와

효과적이다. 주로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데

같은 형태에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표시해

사용되지만 통증의 다른 여러 차원을 평가

놓은 것도 있고 숫자가 쓰여진 11개의 사각

하는 데에도 응용할 수 있다. 축약형(Short

형을 붙여 놓은 막대기 모양의 것도 있다.

form) McGill 통증 설문지에서는 통증의 질

점수는 환자가 선택한 숫자 그대로를 점수

을 평가하는 각 항목에 범주척도(categorical

로 삼는다(Fig. 2A).

scale)를 사용하고 있으며 BPI에서는 통증

숫자평가척도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며 편

으로 인한 지장 등의 여러 가지 항목에 숫

리하고 빠르다는 것이다. 작은 숫자는 작은

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를 사용한

통증을 의미하고 큰 숫자는 큰 통증을 의미

다. 여러 평가방법의 일부로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개념은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

하지만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독립적으로도

며 , 병으로 인해 일부 능력을 상실한 환자

흔히 사용된다.

나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① 범주척도 (Categorical Scale)

7)

있다2).

주로 3-7개의 항목으로 전반적인 통증의

그러나 숫자평가척도는 몇몇 예외적인 질

강도나 치료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간격

McGill 통증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통증

척도(interval scale)라고 볼 수 없고1),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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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환자는

숫자평가척도를

순서

척도
2)

신의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

(ordinal scale)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한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표시도 없는 10

한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숫자평가척도

cm의 가로방향의 직선을 사용한다. 직선의

의 1에 표시하고 다음은 2에, 그 다음은 3에

양끝에는 세로로 짧은 직선을 그어 끝임을

표시를 했다면 이는 환자의 통증이 처음보

표시해야 하며 또한 직선의 양끝에는 언어

다 2배,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오해의 여

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처음 방

지가 없는 단호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

문 했을 때보다 더 아프고 세 번째 방문했

람직하다 . 왼쪽 끝에는 ‘통증 없음’을, 오른

을 때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보다 더 아프

쪽 끝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NRS-11

이나 ‘가장 극심한 통증’ 등을 많이 사용한

의 경우는 그 민감도에도 문제가 있다.

다 . 언어적 설명을 덧붙여 양 쪽 끝에 ‘0’

NRS-11은 환자의 통증을 11단계로 나누는

과 ‘100’이라는 숫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2).

데 환자 대부분은 통증을 10단계 이상으로

점수는 주로 1 mm 당 1점씩으로 계산해 0

세세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10단계로 나

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뉘어진 숫자평가척도만으로는 환자의 정보

보편적이다(Fig. 2B)5).

2)

8)

2)

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게다가 시각

15 cm나 20 cm를 사용하거나 세로 방향

상사척도와 숫자평가척도를 동시에 사용할

의 직선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10 cm 가로

경우 숫자평가척도의 결과가 시각상사척도

방향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양 끝에 사

에서 나온 결과보다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

용하는 어휘의 경우 ‘살아오면서 느껴본 최

1)

이것이 심각한 통증에서는 숫자평가

고의 통증’, ‘이번 치료를 받는 동안 중의 최

척도의 민감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악의 통증’과 같은 어휘는 피해야 하는데 이

숫자평가척도는 군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

러한 표현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

나 대상군이 큰 경우가 아니면 통계적으로

었을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유의한 차이를 감지해 내기 어려우며2) 또

매우 드물게 직선 대신 속도계를 닮은 곡선

시각상사척도와 마찬가지로 통증의 한 가지

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측면, 주로 통증의 강도만을 측정하는 단일

직선이 더 적합하며, 선 위에 숫자나 형용사

차원측정 방법이라는 단점도 있다.

(조금, 중간, 매우 등)를 표기해 놓는 경우

는데

③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

2)

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러한 표기 주위로
환자들의 반응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 아무

주로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쓰지만 통증의 강도나 빈도 등을 평가하는

런 표시가 없는 직선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5)

좋지 못하다 .

