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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KPAIC-15) for people with dementia.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0 patients with dementia in two long-term care hospital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AIC-15 was translated
into Korean using the process for the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instruments develop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ree bilingual nursing professionals carried out this process. The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Cronbach’s ⍺, inter-rater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instrument were evaluated.
IBM SPSS Statistics 25.0 and AMOS 26.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 the confirmator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the KPAIC-15 exhibited an adequate model fit, with three factors accounting for 72.13% of the
total variance.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KPAIC-15. The scale had a
Cronbach’s ⍺ of .91, an inter-rater reliability of .75 (p<.001), and a test-retest reliability of .71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show the KPAIC-15 is valid and reliable for use in the pain assessment of people
diagnosed with dementia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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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의 증가와 함께 치매 노인들의 통증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통증 관리에 있어서
통증 사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통증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자가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데, 치매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언어적 표현이 손상되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전체

어 통증에 대한 자가보고가 어렵고,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치

노인인구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치매 환

매 환자들은 반복적인 행동, 두서없는 말과 표현을 통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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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3]. 노인요양기

수 있다.

관 치매 환자의 32~53%가 매일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가보고 형태의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났으며[2], 통증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하

도구만 있을 뿐 관찰자 관점의 간호실무자에 의한 치매 환자

는 치매 환자도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성 질병들에 의해

통증 사정 도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요양

신체적 괴로움을 겪으며, 이러한 치매 환자의 통증은 일상생

기관에서도 간호실무자에 의한 치매 환자의 통증을 사정할 수

활기능을 감소시키고,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

없어 치매 환자의 통증 상태에 따른 치료와 관리가 어려운 상

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4]. 미국노인

태이다. 그렇다고 국외의 간호실무자에 의한 치매 환자의 통

학회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노인의 통증 관리

증 사정도구를 단순하게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

를 위한 사정으로 대상자의 통증을 자가 보고 하도록 하며[5],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그 도구가 국외에

통증의 표식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의 행동관찰을 통한 통증

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해 적합성 평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정을 함께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2]. 특히, 인지장애가 심한

한국형으로 검증작업을 통해 치매 환자의 통증 사정 도구의

치매 노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능력도 감소되어 통증 표현에

적합성 평가 및 적용이 필요하다.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통증 반응이 얼굴표정이나 신체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unz 등[9]이 인지기능 손상이 있는

움직임 등으로 나타난다[6]. 따라서 치매 환자가 대부분인 노

사람들, 특히 치매 노인을 위한 관찰자 관점의 통증 사정을 목적

인요양기관에서는 간호실무자가 직접 치매 환자의 통증에 대

으로 한 도구로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역학 및 심리학자로

한 행동관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된 팀이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및 발성의 각 행동 범주에

노인요양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실제로 담당하고 케어하는
간호실무자는 통증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간호실

대한 행동 설명이 있는 도구를 한국형으로 번역하고 수정 ‧ 보
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통해 적합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무자 관점에서 통증 사정은 객관적이고 세밀한 행동관찰을 통
해 통증을 사정하고 관리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2. 연구목적

킬 수 있다[7,8]. 현행 치매 환자의 통증 사정도구는 지역사회
노인 중 경증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자가 평가방식으로 통증을

노인요양기관의 치매 환자의 관찰자 관점인 간호실무자에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기관 치매 환자는

의한 치매 환자의 통증 사정도구인 Kunz 등[9]이 개발한 치매

인지기능 손상으로 자가 보고 능력이 감소되어 간호실무자들

환자 통증 사정도구(PAIC-15)를 번역하고 한국형으로 수정 ․

의 면밀한 행동관찰을 통해 통증을 사정하고 관리를 해야 한

보완하여 적합성 평가 및 적용을 하는 것이다.

다. 즉, 노인요양기관 간호실무자는 치매 환자의 통증에 대해
정확하게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환자의 통증 사정도구 중 간호실무자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Kunz 등[9]이 개발한 관찰자 관점의 치매 환

 원 도구인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를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Korean Version of 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KPAIC-15)로 번역하고 수정 ․ 보
완하여 개발한다.

