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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우선 이 한편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용기를 주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논문이라는 걸 어찌 써야할지 막막해서 혼자 울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권의 책으로 낼 수 있게 되니 괜스레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이게다 어떻게 해 나가야할지 모르는 저에게 여러 교수님들의 꼼꼼하신
지도가 있었기에 이 논문을 책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논문의 흐름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
신 오의금 교수님,따뜻함과 자상함으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장순복 교수님,
다른 수업 중에도 저의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다른 이들의 견해를 알아봐주
시면서 깊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김선아 교수님께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감
사를 드립니다.교수님들이 계셨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한권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고 항상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신 부모님,학교 다
니고 근무를 하면서 짜증으로 투정을 부려도 늘 따뜻함으로 저를 위로해주시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아빠,엄마가 저의 곁에 계셔서 전 너무도 행
복한 사람입니다.아빠,엄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또 아무것도 잘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많은 컴퓨터 작업과 인터뷰 자료를 입력해주느라 너무나도 고생한 울 은
하언니,주하언니에게 너무도 고맙습니다.제가 힘들어 울 때 항상 옆에서 제 얘기
를 들어주고 달래주었고 제가 재촉을 해도 싫은 기색하나 없이 발 벗고 나서준
나의 사랑하는 언니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영문 초
록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신 큰 형부,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말
씀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의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자료를 준 우리 내과 중환자실 가

족들,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싶었을 텐데도 선뜻 나의 인터뷰에 응해준
우리 중환자실 식구들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



습니다.우리 중환자실 식구들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선
생님 논문이면 열심히 해야죠.”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의 가족들,항상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를 넣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여러분이 있어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편해하지 않고 논문을 꼭 완성하도록 많은 배려를 해준 나

의 친구들,선영,선아,우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논문이라는 것
을 쓴다고 예민한 나에게 방해가 될까봐 전화도 못하고 조용히 지켜봐준 친구들
에게 감사합니다.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멀리서 나의 자료를 찾아봐준 친구 지영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이 한권의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많이 부족하

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김 영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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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경경경험험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스트레스를 주는 낯선 환경에 있게 되는 동시에
중증 질환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적 위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불균형
이 일어나게 되는데(이미숙,1990)이는 ‘중환자실정신증(ICU Psychosis)'이라 불
리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또한 이것은 중환자 간호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
험을 밝히고 서술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2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직접 면담을 통해 이
루어졌다.수집된 자료는 면담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간호사들은 일상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환
자실정신증을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 연한에 따라 중환자실정신
증 발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2)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나는 환자 특성으로는 주로 중년이후의 나이에서 나

타났으나 간호사마다 다르게 연령과 성별을 인식하고 있었다.순환기 내과 환자,
의존적이고 예민한 성격,지속적인 수면 장애,질병의 급성기가 지나고 회복기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서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남을 경험하였다.
3)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지속적 긴장을 조성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죽음을

목격하는 장소,중환자실에서의 퇴실 지연,움직임 및 일상 활동 수행의 제한,환
자 권리의 위협과 같은 환경적 상황에서 환자들은 중환자실정신증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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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자들은 환청보다는 환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감각지각장애,지남력 상실
을 나타내는 인지 장애,언어적/비언어적 공격성,심장박동수와 혈압의 변화와 관
련된 활력증후의 변화,불안을 나타내는 정서적 변화와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5)환자들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날 때 간호사들의 느낌은 불안감,당혹감,

무뎌짐,미안함과 계속적인 경험에 의한 환자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다.
6)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났을 때 간호사의 대처로는 환자에게 설명과 인지제

공,억제대의 사용과 약물 제공의 직접간호,의사에게 보고하거나 보호자를 불러주
는 협력적 간호,치료적 환경의 제공,지지적 간호의 지지적 대처와 무시,회피,억
압,포기의 비지지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간호 중재의 장애요인은 중환자실 간호 인력의 부

족,간호사 자신의 무관심,간호중재 우선순위에서의 차등화,부적절한 중환자실의
치료적 환경,중환자실정신증 관리 지침의 부재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는 중환자실정신증은 다양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중환
자실의 환경적 상황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간호
사들은 일상의 간호 현장에서 중환자실정신증 환자를 자주 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간호 중재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
실정신증에 대한 신규교육,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
에서의 지지 즉,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프로토콜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핵심 되는 말 :중환자실정신증,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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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스트레스를 주는 낯선 환경에 있게 되는 동시에
중증 질환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적 위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불균형
이 일어나게 된다(이미숙,1990).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환자는 감정 상태가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불안,분노,부

정,비애감,불확실성 등 많은 스트레스성 감정과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그러므로
전인적인 간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구까지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서문자 등,1994).또한 Taylor(1971)는
중환자실 간호가 기계 중심적으로 치중되고 있어서 의식이 불명료하고 대화할 능
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환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이 소홀해지는 까닭에 환자로 하여
금 고립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는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환
자의 신체적 안녕상태를 증진하는 간호에 치우친 나머지 환자의 심리적 간호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의 환자가 생명 유지에 위급
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식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므로 신체적 간호에 중점을 두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정희,박인혜,1996).
지금까지 중환자실의 대상자 치료계획을 세울 때 신체적인 건강문제에 비하여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는데 특히 중환자실 환자는 이러한 심
리적,정신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중환자실정신증(ICU Psychosis)'이라 불리는 심
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Weber,Oszko,Bolender,Grysiak,1985).
따라서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진 환자는 심각한 신체질환 외에

정신적인 간호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특성
으로 인한 심리적인 반응인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그에 대한
간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Easton과 Mackenzie(1988)는 '중환자실증후군’혹은 ‘중환자실정신증’을 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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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혼돈,지남력의 상실,불안정,의식의 혼미,불안,공포,환상 그리고 기만에
의해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의식의 변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증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의식 있는 환자의 12.5%~38%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입원기간과 사망
률을 증가시키는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Geary,1994).그리고 중환자실정신
증은 빠르고 급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3일 정도에 발생하여 수주일 동
안 지속되며 1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환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하였다(Laitinen,1996).

Lazarus(1968)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무서운 환경,수면
박탈,억제대를 포함한 각종 줄 등으로 신체가 결박당한 느낌이나 낯설고 계속되
는 소음과 자극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환자와 간호사와의 밀접한 대인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위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환자실의 간호사
는 환자와 24시간을 같이 하는 의료진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겪는 불안감,고
립감,신체적 제한 등을 신속히 발견하고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환자와 간호사간의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와 간호사의 스트

레스의 인식,환경적인 요인 특히 소음,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의 환자와의 의사
소통 방법,중환자실 환자들의 중환자실정신증의 임상 증상,중환자실정신증을 사
정하기 위한 도구의 적절성,중환자실정신증의 위험 요인,환자들의 중환자실에서
의 경험,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과 임상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Marc.
Cornock;1998,Dougals등,1998;Anetth Granberg 등,1999;Rosalind Elliott,
1999;Ely등,2001;Dubois등,2001;McNicoll등,2003).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개심술 환자에 있어서 수술 후 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중환자실
환자의 불편감,중환자실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환경적 스트레스,소음과 수면
양상,중환자 가족의 돌봄에 관한 연구들 시행되어져 왔다(조남옥,1985;조명희,
1993;복희,1999;손연정,1999).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중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 정신증