5)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시각상사척도는

측정이 여러 번 반복 될 경우, 환자에게

환자에게 주어진 선 위에 환자 스스로가 자

그가 이전에 표시한 것을 보여주어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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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것인가 보여주지 말고 표시하도록 해

시각상사척도의 약점은 통증의 다양한 측

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여

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러 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과 무겁고 뻐근

지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둘 중에 어떤 원

한 통증은 분명히 다르지만 시각상사척도를

칙을 선택하든지 하나의 치료나 연구 과정

통해 이를 분간해 내지는 못한다. 또 나이가

2)

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

7)

아주 많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 중 일부

시각상사척도의 장점은 사용과 채점이 간

등은 시각상사척도의 직선이 통증의 연속적

편하고 빠르며 실험자의 관여를 최소화할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7)

수 있다는 것이며 , 언어와 상관없이 만 5
5)

경우가 있다2). 이러한 경우 적절한 예(배고

세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통계

픔 정도 등)를 들어 이해를 돕던지 다른 측

적으로도 민감하여 대상군이 작은 경우나

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치료의 통증 감소

군 사이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도 유의성 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각상사척

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각상사척

도 상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점수를 서로

도는 숫자평가척도와는 달리 실제적인 비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

척도이다. 이는 바르게 사용된 시각상사척도

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짐’과 ‘통증이 조금도

에서 두 배의 점수를 얻으면 곧 실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음’을 양 끝으로 한 새로운 시각

2)

5)

두 배의 통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상사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Fig. 2) .

Fig. 2. Commonly used rating scales.
A, Numeric rating scale; B, Visual analogue scale.

이용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통증의 여러 차

(3) 질문 (Questions)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그 답을

원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통증 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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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환자의 통증

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더, 다른 평가도구에

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이

비해 작성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도 있

나 통증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기로 주고

다.

그 중에서 환자의 통증에 부합되는 하나 혹

① 통증인식에 대한 질문

은 다수의 답을 고르는 질문, 묻는 바에 대

주로 통증의 강도, 시간적 패턴, 통증의

해 환자가 주관식으로 답하는 질문이 있는

부위, 통증의 질, 통증의 지속 시간 등을 평

가 하면 질문에 대한 답에 시각상사척도나

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증의 강도는

숫자평가척도를 응용한 것까지 각각의 통증

시각상사척도나

평가방법들의 고안자들이 가장 효과적이라

것이 일반적이다. 통증의 부위 역시 인체그

고 생각하여 선택한 다양한 형식이 있다.

림을 이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통

숫자평가척도를

이용하는

이러한 질문은 크게 나누어 통증의 강도,

증인식에 대한 질문은 주로 시간적 패턴, 통

시간적 패턴, 통증의 부위, 통증의 질, 통증

증의 지속 시간, 통증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의 지속 시간 등을 평가하기 위한 통증인식

것이 된다. 이 중 통증의 질에 대한 질문은

에 대한 질문과 치료 및 통증을 악화시키거

‘시큰거린다’, ‘뻐근하다’, ‘찌르는 것 같다’와

나 완화시키는 인자, 통증으로 인한 장애,

같은 통증의 양상을 묻는 것으로 질문과 같

통증에 대한 감정, 통증에 대한 의견 등을

은 언어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측

평가하기 위한 통증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정하기 어렵다.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병력을 알기 위한 질

② 통증행동에 대한 질문

문도 있다.

주로 치료 및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완화

질문을 통한 통증의 평가는 통증의 여러

시키는 인자, 통증으로 인한 장애, 통증에

차원을 평가할 수 있고 고안자의 의도에 따

대한 감정, 통증에 대한 의견 등을 평가하기

라 높은 특이성을 갖출 수 있는 강점이 있

위한 것이다.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정

지만 언어를 이용한 평가방법들이 언어적

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통증을

방법의 한계에 의해 갖게 되는 번역, 어휘에

피하려고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진통제를

대한 오해 등의 약점들에 가장 크게 노출되

먹는다’, ‘계단을 피한다’, ‘잠깐 누워서 쉰다’

어 있다는 약점도 있다. 또한 다양한 형식과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사용하여 특이도를 높이려