자 통증 사정 도구(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PAIC-15)가 있으며, 이 도구는 인지기능 손상을 가진 대상자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의 통증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가 통증 보고에 능력
이 제한되는 치매 환자의 통증은 종종 간과되고 치료되지 않

연구방법

은 채로 남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신의 통증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의 통증을 어떻게 사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사,

1. 연구설계

간호사, 물리 치료사, 역학 및 심리학자로 구성된 팀이 인지장
애, 특히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찰 통증 평가 척도를

본 연구는 ‘한국형 치매 환자의 증상 측정도구 개발’연구 일

개발하였다. 자가 보고를 통해 통증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전

환으로 수행된 것이며, Kunz 등[9]이 관찰자 관점의 치매 환

달할 수 없을 때 전형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

자 통증 사정도구(PAIC-15)로 개발한 것을 한국형으로 번역

며 이러한 행동에는 표정, 몸짓 및 발성이 포함된다[9]. 그러

하고 수정 ․ 보완하여, 적합성 평가 및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연

므로 관찰자 관점의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가 필요함을 알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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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자 간 신뢰도 .63~.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1이었다.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연
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노인요양병원 2곳에서 선

2) 얼굴 통증 척도(Face Pain Scale, FPS)

정하였고, 치매 환자는 치매를 진단받고 노인요양병원에서 한

한국어판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검정

달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자이다. 노인요양병원 간호실무자가

하기 위해 얼굴 통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얼굴 통증 척도는 통

한 달 이상 담당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편의 추출하여 환자 및

증의 강도에 따른 얼굴 표정의 변화에 따라 연계하여 나열하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고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통증에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대한 정서적 감정 표현을 잘 나타낸 웃는 표정부터 슬프고 눈

Examination, MMSE)에서 중증 치매인 경우 보호자에게 동

물 흘리는 모습까지의 얼굴 표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Wong-

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MMSE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Baker FACES pain rating scale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3].

3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

본 연구에서 검사자인 간호실무자가 대상자와의 질의응답

며 0~17점은 분명한 인지 기능장애, 18~23점은 경도의 인지

과 퉁증 발생 시 통증 강도에 따른 얼굴 표정의 변화에 따라

장애, 24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판단하므로 중증 치매의 기준

숫자로 점수화하였다. 이 도구는 웃는 얼굴 2개, 무표정 얼굴

을 17점 이하로 평가하였다.

1개, 우는 얼굴 3개, 총 6개 얼굴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

대상자의 표본 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도구의 적합성

상을 찡그린 얼굴로 갈수록 통증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가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수행 시 문항 수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13]의 연구에서

의 10배 이상이 요구됨에 근거하기 때문에 15문항에 따른 표본

Cronbach’s ⍺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수는 150명 이상으로 산출되고, 이상적인 경우 200명 이상을

.76이었다.

권고하고 있으며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220명으로 하였다
[10,11]. 응답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00명의 자

3)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Quality of Life in Alzheimer’s

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15

Disease, QOL-AD)

문항, 총 200명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도구의 판별 타당도를 검정하

는데,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할 경우

기 위해 관찰자 관점(간호실무자)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삶의

타당성, 신뢰성에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12].

질 측정도구인 QOL-AD를 사용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의
사소통이 원활한 대상자는 관찰자인 간호실무자가 치매 환자

3. 연구도구

에게 직접 측정하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환자는
주된 보호자(부양자)와 면담을 통해 측정하였다. QOL-AD도

1)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도구(Pain Assessment in Impaired

구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건강, 생활환경부터 기

Cognition, PAIC-15)

억력까지 부양자나 관찰자가 치매 환자의 전체적인 생활에 대

Kunz 등[9]이 개발한 치매 환자 통증 사정 도구인 Pain

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나쁘다’1점, 그저 그렇다’2점, 좋다’3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PAIC-15)은 의사, 간호

점, 매우 좋다’4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이며

사, 물리 치료사, 역학 및 심리학자로 구성된 팀이 인지기능 손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Shin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

상이 있는 사람들, 특히 치매 노인을 위한 관찰자의 통증 사정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였다.