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되므로,이의 발생의 예방과 조기 발
견,정확한 사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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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외와 국내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없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 도구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중
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적절한 간호 프로
토콜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짐으로 인해 질적인 간호제공과 간호사 교육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확인하여 서술함
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정신증에 노출된 적이 있는가?
② 중환자실 정신증이 나타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증상

이 나타났는가?
③ 환자들은 중환자실정신증의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④ 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었을 때 간호사인 본인은 어떤 느낌이 들

었는가?
⑤환자가 증상을 나타내었을 때 간호사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⑥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었을 때 다른 동료 간호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⑦ 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에서 회복되었을 경우 환자와 간호사의 반응은 어떠

한가?
⑧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해 적극적인 간호 중재를 함에 있어 장애는 무엇이라

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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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IIICCCUUU PPPsssyyyccchhhooosssiiisss)))

① 중환자실에서 급작스런 발병을 특징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질적 정신
증후군으로 인지기능의 장애,의식 수준의 저하,주의력의 감소,정신활동의 증가
또는 감소,수면 리듬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었다(McKegny등,1966).

② ICU Psychosis(중환자실정신증)는 모두 기분과 인지에서 변화를 반영하는
감각 박탈(Health,1989),ICU-relatedpost-traumaticstressdisorder(중환자실 관
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Lloyd,1993),AcuteConfusion(급성 혼돈),Delirium
(섬망)과 같은 용어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중환자실정신증의 경험,관련 요인,증상,
대처,간호의 장애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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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AAA...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

중환자실(intensivecareunit,ICU)이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만을 치료
하는 특수한곳으로 일반 병동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커다란 공간에
특별한 칸막이가 없이 침대가 촘촘히 놓여져 있으며,여러 가지의 기계가 설치되
어 있다.또 수면 시간이 따로 없이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며,의료진이 수
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소 번잡스런 분위기를 주는 경향이 있다.둘째,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기계의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순식간에 많은 치료진이 몰리기로
하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기도 하는 등 하루에도 여러 명의 환자가 새로 들어오
고 또 죽어나가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다.셋째,보호자의 간호가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어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며,주위의
환자와도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곳이다.따라서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진 환자는 심각한 신체적 질환
외에 정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환자실정신증'은 1960년대에 중환자실의 몇몇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과적

비정상의 범위로 묘사되었다.‘ICU Psychosis(중환자실정신증)'는 모두 기분과 인
지에서 변화를 반영하는 감각박탈(Health,1989),그리고ICU-relate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중환자실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Lloyd,1993),Acute
Confusion(급성 혼돈),Delirium(섬망)과 같은 용어로 적용되었다.
중환자실정신증은 급작스런 발병을 특징으로 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질적

정신 증후군으로,인지 기능의 장애,의식 수준의 저하,주의력의 감소,정신 활동
의 증가 또는 감소,수면 리듬의 장애를 나타내며 보통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3
일 정도에 발생하여 수주일 동안 지속되며 1달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만 관상 동맥협착증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서 자신들의 혼돈상태에 대해 상
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Laitine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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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정신증은 개심수술환자의 10-20%에서 발생하며(Kleck,1984)그 비율
은 중환자실의 형태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하였다(McGuire등,2000).수술을 경
험한 외과계 환자에서 내과계의 환자보다 섬망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질
병상태가 위중할수록 중환자실정신증 발생 가능성이 더 크며,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가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보다 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 가능성
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경봉,1994;Menzel,1998).
Ely(2001)는 48명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정신증과 병

원재원기간과의 연구에서 48명중 39명(81.3%)에서 중환자실정신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29명(60.4%)이 여전히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어 중환자실정신증과 중환자
실재원 기간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환자의 중환자실정신증이 병원
재원 일수에 영향을 미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중환자실정신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며 이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Ely등,2001).
첫째는 잠재적 뇌질환을 갖고 있는 고연령 그리고 만성질환(순환기,대사,호흡

기질환 등)이 중환자실정신증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
둘째로 약물은 중환자실정신증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다.대부분의 약물이 중환

자실정신증 유발에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마약류,항콜린성 약물,벤조
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EastonandMacKenzie,1988)
셋째는 환경적인 요소이다.수면 장애,소음,통증,감각 자극,비효율적인 의사

소통 등이 있다(Justic,2000).
또한 불안,스트레스 그리고 절망감은 중환자실정신증의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Glen,1991).불안과 두려움은 중환자실 환자에게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
고 중환자실정신증에 스트레스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감각상실은 감각 투입의 질
과 양의 감소로 정의된다.(Hudak등,1997)감각 투입의 변화는 비정상적인 행동
을 초래하고 이런 감각 투입의 변화에는 자극의 양과 다양성에서의 절대적인 감
소,자극의 변화가 없음,과도한 소음,신체적,사회적 격리,움직임의 제한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Clifford,1985;Gelling,1999).
중환자실에서 소음은 환자의 수면의 질과 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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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환자의 50%에서 수면 장애를 경험했으며 이는 통증,불안,불빛,잦은 간호사
의 중재로 인한다고 하였다(Chew,1986).그리고 불필요한 간호 수행,약한 불빛
을 밤에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수면을 증진시키고 정상적인 주간 리듬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으며(Dyer,1996),중환자실의 여러 가지 의료기구와 관련된 소음 통제
의 중요성이 강조되며,특히 기계이외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 의해 유
발되는 소음 감소의 필요성 역시 강조된다(Baker,1992).
정신적인 변화는 인지 능력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며 불안,지남력 상실,악몽은

분노,공포,환상 등을 나타나게 하는 정신증을 자극한다(Latinen,1996;Turnock,
1997;Dyson,1999).또한 우울은 종종 신체적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나고 정신적
안정은 중환자실을 퇴실한 후에 돌아온다.(Hartshorn등,1993)
중환자실정신증은 세 가지 징후가 있는데 첫째로 활동이 항진되거나 흥분한

형태로 환자들은 환시를 경험하고 행동은 흥분되어있다.둘째는 활동이 저하되거
나 기면상태 형태로 환자들은 그들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인식되
지 않을 수도 있다.세 번째는 활동항진과 활동저하의 결합형이다(Lipowski,1990
LiptzinandLevkoff,1992).이와 같은 세 가지의 증후로 인해 간호사들은 환자가
매우 흥분하고 망상을 나타낼 때까지 환자의 정신적 경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이는 환자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간호사가 환자의 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는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난다(Hopkinson& Freeman,1998
;Roberts,2001).
그리고 중환자실정신증을 겪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혼돈,기억력 장애,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지남력장애,불안,공포,인지장애

와 심한 경우에는 환상까지도 나타내며,환상의 경우에는 환시를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Geary,1994;Granberg등,1996;Griffin,1984;Hafsteindottir,1996
;Johnson,1990;Lipowski,1990;Matthiesen등,1994).
중환자실정신증의 증상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으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라면