것이 치료 및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

는 시도는 종종 타당도에 문제를 야기하기

키는 인자에 대한 질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 한다. 즉 어떤 통증평가방법에 사용된 고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직접 기록

유한 질문이나 형식이 그것이 평가하려는

한다고 해도 정확히 기억해 내기가 어렵기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냐 하는 문제가 종종 생긴다. 그리고 일반적

일반적인 의견이다 . 통증으로 인한 장애란

으로 질문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특히 문항

생활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데 통증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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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혹은 통증으로

대한 질문이다. 또한 병력에 대한 질문은

인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평가

‘이전에 무릎통증을 유발할 만한 부상을 당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서 잠을 잘 수

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이 병력 자체를 묻

없다’, ‘허리가 아파서 몸을 숙일 수가 없다’

는 것일 수도 있고 ‘지난 한 주 동안 무릎통

등이다. 통증으로 인한 기능의 제약은 질문

증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와 같이 다른

뿐만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손을 늘어뜨려

차원에 대한 질문에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

손끝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검사

다.

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2) 객관적 평가방법

이러한 검사는 급성 통증에 대해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가치가

통증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2)

다소 떨어진다 . 통증에 대한 감정은 ‘이 통
증 때문에 얼마나 불쾌하십니까?’ 등의 질문
으로 통증이 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을 평가하는 것인데 가벼운 통증이라도 못
견디게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환

는 검증된 방법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
만 검사의 결과가 환자의 통증과 비록 간접
적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알
려진 검사들은 있다.

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신체적인 통

(1) 생화학적 검사

증의 강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통증에 대한 의견은 환자

심박률, 혈압, 피부전기활동, 근전도 등의

가 스스로의 통증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

생리적 지표변화에 의한 방법들을 간접적으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스스로의

로 통증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

통증을 ‘이 통증은 결코 낫지 않을 거야’와

만 이러한 반응들은 통증은 여전히 있는데

같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러한

생리적 지표의 변화는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환자일수록 재활에 어려움을

등 시간에 따라 습관화되기도 하고, 통증 뿐

겪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에 대한 태도는 환

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등의 다른 원인으로

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

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등7)의 한계와 약
점이 있어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

2)

소이다 .
③ 통증의 병력에 대한 질문

(2) 물리적 신체검사

병력에 대한 질문은 통증인식에 대한 질
문일 수도 있고 통증행동에 대한 질문일 수

대부분의 통증은 신체적인 기능을 제한하

도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두통이 몇 번이

기 때문에 운동가동범위 검사와 같은 간단

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은 통증인식에 대

한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증을 평가할

한 질문이며 ‘지난 한 주 동안 진통제를 몇

수 있다. 하지만 신체 기능의 제한은 통증

번이나 드셨습니까?’라는 질문은 통증행동에

이외의 이유로도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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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게 감별해야 한다.

에서는 여섯 가지 영역을 고려할 것을 추천
한다: 즉 통증, 신체적 기능, 감정적 기능,
치료로 인한 호전과 만족에 대한 환자의 평

(3) 신경학적 검사
통증은 궁극적으로 뇌가 인식하는 것이기

가, 증상과 이상반응, 환자의 성향을 평가하

때문에 뇌 영상을 통해 통증을 측정하려는

도록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개별적인 진

시도가 있다. 뇌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

료에서도, 대규모의 임상시험에서도 이러한

지

뇌자도

방법들을 모두 사용하여 통증을 평가하는

(magnetoencephalography, MEG)와 같이 직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이 가운데 몇 가지

접적으로 뇌의 전기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방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2003년에 김 등8)이

식과 기능성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대한통증학회지에서 많이 사용된 통증평가

resonance imaging, fMRI)과 같이 간접적으

도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시각상

로 뇌혈류의 변화를 통해 뇌의 활동을 측정

사척도 등의 간단한 평가방법이 압도적인

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뇌 영상 기법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식이

있는데

10)

아래에서는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혹은 연

을 이용한 통증의 측정은 아직 연구가 진행
9)

중이고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이 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임상의나 연구자들이

구자들이 연구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통증평가도구를 소개한다.