도구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9]. PAIC-15 도구는 총 15
개의 행동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및

4. 연구진행

발성의 각 행동 범주에 대해 5개씩의 행동 설명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음 0점, 약간 그렇다 1점, 보통정도 2점, 매우 그렇다

1) PAIC-15도구 번역

3점, 측정불가능은 ×로 측정된다. 측정불가능은 점수에 포함

영문판 PAIC-15도구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도구 개발자로부터

시키지 않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통증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허락을 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한다. Kunz 등[9]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62~.96, 평

WHO)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에 따라 1차 번역, 전문가 검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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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단계를 통해 한국형 PAIC-15도구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광역시의

였다[15].

노인요양병원 두 곳에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작

첫 번째 단계로 1차 번역은 영어가 가능하고 간호학 전공자

성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대상자는 관찰자인 간호실무자가 치

로서 의학 용어에 대해 연구 경험이 있는 10년 차의 간호사에

매 환자를 직접 측정하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게 Kunz 등[9]이 개발한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PAIC-15)

환자는 주된 보호자(부양자)와 면담을 통해 측정하였다. 부양

의 번역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 검토는 한국어-

자와의 면담을 통한 설문은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알츠하이

영어가 가능한 번역 전문가 1인과 한국어-영어가 가능한 간호

머병 측정도구 설문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치매노인 가족관계,

학 박사 2인, 1차 번역을 담당한 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였다.

친구관계, 결혼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통증 사정도구

영문판 PAIC-15도구와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를 확인하면서

(PAIC-15)와 얼굴통증 척도는 간호실무자가 측정하였다.

한국 문화 및 제도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그런 다
음 역 번역에서는 미국인이면서 한국어가 충분히 가능한 번역

6. 윤리적 고려

전문가에게 한국형 PAIC-15도구를 영어로 번역 요청을 하였
다. 그 이후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이 원 도구와 역으로 번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대상자와 윤리

역한 도구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용

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에 대한 기관 승인(1040548-KU-IRB-18-

타당도는 내용타당도계수(Contents Validity Index, CVI)

22-A-2 (E-A-1)(R-A-1))을 받고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과

1을 기준으로 전체 문항이 80% 이상의 타당함을 검증받아 번

주 보호자 모두에게 연구목적, 비밀보장, 연구 절차, 연구참여

역 도구안을 결정하였다.

시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함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
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승낙

2) 예비조사 단계
다음으로 사전점검에서는 번역된 한국형 PAIC-15도구를

서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참여
비를 제공하였다.

사용하여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를 담
당한 경력이 5년, 7년 된 2명의 간호사에게 각각 환자 5명씩에

7. 자료분석

대해 예비조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2명의 간호사에게 면담을
통해 각 문항은 명확한지, 활용이 용이한지, 조금이라도 상이

도구의 적합성 평가와 적용을 위해 SPSS/WIN 26.0 (IBM

되는 문항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간호사들의 사전 조사를 종

Corp, Armonk, NY, USA)과 AMOS 26.0 프로그램(IBM

합하여 내용 전달상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나 영어가 상이 한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

부분, 어려움이나 혼돈을 줄 수 있는 문항은 문구를 수정하고

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완하면서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이용하였고,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내용타당도계수
(CVI)를 산출하였으며,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한국형

3) 도구의 적합성 평가 단계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PAIC-15도구의 한국어 번역 단계를 통해 번역되고 구성된

analysis)에서는 Kaiser-Meyer-Olkin (KMO)과 Barlett의 구

한국형 PAIC-15도구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먼저 타당도를 검

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증하였다.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준거타당도(criterion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related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위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에서는 x2 통계량, Root