아주 명확해 보이는 환자라도 어느 정도는 망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
였다(Weber,1985)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간호에서는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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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ck(1984)은 중환자실정신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중환자실의 환경이 환자
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함으로써 중환자
실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이러한 중환자실정신증을 사정하기
위한 Wesley(2001)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정신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로 CAM-ICU가 유용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환자실의 환경적 요소이다.가족 및 친숙한 존재와의 격리,치료를 위
한 기계화된 환경,소음,환한 불빛,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창문이 없고 밤낮의 구별이 되지 않는 환경,치료를 위한 많
은 선들로 인한 움직임을 제한 당하는 것은 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과 관련된 가
장 중요한 요인들이다(Baker,1992;Geary,1994;Granberg등,1996,1998,1999;
Griffin,1992;Hafsteindottir,1996;Krackman등,1995;Tess,1991).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환자의 옆에 있게 하고,개인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고,소음수준을 감소시키고,밤 동안의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필요 없는 모니터링을 제거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유지하도록
하고 시계와 달력을 제공하여 지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대우해주고 가능한
모든 처치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를 참여시키며,오리엔테이션을 환자에
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들이 제안된다(Bross등,
1994;Dyer,1995;Griffin,1992;Johson,1990;Krachman 등,1995;Peterson,
1992;Tess,1991;Weber등,1985;Williams,1997).또한 중환자실의 여러 가지
소음의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특히 Holland(1997)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가장 참기 힘든 소리가 간호사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였다고 보고하여 중환자실
에서 환자에게 불편감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의료진에 의해 유발되는 소음
을 보고하고 있다.
McGuire.(2000)는 중환자실정신증의 심리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중재는 명확하

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시간과 장소에 대한 잦은 오리엔테이션 제공,수면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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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과 적절한 진통제의 제공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정신증이 있는 환
자와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문장으로 침착한 목소리로 해야만 하며 환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환자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의학 용어의
사용은 환자의 비이성적인 생각을 자극하므로 피해야만 한다고 하였다(Granberg
등,1996;Easton등,1988;Parkerl,1995).
Marc(1998)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의 환자가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간호사가 인

식하는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간호사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문
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였으며 Alemir외(2001)의 외과계 중환
자실에서의 중환자실정신증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중환자실정신증은 남성
이 63.3%,여성이 36.7%에서 나타났으며 연령은 48.9±18.1세라 하였다.그리고
Ely(2001)는 48명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정신증과 병원재
원기간과의 연구에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평균 2.6일 정도에 중환자실
정신증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Laitinen(1996)은 환자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부문에서 조귀례(2001)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정신증에 대

한 지식문항에서는 82.1%의 정답을 보였으나 수행에서는 57%의 낮은 수행정도를
보여 지식과 간호 수행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또한 조명희(1993)의 중환자의
불편에 관한 연구에서 불편감의 주제는 신체적인 면(의료기기 부착,움직임의 제
한,통증),심리적인 면(중환자실 입원 자체를 수용 못함,예후에 대한 근심,기계
적인 간호,의존적 상태에 따른 미안함,외로움,의료인의 불친절),환경적인 면(소
란함,산만함,청결하지 못함,주위환자들로부터의 영향)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으
며 복희(1999)의 중환자실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의 스트레스는 4점 척도에 평균2.252였고 간호사는 2.852로 나타나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비교적 일치점을 보이나 지각의 정도
가 간호사가 더 높아 간호사의 환자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지각 정도가 막연하고
부정확한 것 같다고 하였다.

위의 문헌 고찰을 통해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해 현재 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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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치료,환경적인 요인의 변경,중환자실정신증의 사정법,간호 중재들에 대한
연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24시간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중환자실정신증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본
연구자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정신증에 관한 경험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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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면접방법을 이용한 내용분석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
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20명의 간호사들이었다.

CC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
용하였다.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정신증에 노출된 적이 있는가?
2)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났는가?
3)환자들은 중환자실정신증의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4)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났을 때 간호사인 본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

가?
5)환자가 증상을 나타내었을 때 간호사 본인은 어떤 반응,대처를 보였는가?
6)환자가 증상을 나타내었을 때 다른 동료 간호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7)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에서 회복되었을 경우 환자의 양상과 간호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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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가?
8)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해 적극적인 간호 중재를 함에 있어 장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생성되었는데 본 연구자와의 개별 면접
한 자료로 이루어졌다.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서울 소재 A대학 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고 시행하였다.면접기
간은 10월 6일부터 10월30일까지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직접 면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면담자의 양해 하에
녹음을 실시하였다.
면담 일시나 장소를 정할 때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곳에서 실시하였다.면담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담으로 인해 근무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와 1회 면담 시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었고 면담횟수는

1회였다.응답자의 반응은 협조적 이었고 긍정적이었다.
면담 중에는 대화에 몰입을 하기 위해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면담 전에는 녹

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였다.
본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참여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편안한 상태

에서 목적 있는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을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기술(description)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녹음을 통해 수집된 면담자료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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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적어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녹음 내용과 기록지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읽은 후,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경
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였다.
2)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요

소를 확인하였다.
3)대상자의 구분은 대상자 20명에 대하여 사례1에서 사례20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대상자의 말을 본문 중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고딕체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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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성별,교육 정도,결혼 여부,종교,임상
경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3에서 34
세로 평균 연령은 26.6세였다.대상자 중 기혼은 4명,미혼이 16명이었고,학력은
전문대졸업자가 15명,대학교졸업자는 5명이었다.종교는 없다가 12명,기독교가 6
명,불교가 2명이었다.임상경력은 4개월에서 14년까지였고,1년에서 5년 사이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무 경력은 4년 1개월이었다.

참여자 연령
(만 세) 결혼상태 성별 교육정도 종교 중환자실임상경력

(개월)
1 32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108
2 25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45
3 27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63
4 24 미혼 여 전문대졸 기독교 40
5 25 미혼 여 전문대졸 불교 27
6 35 기혼 여 전문대졸 없음 168
7 31 기혼 여 전문대졸 불교 110
8 28 미혼 여 전문대졸 기독교 44
9 25 미혼 여 대졸 없음 7
10 28 미혼 여 전문대졸 기독교 60
11 26 미혼 남 전문대졸 기독교 41
12 24 기혼 여 대졸 기독교 23
13 24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27
14 24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12
15 26 미혼 여 대졸 기독교 23
16 26 기혼 여 전문대졸 없음 68
17 26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54
18 26 미혼 여 대졸 없음 30
19 26 미혼 여 대졸 없음 30
20 23 미혼 여 전문대졸 없음 15
평균 26.6세 4년 1개월

<<<<표 표 표 표 1111> > > >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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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에에에 노노노출출출된된된 경경경험험험

본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들은 일상의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두 중환자실정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중환자실
정신증이라 하면 의식이 명료하던 환자가 의식이 변하는 경우로만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가 대부분이라 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 빈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모두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였

으며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면 처음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다가 다른 의료인
들이 중환자실 정신증이라고 알려주었고 점점 경험을 쌓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
게 된다고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적어도 한달에 1～2건 정도는 중환자실정신증이 발생한