쉽게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1) Faces Pain Rating Scale

5. 추천할 만한 통증평가도구

소아의

연구자의 의도나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통증을 평가해야 할지 결정
해야 한다.
2)

White 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평가하는데

통증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Faces Pain Rating Scale을 주로 사용하며
통증 위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인체그림이
흔히 사용된다. 이 외의 평가 분야에서는 그
림의 이용이 드물다.

있어 (1) McGill 통증 설문지, 시각상사척도

2) 숫자평가척도와 시각상사척도

등을 이용한 통증의 강도, (2) 진통제 사용
빈도 혹은 휴식시간의 길이, (3) 특화된 이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학적 검사(specified physical test), (4) 설문

것을 포괄적 평가라고 하며 범주척도를 자

지 등을 이용하여 노동능력 상실 여부 등의

주 사용한다.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

기능 평가, (5) 변화에 대한 포괄적 평가

는 숫자평가척도나 시각상사척도를 흔히 사

(global assessment)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하였다. 만성통증의 치료법을 평가하는 임상

각종 척도들은 통증의 강도나 치료의 효과

시험에서 사용하는 평가도구에 대한 권장안

등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되지만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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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하여 통증

번까지는 정서적 영역, 16번은 인지적 평가

의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역, 17-20번까지는 기타 영역의 질문이다

사용될 수 있다.

7)

.
McGill 통증 설문지에 사용되는 채점법에

3) McGill 통증 설문지 (McGill Pain
Questionnaire)

는

McGill 통증 설문지 전체를 보면 환자의

(Rank)),

PRI(S)

(Pain

Rating

Intensity

(Score)), PRI(R) (Pain Rating Intensity
NWC

(Number

of

Words

진단명, 약물치료의 내용, 통증과 관련된 병

Chosen), PPI (Present Pain Intensity) 등

력, 현재 통증의 양상, 수반된 증상과 통증

이 있다5). PRI(S)는 78개의 단어 각각에 부

을 변화시키는 인자들, 통증의 영향 및 통증

여되어 있는 점수가 있고 환자가 선택한 단

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어들의 해당 점수를 더하는 것이다. 이는 연

있다. Melzack과 Torgerson은 문헌과 기존의

구자의 의도에 따라 McGill 통증 설문지의

설문지들을 참고로 하여 통증을 표현하는

세 가지 측정 영역 별로 따로 계산할 수도

102개의 단어를 뽑고 Melzack의 통증이론에

있다. PRI(R)은 단어 각각에 부여된 점수

따라 이들 단어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신 소그룹 내에서 그 단어의 순위를 사용

즉, 감각적인 통증의 질, 통증의 정서적 영

하며 각 그룹간의 심각도의 차이를 반영하

향 및 환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통

기 위해 해당 소그룹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증강도에 대한 평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NWC는 환자가 선택한

McGill 통증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단어의 개수를 세어 점수를 내는 것이며

McGill 통증 설문지는 2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진 통증을 묘사하는 78개의 어휘와

PPI는 PPI점수를 단독으로 참고하는 것이
다.
축약형

환자의 전반적인 통증 강도를 평가하는 현

McGill

통증

설문지는

주로

재 통증 강도(Present Pain Intensity, PPI),

McGill 통증 설문지에서 선별된 15개의 어

그리고 통증 부위를 표시하는 그림, 통증의

휘와 현재 통증 강도(PPI) 그리고 시각상사

시간적인

동반증상(accompanying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약형 McGill

symptoms), 수면(sleep), 활동(activity), 음

통증 설문지의 사용법은 McGill 통증 설문

식물 섭취(food intake) 등을 묻는 질문으로

지와는 약간 다르다. 축약형 McGill 통증 설

구성되어 있다. 환자는 각 소그룹에서 자신

문지는 0-전혀 없음, 1-약한 통증, 2-보통의

의 통증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를

통증, 3-심한 통증의 척도 에 따라 각각의

하나만 선택하게 되고 해당되는 어휘가 없

15개 어휘에 대해 모두 점수를 내는데 점수

는 소그룹에서는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아

를 내는 방법은 환자가 각 단어 별로 부가

도 된다. McGill 통증 설문지의 소그룹은

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거나 영역별로 따로

1-10번까지는 감각적 영역의 질문이며 11-15

합산하여 사용한다9). McGill 통증 설문지는

특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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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이 15-20분 정도 소요되고 익숙한

관해서는 개발자들 역시 이것이 이 설문지

환자라면 5-10분 정도 걸리는데, 축약형

의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

McGill 통증 설문지는 2-5분 정도가 소요된

다. 다른 범주(예를 들어 감각적 범주에 속

5,9)

다

.