하여 얼굴 통증 척도와 QOL-AD를 비교 도구로 하였다. 또한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Standard-

Cronbach’s ⍺값, 검사자 간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일치도를

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Comparative fit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index (CFI), Goodness 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
fit index (AGFI), Incremental fit index (IFI), Normed fit

5. 자료수집

index (NFI), Turker-lewis index (TLI)의 값을 구하였다. 한
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각 요인 간 판별 타당도를 검

도구의 적합성 평가를 검증한 후 측정도구의 적용을 위한

증하기 위해 도구의 영역별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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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d Variance Extracted,

명으로, 여자 144명(72%), 남자 56명(28%)으로 나타났다. 연

AVE)을 산출하였다.

령은 평균 83.11±8.20세로 나타났으며, 80대가 100명(50%)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와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

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 이외에 진단받은 질병의 수는 1~2개

해서 얼굴 통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 간의 Pearson

인 대상자가 156명(78%)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명에서는 고

상관관계로 검정하였으며, 선행도구와의 판별 타당도 검정을

혈압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당뇨와 뇌

위해 삶의 질 측정도구인 QOL- AD를 이용하여 한국형 치매

경색이었다. MMSE-K 평균점수는 9.37±2.64점이었으며,

환자 통증 사정도구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도구의 신뢰

ADL 평균점수는 17.07±4.15점이었다. 또한 KPAIC-15의 총

도 검증에서는 Cronbach’s ⍺ 값을 확인하였으며, 검사자 간

점의 평균은 12.78±10.11점이었다(Table 1).

신뢰도는 대상자 한 명에 대하여 도구평가자 2명이 동시에 통

또한 평가자이면서 관찰자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증 정도를 평가하여 상관관계를 시행하였고, 검사-재검사 신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39.7±1.45세(범위: 33~46세)였

뢰도는 평가자 한 명이 14일 이후에 같은 치매 환자를 다시 평

다. 이 중 간호전문학사를 취득한 간호사 4명, 간호학사를 취

가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득한 간호사 4명, 석사를 취득한 간호사는 2명이었다. 노인요
양기관에 근무하기 전 평균 병원경력 기간은 10년 3개월이었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요양기관의 간호실무자인 간호사
와 간호실무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이다. 먼저 치매 환자는 200

고, 노인요양기관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3개월이었다.

2. 도구의 타당도
1) 도구 문항의 정규성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각 문항 평균은 0.4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atients with
dementia (n=200)

Gender

Male
Female

56 (28.0)
144 (72.0)

Age

Under 60
60s
70s
80s
90s

4 (2.0)
10 (5.0)
41 (20.5)
100 (50.0)
45 (22.5)

Comorbidity

0
1~2
≥3

15 (7.5)
156 (78.0)
29 (14.5)

MMSE-K

Nurse (n=10)

M±SD

83.11±8.20

9.37±2.64

ADL

17.07±4.15

KPAIC-15

12.78±10.11

Gender

Female

10 (100.0)

Age (year)
Education

Clinical experience in general hospital (year)
Clinical experience in long-term care hospital (year)

39.7±1.45
Associated's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4 (40.0)
4 (40.0)
2 (20.0)
10.33±2.55
6.25±1.01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Examination;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KPAIC-15=Korean version of 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222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한국형 치매 환자의 통증 사정 도구 개발

1.65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65~1.07점이었다. 그리고 왜도

항은 없으므로 15문항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요인

와 첨도의 기준에 따라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

적재량의 값이 관련 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요구값이 각각 0.5

는데[16], 왜도 값은 -0.48~1.39점으로 절댓값 2를 초과하지

이상과 0.3 미만에 근거하므로[17], 3개 요인 15문항 모두 구

않았고, 첨도 값도 -1.23~0.94로 나타나 절댓값 7을 초과하지

성되었으며,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배열한 결과, 제1요인 5개

않았다.

문항, 제2요인 5개 문항, 제3요인 5개 문항의 누적 설명 변량은
72.13%였다(Table 2).