다고 하였다.그러나 이는 근무 연한에 따라 중환자실정신증 발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정신증은 20명에 1~2명 정도는 꼭 나타났던 것 같아
요.3년 8개월 근무하면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case8)
"저는 7개월 근무했는데 제가 직접 본 경우는 한 사례정도 되고 인계할 때 환

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보였다고 인계를 들은 적은 몇 번 있어요.”(c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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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중환자실정신증 경험

유/무
총 경험 횟수

1 유 50회 이상

2 유 10회 이상

3 유 5~6회

4 유 3~4회

5 유 3~4회

6 유 100회 이상

7 유 10회 이상

8 유 60회 이상

9 유 1회

10 유 70회 이상

11 유 6회 이상

12 유 20회 이상

13 유 3~4회

14 유 10회

15 유 4~5회

16 유 30회 이상

17 유 10회 이상

18 유 60회 정도

19 유 10~20회

20 유 10회

<<<<표 표 표 표 2222>>>>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들들들의의의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 경경경험험험빈빈빈도도도

222...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이이이 발발발현현현되되되는는는 환환환자자자특특특성성성과과과 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이이이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로 인식하는 데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였다가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지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의 증상을 주로 중환자실정신증으로 받아들였으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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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이 불가능한 기도 삽관을 한 환자나 기관 절개를 한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
은 중환자실정신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1)연령 및 성별
본 연구의 참여한 간호사들은 간호사마다 연령과 성별에 대해 인식이 다름이

나타났다.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주로 중년이후의 나이에서 나타났
으며 성별에서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정신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주로 40~50대 환자
에게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경우에
확연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case12)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매우 가족들에게 의존적인데 자기를
낯선 이곳에 낯선 사람과 같이 있게 하니까 아마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사실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하니까 중환자실의 그런 환
경에 있다보면 정말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나보다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
요."(case13)

2)의학적 진단
질병과 관련해서는 약물 중독환자로 해독 요법을 하는 사람,만성 폐쇄성 폐질

환 환자였으며 대부분이 순환기 내과환자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정신
증 환자였음을 알 수 있다.

“저번에 농약 먹은 아저씨 그 아저씨는 해독 요법으로 인해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났잖아.그러고 보니깐 약물도 중환자실정신증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
아.”(case6)
"제가 처음 본 환자는 알코올성 정신증 환자였는데 그 환자는 침대에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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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서 주사 빼고 간호사들에게 폴대를 휘둘렀거든요."(case10)
“저는 얼마 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담당하였는데 그 환자가 좋아져

서 기도 삼관을 다 빼고 일반병실로 갈 상황이었어요.그 환자는 우리랑 협조도
잘했거든요.근데 병실이 없어서 다 빼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환자가 갑자기 밖
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case8)
"대부분 환자들은 순환기내과 환자이거나 신장 내과나 호흡기 내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서 많이 나타났어요."(case16)

3)성격이 예민하고 의존적인 환자
환자의 기질적인 성격으로는 환자가 혼자 지내보지 않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의존적이거나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서 중환자실정신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조끔 불안해하고 남한테 의존적이거나 자기 생각이 독
립적이지 못하거나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환자,낯선 환경에서는 대변
도 못 보고 변비가 걸린다거나 화장실도 못가고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보지 않은 사람,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처음 아픈 사람

들에게 많이 나타나요.”(case4)

4)환자의 신체상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환자의 신체상태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지속적인 수면장애와 질병의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넘어
가는 단계의 환자 신체상태에 따라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① 지속적인 수면 장애
중환자실 공간은 24시간동안 불이 켜져 있고 이로 인해 밤낮의 구분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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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음으로 인해 환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환자들
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밤에 시끄럽고 조명을 켜놓아야 하고 밤에 입원환자가 오고 환자들이 상태가
위중하고 그러면 우리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때,아니면 사망환자들이
있어서 보호자 우는 소리 등 때문에 환자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났던 거 같아요. 24시간 밤낮의 구별이 없어서 오는 것 같더라고
요."(case16)

② 질병의 급성기가 지나고 회복기로 접어드는 단계
중환자실 환자들은 환자 본인의 주증상이 해결이 된 후 즉 병의 급성기가 지

난 후에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진 시기에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
었다고 하였다.환자가 자신의 주증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주위의 환경에 신
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였다.

"환자들이 처음에는 힘든 상황에서 중환자실을 왔다가 자기가 살만 하니까 자
기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주증상이 나타
나지 않으니까 자기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알면서 자기의 병에 대한 insight가 없
어지면서 중환자실정신증이 보통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환자들 대부분은 급성
기 보다는 자기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병실에 올라갈 컨디션일 때
주로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c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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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 자료 참여자

연령 및 성별

노인 1,4
나이가 많을수록 3,4,10
40~50대의 중년층 남자 5,8,9,12,13
70~80대의 노인 7,10,14,15,16
60세 이상 11

의학적 진단

약물중독으로 해독 요법을 받는 환자 6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정신
증 환자

6,7,8,10,12,13,15,
19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19
순환기내과 환자 2,4,7,11,13,14,15,

16,20

성격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의존적이거나
자기 생각이 독립적이지 못한 환자,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환자

2

환자 지내보지 않은 환자,어려움을
겪지 않은 환자,처음 아픈 환자 4

자기애가 강한 환자 6
성격이 급한 환자 3,19

환자신체 상태
지속적인 수면 장애 1,2,3,4,6,7,8,10,

12,13,15,16,17
질병의 급성기가 지나고
회복기로 접어드는 단계

6,7,8,9

<<<<표 표 표 표 3333> > > >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관관관련련련 환환환자자자 특특특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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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이이이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중환자실 환자들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경적 특성은 24시간 밤낮의

구분이 없이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소음 및 분위기,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죽음을 목격하는 장소,중환자실에서의 퇴실 지연,
움직임 및 일상 활동 수행의 제한,환자 권리의 위협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알람 소리,익숙지 않은 기계소리,의료진의

소리,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우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아무리 신경
을 쓴다 해도 환자들은 그런 소리들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으로 인해
환자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환자실 정신증이 나타난다고 하
였다.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알람은 계속 울리고 그러면 공포심을 느끼더라
고.”(case1)
"사실 우리가 커튼을 쳐준다고 하지만 보이진 않아도 보호자의 우는 소리,의

사,간호사들의 소리,기계소리,알람 소리 같은 소음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것
같더라."(case6)

2)죽음을 목격하는 장소
환자들이 누워서 간호사들이 신경을 써서 커튼을 쳐준다고 하여도 환자들은

다 듣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발생하는 상황(환자의 사망,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
자의 소리)에 대하여 알게 되며 그로 인해 환자는 불안해함으로 인해 중환자실정
신증을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신은 의식이 명쾌한데 옆에서 심폐소생술 한다고 의사들이 마구 우르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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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고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 그런데다가 옆에서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알람은
계속 울리고 환자가 사망해서 나간다는 것을 환자들은 누워있어도 옆에 환자가
죽어서 나가는구나 하고 느끼잖아.옆에 환자가 죽었구나.그런 것을 느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case1)

“옆에 환자가 위중했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그런데
그 환자가 죽은 시신을 봤거든요.”(case10)