해있는 단어와 정서적 범주에 속해 있는 단

McGill 통증 설문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어 등)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 아무런 필연

설문지가 가장 널리 쓰이는 통증평가방법으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동된 움직

로 통증평가방법의 기본적인 표준으로 인식

임을 보이는 것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

2)

통증평가방법을 새로

제들이 통증의 세 가지 측면을 각각 측정하

이 개발하는 경우에도 McGill 통증 설문지

고자 하는 McGill 통증 설문지의 기본 설계

와 비교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 일이 흔

의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한편 설문지 개

하다. McGill 통증 설문지의 개발자는 통증

발에 이용된 통증 이론 자체도 오랜 시간이

의 감각적, 감정적, 인지적(스스로 측정하여

지나면서 수정 발전되고 있지만 McGill 통

인식 가능한) 측면을 인식하고 이는 뇌의

증 설문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처음 개발된

되고 있다는 점으로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가정 하에 통증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5)

위해 이 설문지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이론

는 현재 통증 강도(PPI)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 명료성과 다차원적인 측정 영역 역시

McGill 통증 설문지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

5)

. 또한 McGill 통증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

McGill 통증 설문지의 장점이다 . 또 하나

는 내용이지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의 장점으로 축약형 McGill 통증 설문지 한

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 이상에서

국어판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가 최근 이

언급하고 있는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McGill

루어져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통증 설문지는 매우 성공적이고 주도적인

9)

(Appendix 1) .

2)

통증평가방법이며

반면 McGill 통증 설문지는 단어들을 여
러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 당 하나의 단

매우

많은

전문가들이

McGill 통증 설문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
을 추천하고 있다.

어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

참고로 78개의 어휘를 사용하는 McGill

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소

통증 설문지와 각각 12개씩을 사용하는

그룹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그룹 당 하나

Gracely 통각척도와 불쾌감척도를 번역하고

의 단어만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유효한

국어사전과 임상진료 환경에서 발견한 어휘

것인지, 적절한 단어들이 선택되었는지 등이

들을 추가 통합하여 만든 ‘국어 통증 척도’

그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McGill

가 있는데12), 이는 McGill 통증 설문지의 이

통증 설문지의 접근방식을 지지하고 있지만

론적 구성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것으로 평

잠재적인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 단어들에

가되며 ,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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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ief Pain Inventory (BPI)

평가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하겠다. 최근

BPI는 암성통증의 정도(감각적인 영역)
와 통증이 환자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반응
적인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
13)

며 다른 질환에서도 사용된다 .

에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BPI 한국어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가 발표되었
으며 허락을 얻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4)

(Appendix 2) .

BPI는 통증 부위를 묻는 인체 그림으로

5) 기타 특화된 평가도구

시작하여 지난 한 주 동안 겪은 최악의 통증
과 최소의 통증, 평균적 통증, 지금 느끼고

연주자나 임상가의 의도에 따라 통증의

있는 통증의 강도를 각각 NRS-11에 표시하

여러 차원 중 하나의 차원에 집중하거나 하

게 한다. 이어 치료 및 악화/완화 인자에 대

나의 질병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문항이 나오고 통증의 질에 관해서는 15

도 있다. 한의원에서 흔히 내원하는 환자들

개의 통증을 묘사하는 단어를 주고 각각 ‘예

중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에 쓰일 수 있는

/아니오’로 답하게 한다. 통증이 환자의 기능

통증평가도구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요통의 평가에는 Oswestry

전반적인 활동, 기분, 보행, 정상적인 생활,

Disability

Index

15,16)