2)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15문항을 가지고 확인적 요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KMO=.91이었으며, Bar-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810.55 로

lett 구형성 검정 결과 x2=2,335.99 (p<.001)로 나타나 본 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

구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다(Table 3).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모형적합도 지수는 RMSEA

15문항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30 이하인 문

=.08이며, CMIN/DF=2.38, SRMR=.10, NFI=.86, IFI=.81,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KPAIC-15)

(N=200)

Items

M±SD

Item-total
correlation

F1

F2

F3

AVE

CR

1

Frown : eyebrows pulled down together

1.12±0.89

.71

.82

.23

.27

.95

.98

2

Narrowed eyes: eyes narrowed by tension
around eyes

0.81±0.96

.81

.79

.40

.07

3

Upper lip up: upper lip up and wrinkles in
nose

0.41±0.65

.60.

.75

.41

.23

4

Open mouth: lips open and jaw clogged

0.43±0.68

.54

.73

.24

.26

5

Appear strained: show nervous or anxious
face

0.65±0.87

.65

.73

.23

.35

1

Freezing: it is rigid and does not move as if
it stopped breathing.

0.58±0.85

.67

.29

.82

.27

.92

.97

2

Defensive: protect pain areas, wrap around
parts of the body, avoid touching, escape

0.86±0.95

.66

.40

.80

.27

3

Resists care: refuse to move, refuse to care,
and are uncooperative

0.96±0.96

.66

.34

.78

.07

4

Rub: massaging or pulling on pain parts

0.98±0.93

.79

.17

.54

.33

5

Restless: fidgeting, squeezing hands,
shaking body back and forth

0.72±0.99

.80

.45

.65

.09

1

Use pain-related words: use words such as
"aya", "oh", "hurts there"

1.65±0.93

.81

.44

.16

.85

.91

.97

2

shout : use loud words to express words

0.90±0.91

.78

.16

.13

.78

3

Moan : make a deep, inaudible sound

0.57±0.77

.73

.29

.10

.63

4

Mumbling : speaking unclearly to a sound
or word

0.74±0.85

.78

.36

.17

.58

5

Complaint: express unhappy,
uncomfortable, sick or painful

1.41±0.97

.83

.19

.24

.57

8.33

1.34

1.15

Variance

55.57

8.91

7.65

Cumulative variance

55.57

Variables
Facial
expression

Body
movement

Vocalization

Eigen value

64.48 72.13

AVE=Averaged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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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RMSEA

SRMR

NFI

IFI

TLI

CFI

GFI

AGFI

CMIN
/DF

＜.05

＜.08

≥.90

≥.90

≥.90

≥.90

≥.90

≥.90

≤1

＜.05~.08

＜.10

≥.80

≥.80

≥.80

≥.80

≥.80

≥.80

2~3

.08

.10

.86

.81

.85

.81

.89

.84

2.38

Good
Appropriate

(N=200)

Mode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fit index; CMIN=Chi-square
minimum; DF=Degree of freedom.

Table 4. Reliability of the KPAIC-15

(N=200)

Variables

n

Cronbach’s ⍺

Facial expression

5

.89

Body movement

5

.89

Vocalization

5

.83

Total

15

.91

KPAIC-15=Korean version of 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는 대응표본 t-검정의 최소표본이 30명이며, 최소한 문항 수의
2배 정도의 대상자를 이용해야 함을 감안하여[21], 40개의 자료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재검사를 위해서 기억이 소멸된다고
여겨지는 2주 이상 ~4주 이내의 적합한 근거를 토대로[22], 일
차 설문 후 2주 이상이 된 시점에서 재설문한 결과 .75(p <.001)
로 나타났다. 검사자 간 신뢰도 검증에서도 40개의 자료를 간
호실무자 2인이 같은 치매 환자를 측정한 결과 .71(p<.001)으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으로 안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TLI=.85, CFI=.81, GFI=.89, AGFI=.84으로서 측정모형의 모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형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에서 적합기준을 충족하였다[18-20].