“의식이 있는 환자들끼리 모아 놓으면 환자들에게 중환자실 정신증이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요.근데 의식이 있는 환자가 의식 없는 환자 사이에 끼어 있으
면 환자가 밥 먹는데 흡인하는 소리가 나고 잡을 좀 자려고 하면 또 기계 알람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환자가 2~3일 있으면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나는 것 같
더라고요.”(case13)

3)중환자실에서의 퇴실지연
환자의 주증상이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이 가능한 상태에서

병실로의 복귀가 지연이 됨으로써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환자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갈려고 했는데 연휴가 끼어서 주치의가
조금 더 보고 연휴가 끝나면 병실로 가자고 했는데 옆에 환자가 위중했고 심폐소
생술을 했지만 그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그걸 보고는 환자가 갑자기 안절부절못
하게 되고 불안해하더라고요.”(case9)

4)움직임 및 일상 활동 수행의 제한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에서 환자에게 달린 여러 가지 선으로 인해 자신의 활동

이 제한을 받고 좁은 침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며 환자 자신의 일상 활동
수행의 제한으로 인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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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에 따로 따로 떨어져 있고 침대에서 자기의 활
동이 제한이 되고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해결이 되질 않기 때문에 중환자실
정신증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case13)

5)환자권리가 위협받는 상황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은 의식이 있는 환자와 의식이 없는 환자가 같이 섞여 있

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 의식이 있는 환자도 의료진이 무의
식의 환자와 똑같이 대함으로써 환자들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보통 모든 시술이나 처치를 할 경우 환자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
의 승낙만 받고 하여 환자 자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름으로 인해 상황
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에 의식이 멀쩡히 왔던 환잔데 주치의가 중심 정맥 관을 잡는다고 얼굴에
포는 씌워놓고는 여러 번 실패하니깐 환자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더라고요.자신
에게 무언가가 행해지고 있는데 자기는 볼 수 없으니 환자는 불안하고 누군가 자
기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으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고 이러다 자기가 어떻게 잘못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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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 자료 참여자

지속적 긴장을
조성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알람소리 1,4,6,9
갑작스런 의료진의 집단적 움직임 1,15
시끄럽고 다른 환자들의 소리 3,17,19
보호자의 우는 소리,갑작스런 간호사
들의 빠른 발걸음,소리,행동,기계소
리,

5,6,9,12,14,15

보호자의 울음소리 3,16,17

낯선 기계들에 둘러싸임과 심폐소생술
로 인한 정신적 충격

1,2,3,5,9,11,
12,13,14,15,17,
19,20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보호자의 오열하
는 소리 5
의식이 있는 환자와 의식이 없는 환자
의 분류가 없음 3,6,12,13,17,18
낯선 중환자실의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
스를 받는 상황 2,4,10,17

죽음을
목격하는 장소

환자가 사망해서 나간다는 것을 환자들
이 누워있어도 느낌 1,11,14,17

환자가 죽은 시신을 목격 9

중환자실에서의
퇴실지연

환자가 증상이 좋아져 병실로 가려고할
때 연휴가 끼어서 병실로 전실이 지연
됨

9,10

움직임 및 일상
활동 수행의
제한

가족과의 격리 1,2,3,7,10,11,
12,13,16,17

면회의 제한 2,3,4,11,13,14

침대생활로 인한 활동의 제한 4,5,13,14,19,20

계속 묶여 있는 상황 3,4,8,10,18,20

환자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

의식이 있는데도 의식이 없는 환자 취
급 2,3,4,7,9,19

전신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3,18
환자의 요구나 권리에 부합되지 않는
설명 2,3,4,10,12,19

<<<표표표 444>>>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관관관련련련 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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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증증증상상상///증증증후후후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중환자실정신증으로 나타내는 증상은 감각지각 및 인지
장애,활력증후의 변화,언어적 비언어적 공격성,정서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감각/지각 장애:환청,환시
환자들이 겪는 환시나 환청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그것을 환자가 상상함으

로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정신증을 겪는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환각을 나타

내었다고 하였으며 환자들이 겪는 환각 중에서 환청보다는 환시가 더 빈도가 높
게 나타난다고 하였다.환자들이 보는 환시가 죽음과 관련된 것이나 자신에게 무
슨 해를 가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

"우리 엄마가 보였던 게 죽음과 관련된 저승사자,피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야.”(case1)
"중환자실정신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환각을 경험하는데 대부분이 죽음과 관련

된 것을 보는 것 같아요.뭐 흰옷을 입은 털북숭이가 지나간다고 하거나 누가 자
꾸 자기를 부른다고 하면서 증상을 나타내요.환청,환시가 다 있지만 환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case10)
"환청도 있어요.옆에서 자기에게 누가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 하는 환자도 있

었어요.”(case15)

② 인지 장애:오리엔테이션의 상실(사람,장소,시간)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간,공간,의료진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은 없어지나 가족은 대부분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증상이 심
해짐에 따라 사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점차 없어진다고 하였다.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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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은 시계가 없고 달력이 없으며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
문에 감소하는 것 같다고 하였고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함으로
인해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하였다.

"mental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고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
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게 가족이 아니라 의료진인
우리를 못 알아봐요."(case3)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시계가 안보는 것도 있고 날짜를 알려주는 것

도 아니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case4)

③ 활력증후의 변화
환자가 나타내는 활력증후의 변화는 환자가 안달함으로 인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발한이 있다고 하였다.

"좀 꽤 지났는데 순환기내과 환자였는데 멀쩡하던 환자가 갑자기 안달하면서
심장박동수가 뛰고 혈압이 오르고 땀이 짝 깔리면서"(case2)

④ 공격성(언어적/비언어적)
환자들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낼 때 비언어적으로 과격해지며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잡아 빼는 증상을 나타내고 언어적으로 욕설을 한다고 하였다.
가장 흔한 것이 심전도줄을 잡아떼거나 자신의 주사를 빼는 행동들이라고 하였다.
환자들은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거나 불편함으로 인해 자신의 움직임을 제한
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환자들은 매우 공격적이면서 소리 지르고 우리한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마
구 우리를 때리려는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있는가하면 아주 조용히 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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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심지어 주사까지 옆에 잘 감아서 빼놓고는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서 조용히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도 있어요."(case13)
"침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난폭해지고 또 물컵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

기도 해요."(case14)
"평소에 욕도 안하고 대개 점잖았던 분이 갑자기 욕하면서 과격해지더라고

요.”(case16)

⑤정서적 변화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감등의 정서적 변화를 나

타낸다고 하였다.