나
17,18)

Roland-Morris
등이 널리 사용

대인관계, 수면, 삶의 즐거움 등에 대해 역시

Disability Questionnaire

NRS-11을 통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되며 두 설문지 모두 한국어판으로 번역이

각 영역은 따로 점수를 내어 평가하는데

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설문지의 구성상 각 영역을 쉽게 구분할 수

www.orthosurg.org.uk/odi/,

있다. BPI로 평가해 보면 환자의 통증에 대

www.rmdq.org

한 태도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와 관

엉덩이와 무릎의 골관절염 통증에는 Western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증 때문에 잠

Ontario

을 못 자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답

(WOMAC) Osteoarthritis Index가 널리 쓰이

한 환자의 경우 통증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며(www.womac.org/ womac/)

5)

것으로 나타난다 .
작성시간은

10-15분

and

/downloads/Korean.pdf).
McMaster

Universities
19)

한국어판

WOMAC은 원저자와 번역자의 허락을 얻어
정도가

20)

소요되며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두통에는 두통의

McGill 통증 설문지에 비해 간단하며 시각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의 내용으로 통증일

상사척도와 같은 단일차원 평가방법처럼 단

기(pain diar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

2)

순하지도 않다 . 통증의 강도나 통증의 질,

의 통증에는 Neck Disability Index가 널리

통증의 위치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의견,

쓰이며

통증의 병력, 통증으로 인한 지장, 치료 및

었다(Appendix 3)22).

21)

악화/완화 요소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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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Brief Pai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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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

목 장애 지수 (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
환자 이름:

날짜: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목 통증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물리치료사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기입하되, 매 항목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빈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어떤 항목에는 두 가지 항이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 항 하나만 표시 해 주십시오.

항목 1

− 통증강도
현재 통증이 없다.
현재 매우 가벼운 통증이 있다
현재 중간정도의 통증이 있다.
현재 약간 심한 통증이 있다
현재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현재 이 보다 심한 통증은 상상 할 수도 없다.

항목 2

− 신변 처리 동작 (목욕하기, 옷입기 등)
보통은 통증유발 없이 신변처리가 가능하다.
보통은 신변처리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통증을 유발한다.
신변 처리 동작 시 통증이 있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신변 처리 동작들을 스스로 해낸다.
신변 처리 동작의 대부분에서 매일 도움이 필요하다.
옷을 입지않고, 씻는것이 힘들고, 침상에 누워지낸다.

항목 3

− 들어올리기
부가적인 목 통증 없이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
무거운 무게를 들 수는 있으나, 부가적인 통증이 있다.
목 통증으로 인하여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서 들어 올릴 수는 없으나, 물건들이
들어올리기에 편한 위치에 있을 경우는 들어 올릴 수 있다. (예) 탁자에 놓여 있는 경우
목 통증으로 인하여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는 없으나, 중간 정도나
가벼운 무게가 들어올리기에 편한 위치에 있을 경우는 들어 올릴 수 있다.
아주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어떠한 것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항목 4

− 독서 / 읽기
목 통증 없이 읽고 싶은 만큼 읽을 수 있다.
읽고 싶은 만큼 읽을 수 있지만, 약간의 목 통증이 있다.
읽고 싶은 만큼 읽을 수 있지만, 중간정도의 목 통증이 있다.
중간정도의 목 통증때문에 읽고 싶은 만큼 읽을 수 없다.
심한 목 통증때문에 거의 읽을 수 없다.
목 통증 때문에 전혀 읽을 수 없다.

항목 5

− 두통
두통이 전혀없다.
약간의 두통이 가끔 있다.
중간정도의 두통이 가끔 있다.
중간정도의 두통이 자주 있다.
심한 두통이 자주 있다.
거의 항상 두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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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 집중력
집중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
집중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집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집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집중하는 데 아주 많은 어려움있다.
전혀 집중할 수가 없다.

항목 7

−작업 (일)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작업 (일)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못한다.
일상적인 작업 (일) 대부분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못한다.
일상적인 작업 (일)을 하지 못한다
어떠한 일도 거의 하기 힘들다.
어떠한 일도 전혀 하지 못한다.