논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각 요인간 판별타당도

의

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값은 0.5 이상, 구성개념신뢰도
(CR)은 0.7 이상이면 판단할 수가 있으므로[18], 한국형 치매

노인요양기관에서 치매 환자의 통증 사정은 통증 치료와

환자 통증 사정도구에 대한 각 요인은 모두 AVE 0.5 이상, CR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적합한 통증 사정도구를 통한

0.7 이상으로 적합성이 검증되었다(Table 2).

치매 환자의 통증 평가는 악화되어가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
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선행도구와의 타당도

[23]. 치매 환자가 대부분인 노인요양기관에서는 간호실무자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에 대한 준거 타당도를 검

가 직접 치매 환자의 통증에 대한 행동관찰을 정확하게 사정

정하기 위해 얼굴 통증 척도를 준거 도구로 이용하여 Pearson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실무자에 의해 측정할 수 있

상관분석을 검증한 결과, 얼굴 통증 척도와 한국형 치매 환자 통

는 도구로 Kunz 등[9]이 개발한 관찰자 관점의 치매 환자 통

증 사정도구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r=.66,

증 사정도구를 한국형으로 번안 수정하고 적합성 평가와 적용

p <.001)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

으로 도구 사용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었다.

도구에 대한 판별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삶의 질 측정도구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총점 평균은 12.78점으

인 QOL-AD와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QOL-AD는 한국형

로 절단점인 22.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9,24]에서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와 역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는 도구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4개국(이탈리아, 세르비아, 스

유의한(r=-.35,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 네덜란드)에서 40~57명의 환자를 관찰하였으며, 4개
국에서의 정확한 총점 평균이 제시되지 않았고, 치매 중증도

3. 도구의 신뢰도

에 대한 영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워 특이도와
민감도 검사를 위한 통증 사정도구의 절단 점을 찾아야 할 것

도구의 신뢰도 검증에서 먼저 Cronbach’s ⍺값은 .91로 측

이다.

정되었으며, 각 척도별로는 얼굴 표정 .89, 신체 움직임 .89, 발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적재

성 .84이었다(Table 4).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에서

값이 0.4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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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개 구성요인이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15개

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만으로 국한 된 도구가 아닌 일반적인

문항이 3개의 요인에 대해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고, 각 요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실무자가 측정하는 통증 정도의 차이를

들간에 독립성을 가지면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변별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다. 이는 국내에서 관찰자 관점의 치

당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관찰자 관점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변량을 살펴보면, 60.0%

의 측정 가능한 다른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가 개발

이상의 누적 설명량 권고[25] 기준을 충분히 넘는 72.13%로

되어야 준거 타당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

나타났다. 그리고 1 요인은 전체의 55.57%가 나타나 간호실무

구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들이 치매 환자 통증을 사정할 때 ‘얼굴 표정’을 제일 많이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 설문 중 일상생활에서의 치

초점을 두고 사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얼굴표정

매노인 가족관계, 친구관계, 결혼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

으로만으로 평가하던 부분을 추가하여 신체움직임, 발성을 통

된 보호자(부양자)와의 면담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간호실무

해 전체 변량의 추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통증 사정

자가 모든 측정도구를 일관되게 측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

도구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 해당 영역에 대해 부재(absent)에 채점이 된 경우가 있었

그리고 본 연구도구인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와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이

얼굴 통증 척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 타당도를 검정하였

어려운 치매 환자이므로 부양자를 통한 설문의 표현이 부재했

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 점수와 얼굴 통증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관찰자 관점에서 일관되게

점수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실

측정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의 표

무자에 의해 치매 환자의 통증 점수를 제대로 사정한 결과라

본 수는 도구의 적합성 평가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고 볼 수 있다. 노인요양기관 치매 환자는 인지 손상으로 자가

요인분석 수행 시 문항 수의 10배 이상이 요구됨에 근거하기

보고 능력이 어려워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때문에 15문항에 따른 표본 수는 150명 이상으로 산출되었