"우는 할머니도 있어요.처음에는 말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싫
다고 귀찮다고 묻는 말에 말 안하고 딴 얘기만 하고 아들만 찾고 울다가 괜찮았
다가 울다가"
"눈빛이 정말 눈동자가 불안하고 초점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case9)
"환자들은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점점 eyecontact가 안되면서 증상이 나타나

는 것 같아요."(cas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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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 자료 참여자

감각지각 

장애

환시

죽음과 관련된 저승사자, 피 흘리는 사람  1, 13

벽전체가 가시덩굴이 쳐지고 괴물들이 자신을 공격  18

유리를 보면서 누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함  6

흰옷을 입은 털북숭이  10, 15

가습기를 보고 불이 났다고 함  16

벽의 여러 군데에서 귀신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함  1

환청 누가 부른다고 하는 사람  5

인지 장애

오리

엔테

이션

의 

상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먼저 없어지고 

가족들을 알아봄
 4, 16, 17

자기 이름이나 나이에 대해 대답을 해도 중환자실에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함
 1, 14

헛소리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 떨어짐  15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지

면서 공간에 대한 부정

 2, 11,    

 12, 13

가족이 아닌 의료진을 알아보지 못함  3, 4, 19

활력증후

의 변화

심장 박동수의 증가와 혈압의 상승, 발한  2

심장 박동수의 증가  1

공격성향

언어

적 

투약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퍼부음
 4, 6, 7,  

 9, 10

공격적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마구 때리려는 증상
 13

평소에 욕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욕하면서 과격해

짐
 16

비언

어적

폴대를 들고 휘두름  3, 10

정맥주사줄에 집착하고 손에 있는 산소 포화도 감지

기를 잡아뗌
 3, 19

난폭해지고 주사를 뺌
 2, 4, 5,  

 12, 13

옆 사람을 때리려고 하거나 몸에 있는 것을 떼어버

림
 5

<<<<표 표 표 표 5555> > > >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관관관련련련 증증증상상상///증증증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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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자료 참여자

입맛을 쩝쩝거림  6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함  4, 8, 10

투약을 거부
 4, 6. 7,  

 9, 10

심전도줄을 간호사의 목에 감고 폴대를 휘두름  10

공격성향
비언

어적

소변줄을 잡아 뺌  2, 12, 20

인공호흡기 간호 하고 있는 환자들은 발로 차고 머

리를 흔드는 증상
 10, 16

불러도 대답 안하고 한참 만에 답을 하거나 눈만 껌

벅거리거나 반응을 안 함
 5

물컵을 던짐  14

집에 가려는 의지가 강함  1, 2

의료진과의 협조를 하지 않음  13, 14

식사거부  4

소변기에 보던 소변을 갑자기 바지에 봐버림  14

어려지면서 노출을 하려고함  4

무섭다고 나가려고 함  14

정서적인 

변화

울음  10

시선이 고정되지 않음  5

안절부절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음  9, 10

눈이 똥그래지면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함  11

불안해하다가 순간 눈빛이 변함  5

가족을 많이 찾음  3, 4

말을 잘 하다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아들만 찾으며 울면서 괜찮다고 또 울면서 반복이 

됨

 4

여자 환자들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찾으면

‘누구야, 누구야’부르며 소리를 지름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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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이이이 나나나타타타났났났을을을 때때때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느느느낌낌낌

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냈을 간호사는 불안해하는 환자를 보면서 스스
로도 불안해져 두렵고 불안해하고 갑작스런 환자의 변화에 당황하게 된다고 하였
다.그리고 환자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면 환자
에게 미안함이 든다고 하였다.그러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중환자실정신증을 무
시하게 되고 그 증상에 대해 무뎌지게 된다고 하였다.또 반면에 계속적인 경험으
로 인해 중환자실이라는 환경에 의해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남을 알게 됨으로써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이 당연하다며 환자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경험했을 땐 공포스러웠어.불안한 환자를 보게 되면 나 자신도 불안
해지고 그런 상황의 환자를 보게 되면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야.”(case1)
“그냥 의식이 그런거겠거니 하면서 무시해버려요.”(case3)
"너무 많이 보니까 보고 처음에는 우리도 낯설지만 우리 같은 증상이 습관화

가 되는 것 같아요."(case4)
"신규 때는 중환자실정신증을 몰랐기 때문에 환자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면 당

황스러웠고 경험을 쭉 하다보니 환자가 나타내는 그런 증상이 이제는 공감이 되
요.나도 그런 상황이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cas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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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 자료 참여자

불안감

공포스러움

1,2,4,7,8,10,
11,12,13,15,18

불안한 환자를 보게 되면 나 자신도 불안
해짐
무서움
두려움

당혹감

짜증이 남

2,3,5,8,9,13,
14,15,16,17,20

처음 환자를 보고 놀람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니 대하기 힘
듦
간호사를 피곤하게 함

무뎌짐

의식이 그런거겠거니 하면서 무시함
3,4,5,6,8,10,
12,13,16,20

처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무뎌짐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증상에 습관화가
되어감
가볍게 봄

미안함

신경을 못써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죄송
함 14,15옆에 명료한 환자가 그 환자 조용히 시키
라고 하면 미안하면서 무안함

환자에
대한 이해

경험을 쭉 하다보니 환자가 나타내는 그
런 증상이 공감이 됨

4,7,9,11,12,16,
17,18,19

<<<<표 표 표 표 6>6>6>6>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느느느낌낌낌

555...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이이이 나나나타타타냈냈냈을을을 때때때 간간간호호호사사사와와와 다다다른른른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대대대처처처

중환자실정신증이 발생하였을 때 간호사 본인과 다른 간호사의 대처방법에 대
해서 분류를 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대처 방법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었을 때 간호사들의 대처 방법은 2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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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볼 수 있다.

1)지지적 대처
지지적 대처에는 환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억제대의 사용,약물 투여,치료적 환경의 제공,타 의료진에게의 도움
의 요청,지지적 간호 등이 있다.

“손을 잡아주거나 정서적으로 불안 제거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말을 시
켜주고 설명을 자주 해주면 알아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가 subside되는 것도
보았어요.”(case4)
"난 환자가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최대한 불을 꺼주려고 하고 알람이 울리면

빨리 꺼서 소음을 줄여주고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조용히 한다고 하는 대화 자체
가 환자에게는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의료진의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
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자야하는 밤에는 특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해."(case7)
"저는 첫 번째로 환자에게 가서 친근하게 가족처럼 대하고 설명을 해주고 오

리엔테이션을 다시 주고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으로는 보호자를 불러서 환
자를 좀 진정 시키게 하죠.그래도 안 되면 주치의에게 보고해서 약을 줄려고 하
고 마지막으로 억제대를 사용하죠."(case10)

2)감정적 대응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면 처음에는 지지적

대처를 취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증상을 무시,회피,억압,포기해버리게 되
며 감정적으로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일단은 환자에게 왜 그러는지를 묻고 환자가 하는 말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
래도 소용이 없으면 나도 같이 소리가 커지게 되요.환자랑 똑같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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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제가 너무 지쳐서 통제가 안 되면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죠."(cas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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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자료 참여자

지지적
대처

인지 제공
및 설명

환자에게 설명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줌 1,2,4,20

환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줌
1,2,3,7,10,
13,14,16,18,
20

입원을 하면 활력증후를 측정하면
서 중환자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줌

7

환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줌 3,19

직접간호
(억제대사용
과 약물)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억제대를 사
용함

2,3,7,11,12,
14,18,19,20

환자가 하려는 행동을 제지 3,18,19
환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
찰함 13