항목 8

− 운전
목 통증없이 차를 운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차를 운전 할 수는 있으나 약간의 목 통증이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차를 운전 할 수는 있으나 중간정도의 목 통증이 있다.
중간정도의 목 통증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만큼 차를 운전 할 수가 없다.
심한 목 통증으로 인하여 차를 거의 운전 할 수가 없다.
목 통증으로 인하여 차를 전혀 운전 할 수 없다.

항목 9

− 수면
통증 때문에 수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면에 거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1 시간 미만의 불면).
수면에 약간 방해를 받는다 (1-2 시간의 불면).
수면에 중간정도 방해를 받는다 (2-3 시간의 불면).
수면에 많이 방해를 받는다 (3-5 시간의 불면).
거의 수면이 불가능하다 (5-7 시간의 불면).

항목 10

− 여가활동
목 통증 없이 모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모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약간의 목 통증이 있다.
통증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가 활동은 할 수 있으나, 일상의 모든 여가 활동은 할 수 없다.
목 통증 때문에 일상의 몇 가지 여가 활동만 가능하다.
목 통증 때문에 여가 활동이 거의 힘들다.
목 통증 때문에 어떠한 여가 활동도 하지 못한다.

Adapted from Lee et al22). With permission.

통증은 그 강도뿐만 아니라 시간적 패턴, 통

Ⅲ. 결 론

증의 부위, 통증의 질, 통증의 지속 시간, 통
통증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 정

증에 대한 치료방법 및 통증을 악화시키거

도나 치료효과를 객관화하기 어렵다. 또한

나 완화시키는 인자, 통증으로 인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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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 2003 ; 3(4) : 310-6.

통증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 통증에 대한 믿
음 및 통증의 기왕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2. White A. Measuring pain. Acupunct
Med. 1998 ; 16(2) : 83-7.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통증을 보다 정확하
게 측정하고자 개발된 많은 통증평가도구들

3. IASP Task Force. Pain Terminology.

이 있고 이들은 그림과 각종 척도, 질문을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통하여 통증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

of Pain [cited 2007 Feb 9] ; Available

들 중에서 한의사들이 임상과 연구에서 쉽

from: URL ; http://www.iasp-pain.org

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의 강도 등을

/AM/

평가하는데 있어 시각상사척도, 숫자평가척

_Resource_Links&Template=/CM/HT

도 등이 있고 통증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MLDisplay.cfm&ContentID=3058#Pain

서는 McGill 통증 설문지, 통증의 강도와 질

4. Loeser JD, Melzack R. Pain: an

뿐만 아니라 보다 다차원적인 평가를 원할

overview. Lancet. 1999 ; 353(9164) :

경우에는 BPI 등이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할

1607-9.

Template.cfm?Section=General

것은 다양한 통증평가도구 중 임상과 연구

5. McDowell I, Newell C. Measuring

에서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평가방법을 선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택하고 적절한 절차와 허락을 거쳐 사용해

questionnaires. 2nd Ed. New York :

야 그 타당도를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28-42,
341-5, 348-51, 353-6, 504.

기존의 통증평가도구에 관한 한글고찰논문
들은 통증평가도구들의 일반적인 요약이나

6. Hølen JC, Hjermstad MJ, Loge JH,

통증으로 인한 장애에 관한 척도를 위주로

Fayers PM, Caraceni A, De Conno F

23,24)

본 논문에서는 고찰을

et al. Pain assessment tools: is the

통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타당성 있는 통증

content appropriate for use in palliative

평가도구들을 선택적으로 요약하고 한의학

care?. J Pain Symptom Manage. 2006 ;

연구와 임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통증

32(6) : 567-80.

고찰해 놓았으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7. 이배환, 손진훈. 실험 및 임상 장명에서의

모든 평가도구들을 원저자 혹은 번역자의 공

동통 측정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식적인 허가 하에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지. 1996 ; 15(1) : 163-88.
8. 김용익, 이원섭, 박해남, 채원석, 진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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