통증에 대한 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와는 그 관점과

고, 이상적인 경우 200명 이상을 권고한 수로 정하였지만, 타

측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할 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본 도구인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와 QOL-AD의

적 요인분석의 대상자를 다르게 구성해야 할 경우 각각 150명

상관관계를 통해 판별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통증의 표현을

씩 300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는 이로 인해 간호실무자

다. 그러나 본 도구인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는 국내

들에 의해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치

연구에서 관찰자 관점의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로 시도된

매 환자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에

연구이며, 세계보건기구의 표준지침을 따르며 한국 문화의 특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실무자의 관점에서 통증 사정과

성까지 반영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한 후, 영문판 관찰자 관점

관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실무자는 치매 환자의 질

의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보다 더 다양한 적합성 평가와 적

환으로 인한 증상과 징후, 그리고 단순한 통증 반응부터 심각

용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또한 어렵고 혼돈스러운 문장

한 통증의 반응까지 구분하고 치매 환자가 효과적인 통증 중

보다는 측정하기 쉬운 문항과 한국형 의미로 구성하여 노인요

재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26-28]. 본 연구에서 치매

양기관에서 간호실무자의 치매 환자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 실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은 매우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무와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삶의 질과 큰 관련성이 있는 통증의 개념을 본 도구인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가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의 적합성 평가와 적용 결
과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검증되어 본 연구도구는 통증을

본 연구는 Kunz 등[9]이 개발한 관찰자 관점의 영문판 치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의 통증 정도를

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를 한국형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로

간호실무자가 사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번역하고 수정 ․ 보완하여 적합성 평가와 적용을 하였다. 본 도

일개 지역의 기관에서 대상자를 자료수집함에 대한 일반화의

구는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발성의 3개 척도로 구성되었으

제한점이 있고, 준거 타당도에서 본 도구와 비교하기 위한 치

며, 총 15문항으로 간호실무자에 의하여 사정되는 평가도구

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가 관찰자 관점에서 사정할 수 있는 치

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력 손상과 더불어 언어적 표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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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한국어판 치매 환자 통증 사정도구 (KPAIC-15)

항목

항목 의미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

매우
그렇다

측정
불가능

얼굴 표정
찡그림

눈썹이 같이 아래로 잡아 당겨짐

0

1

2

3

×

좁아진 눈

눈 주위 긴장으로 좁아진 눈

0

1

2

3

×

윗입술이 올라감

윗입술이 올라가고 코에 주름이 있을 수 있음

0

1

2

3

×

벌어진 입

입술이 벌려지고 턱이 쳐짐

0

1

2

3

×

긴장되어 보임

긴장이나 걱정의 얼굴을 보임

0

1

2

3

×

얼어붙음

숨을 참는 듯 경직되고 움직이지 않음

0

1

2

3

×

방어함

통증 부위를 보호하고, 신체 일부를 감싸고,
만지는 것을 피하고, 벗어남

0

1

2

3

×

돌봄에 저항함

움직임을 거부하고, 돌봄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임

0

1

2

3

×

문지름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끌어당김

0

1

2

3

×

안절부절 못함

안절부절 못함. 손을 쥐어짜고, 몸을 앞뒤로
흔듦

0

1

2

3

×

통증 관련 단어를 사용함

“아야”, “오”,“거기 아파” 와 같은 단어 사용

0

1

2

3

×

외침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큰소리를 사용함

0

1

2

3

×

신음소리를 냄

깊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냄

0

1

2

3

×

중얼거림

불분명하게 소리나 단어를 말함

0

1

2

3

×

불평함

불행하고, 불편하고,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표현을 함

0

1

2

3

×

신체 움직임

발성

합계
KPAIC-15=Korean version of Pain Assessment in Impaired Cognition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대상자를 관찰하였나요?
□ 쉬고 있을 때
□ 일상생활 활동 중에: 구체적 상황 기술 __________________
□ 유도된 움직임 동안에: 구체적 상황 기술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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