안정제를 줌 7,8,10,16

치료적
환경의 제공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주려하
고 소음을 줄여 주려고함

9,15

환자가 밤에 잘 수 있도록 최대한
불을 꺼주려 하고 알람이 울리면
빨리 꺼서 소음을 줄여주려고 함

6,7,16

환자가 불안해할 때 좀 돌릴 수 있
는 잡지나 볼 것을 제공 3,15

협력적 간호
의사에게 보고함

1,2,3,7,10,
13,14,16,18,
20

보호자를 불러줌 1,7,10,11,15,
16

<<<<표 표 표 표 7>7>7>7>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대대대처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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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 자료 응답자(case)

지지적
대처

지지적
간호

환자에게 여기가 어디고 환자는 좋
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줌 1

정서적 지지를 해줌 2,7
환자를 달램 8
환자의 손을 잡고 다독거려주면서
환자의 얘기를 들어줌 8,12

말로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가 나를
믿고 따라 올수 있게 함 8

기도해주고 찬송가를 불러줌 1,10

스피커를 가져다 클래식을 들려줌 1

비지지적
대처

무시,회피,
억압,포기

환자랑 같이 소리 지르면서 포기해
버림 2

의식이 그런 거라고 무시함 3,4,8,10,16,
17

심하게 난리를 치는 환자에게는 손
잡아주고 안정시켜줄려고 하지도
않게 됨

3,17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면 간과하고 넘어감 6
좀 증상이 덜한 환자는 계속 싸우
면서 말림 14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으면 소리
가 커짐

5,10,11,14,
20

환자보다 더 소리 지르고 윽박지름 10,11

666...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 회회회복복복 후후후 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반반반응응응

중환자실정신증을 경험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변화되었던 상황을 기억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그러나 환자가 어떤 불편감으로 인해 증상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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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환자였다면 자신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그랬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고 하였다.환자들이 대부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환
자가 그때의 상황이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특
별히 말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자신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환자
가 그 상황을 기억하는지 궁금증에 묻는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중환자실정신증을 겪었던 환자들은 충분히 자고 나면 대부분이 그때를 기억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랬느냐고 해요.하지만 자기화에 못 이겨 그랬던 환자들은
그 상황을 기억해요.그래서 그런 환자는 미안했다고,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
랬다고 말을 하죠.환자에게 그런 증상을 나타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왜냐면 그 상황이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말해주지는 않아요.환자에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아는 척을 하면 환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상황
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그게 환자에게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 같
아요."(case11)



- 37 -

분류 근거 자료

회복 후 환자의
반응 양상

환자들 대부분이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환자가 자기 성에 못 이겨 다 안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나가
려고 했던 환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간호사의 반응

환자에게 그런 증상을 나타냈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왜냐면 그 상황이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하지 못한
다면 말해주지 않아요.

환자가 제가 볼 때랑 그 다음날 너무도 달라져 있으니까 사
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으니까 제가 먼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환자의 사생활을 위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묻지 않
아요.

<<<표표표 888>>>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 회회회복복복 후후후 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반반반응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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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을을을 나나나타타타내내내는는는 간간간호호호 중중중재재재의의의 장장장애애애

간호사들은 환자가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날 때 환자가 불안하고 불편함으로
인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번째로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그리고 중환자실에 오는 다른 위급한 환자의 간호
에 치중하다보니 중환자실정신증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환자실의 공간 자체가 개방되어 있어 환자에게 안정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났을 때 행할 수 있는 어떤 체
계화된 지침이 없어서 환자에게 무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신규 교육이나 간호사 교육을 통해 중환자실정신증에 대

한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을 중환자실정신증이라
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중환자실 간호 인력의 부족

“우리가 보통 환자를 4~5명 보는데 환자가 좀 빠져서 2~3명을 보면 환자가 증
상을 나타낼 때 옆에 가서 손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환자랑 rapport를 형
성하려고 하지만 보통이 4~5명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못해요.”(case16)

② 간호사 자신의 무관심

"나에게 주어진 일은 많고 그 환자는 난리를 치게 되면 그 환자는 제쳐 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죠.그런 상황을 경험할수록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환자
에게 들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환자에게 신경을 꺼버리게 되버려
요."(case2)



- 39 -

③ 간호중재 우선순위에서의 차등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상황이 바쁘고 다른 환자의 응급처치가 먼저이기 때문
에 중환자실정신증은 산소분압이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좀 간과하
고 넘어가는 것 사실인 것 같아.시간도 부족하고 암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좀 그 증상을 위중한 상태로 보지 않고 일단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면 뒤로 미뤄
두게 되지."

④ 부적절한 중환자실의 치료적 환경

"우리 중환자실 같은 상황의 개방된 상황에서 환자들은 가까이 붙어 있고 하
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커튼을 쳐준다고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요.우리가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좀
차단을 해주고 소음을 줄여 주면 환자의 불안을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해요.하
지만 중환자실이라는 공간 그 자체에서 완전히 중환자실정신증을 예방할 수는 없
을 것 같아요."(case9)
"의식이 있는 환자가 의식 없는 환자 사이에 끼어 있으면 환자가 밥 먹는데

suction하고 잠을 좀 자려고 하면 또 기계알람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환자가
한 2~3일 있으면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case13)

⑤ 중환자실정신증 관리 지침의 부재

"신규 때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로써 누가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윗년차나 주치의들이 중환자실정신증이라고 해
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case11)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심리적 간호를 해줘야하는지를

체계화된 어떤 guideline이 없어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요."(cas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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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근거 자료 참여자

중환자실
간호인력부족

시간 부족 1,7,15,16
해야 할 일의 많음 1,10,11,12,

13,16,17,19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듦 5,8,9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4~5로 부족함 2,10,14,16,

20
의식이 없는 환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줘야
함 15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간호사가 함으로 인한
미안함 13

간호사 자신
의 무관심

일이 너무 많이 시간이 나면 쉬고 싶은 마음에
신경을 덜 씀 4,10,11
내 몸 편한 게 좋아서 환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간호를 소홀히 함 1,6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빨리 끝내
려고 의사에게 보고하고 신경을 쓰지 않음 2

간호 중재
우선순위에서
의 차등화

중환자실 환자의 대부분이 활력 증후가 흔들리
고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으므로 소수의 중환자
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소홀해짐

1,6,12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당장 죽는
건 아니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림 3,7,14

부적절한
중 환 자 실 의
치료적 환경

의식이 있는 환자와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분류가
되지 않는 중환자실 자체 공간 확보의 부족

3,6,12,13,
15

중환자실내의 화장실이 없으므로 인한 기본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됨 2,3,4,5

응급상황에서는 커튼을 치고 일을 할 수가 없음 6,9
중환자실정신
증 관리지침
의 부재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가 있을시 어떻
게 심리적 간호를 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음

2,4,5,8,9,
11,16

<<<<표 표 표 표 9>9>9>9>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정정정신신신증증증시시시 간간간호호호 중중중재재재의의의 장장장애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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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 논논논의의의 및및및 제제제한한한점점점

AAA...논논논의의의

중환자실정신증은 입원한 환자의 12.5%~38%에서 나타나며 입원기간과 사망률
을 증가시키는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Geary,1994).이는 환자의 주증상외
에의 심리적 충격을 주어 퇴원 후에도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Daffurn,1994;Jones,1994;Russell,1999).따라
서 중환자실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중환자실정신증은 다른 증상에 비해 중하게 나
타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중환자실정신증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증상을 환자를 24시간 간호하는 중환
자실 간호사가 알고 있음으로 인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모두 중환자실정신증을

경험을 하고 있으나 중환자실증후군,치매등과 구분할 만한 도구가 없음으로 인해
서 환자가 겪는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간호중재를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중환자실정신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존의 의식 체크 방법외의 환자의 의식체크를 할 수 있는 사정 도구가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면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필요가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다.
Marc(1998)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의 환자가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간호사가 인

식하는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간호사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문
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의 간호
사들은 환자의 신체적인 간호에 더 치중하여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당장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
시하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이는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난 환자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lemir외(2001)의 외과계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실정신증의 선행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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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중환자실정신증은 남성이 63.3%,여성이 36.7%에서 나타났으며 연령은
48.9±18.1세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간호사들은 40-50대의 연령의 남성
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일치점을 나타냈으며 나이가 많을
수록 나타나는 증상은 중환자실정신증과 치매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이는
중환자실정신증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환자실 의식 체크방법의 개선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Ely(2001)는 48명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정신증과 병

원재원기간과의 연구에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평균 2.6일 정도에 중환
자실정신증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가 중
환자실에 입원한지 2-4일 정도에 중환자실정신증 나타난다고 하여 위의 연구와
일치점을 보이지만 반면에 다른 간호사들은 환자의 주증상이 완화가 되는 시기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하여 중환자실 재원일수보다는 환자가 중환자실의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중환자실정신증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Laitinen(1996)은 환자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대부분이라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냈다.그러나 성격이 급해
본인의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대부분이 그 상황을 기억하고 간호사에게 미안해한다고 하였다.
손연정(1999)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소음에서 간호사,의사의 의료진이 말하는

소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중환자실정신
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리는 보호자의 우는 소리,기계의 알람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간호사 자신들이 그런 의료진의 소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
환자실정신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생각할 때 자신을 제외한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간호사의 스스로가 환자에게 중환자실
정신증의 원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수면 양상에 대해
서 중환자실에서의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환자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환자실정신증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일
치점을 보였다.이는 중환자실의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중환자실정신증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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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례(2001)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지식문항에서는
82.1%의 정답을 보였으나 수행에서는 57%의 낮은 수행정도를 보여 지식과 간호
수행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중환자실정신증에 대
한 지식과 수행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해 교육적인 방법을 통하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됨으로
써 체계화된 지침이 없어서 적절한 간호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중환자실
정신증보다는 더 위중한 환자가 많아 중환자실정신증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

자실정신증에 대한 느낌으로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를 돌봄에 있어 처음 환자를 볼 때는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나 환자의 증상
을 반복적으로 봄으로 인해 환자의 증상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중환자실에
서 간호사로써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환자가 나타내는 중환자실정신증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환자실정신증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환자에
게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과 환자가 순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중환자실 자체의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병원
이라는 공간과 중환자실이라는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 중환자실의 분위기 자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들이 싫어할 수 있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향기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
다.또 환자가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지 않고 중환자실에 있어야만 하는 지루함
을 잊게 하기위해 환자들이 명상을 할 수 있는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이나
텔레비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환자 중심의 문제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나 실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간호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아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
사들의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인식과 간호 수행을 연구함으로써 중환자를 돌보
는 간호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중환자 간호에 대해 반문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
으리라고 보며 또한 현재 교과 과정이나 신규 교육,보수 교육에서 중환자실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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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여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관리 지침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환자실 환경이 치료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불안을 경험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지속됨으로 인해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간호 실무에서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신규 교
육과 정기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 지침의 개발을 위해 병원에서 행정적
으로 질 향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가 서울 소재 A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타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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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면접방법을 이용한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2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직접 면담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면접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30일까지었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성별,교육 정도,결혼 여부,종교,임
상경력을 조사하였다.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3에서 34세로 평균 연령은 26.6세였
다.대상자 중 기혼은 4명,미혼이 16명이었고,학력은 전문대졸업자가 15명,대학
교졸업자는 5명이었다.종교는 없다가 12명,기독교가 6명,불교가 2명이었다.임상
경력은 4개월에서 14년까지였고,1년에서 5년 사이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
균 근무 경력은 4년 1개월이었다.
2)본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들은 일상의 간호 업무

를 수행하는 동안 모두 중환자실정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중환자
실 정신증이라 하면 의식이 명료하던 환자가 의식이 변하는 경우로만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가 대부분이라 중환자실정신증의 발생 빈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중환자실정신증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상황으로는 환자특성과 환경

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환자 특성으로는 중년이후의 여성보다는 남성,의
존적이고 예민한 성격,의학적 진다,지속적인 수면장애와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접
어드는 단계의 신체적 상태였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지속적 긴장을 조성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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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러운 분위기,죽음을 목격하는 장소,중환자실에서의 퇴실 지연,움직임 및 일
상 활동 수행의 제한,환자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4)중환자실정신증으로 나타내는 증상으로는 환청보다는 환시를 더 많이 나타

내는 감각지각 장애,지남력 상실을 나타내는 인지 장애,심장박동수와 혈압의 변
화와 관련된 활력증후의 변화,언어적 비언어적 공격성,정서적 변화로 나타났다.
5)환자들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날 때 간호사들의 느낌은 처음 중환자실정

신증을 대할 때는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인한 당혹감과 환
자가 안절부절못해지고 난폭해짐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타나나 그런 상
황이 반복이 되면 ‘저 환자는 원래 그래’하는 식으로 환자의 증상을 습관적으로 무
시하게 된다고 하였다.그러나 중환자실 간호사로써 경험을 통해 중환자실정신증
을 많이 본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
에 대한 동감이 생긴다고도 하였다.
6)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났을 때 간호사의 대처로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환

자에게 설명과 인지제공,환자 안전을 위한 억제대의 사용과 약물 제공의 직접간
호,의사에게 보고하거나 보호자를 불러주는 협력적 간호,치료적 환경의 제공,환
자를 진정시키려하고 달래려는 지지적 간호의 지지적 대처와 경험이 아직 적은
간호사들은 환자의 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와 함께 소리를 지르거
나 환자에게 오히려 윽박지르는 감정적 대처가 있었다.
7)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위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처방법을 본적이 없다

고 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 환자를 다
른 위급한 환자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어 놓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중환자실정신증을 경험한 환자의 대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

였으며 간호사들은 환자가 그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환자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또 다른 간호사들은 자신
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오히려 돌려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9)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환자가 왜 중환자실정신증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지

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간호 중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선 간호 인력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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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자신의 근무시간에 담당할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는 그 환
자에게만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자신이 환자를 일대일로 보다면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불편해 하면 거기에만 매달려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의 부담으로 환자를 묶어 놓으면 환자가 다칠 위험은 없

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진다는 무관심과 옆에 있는 더 위급한 환자를 보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는 중환자실정신증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중환자실의 공간 자체의 문제와 간

호사가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났을 때 어떤 간호를 제공해줘야 하는지를 다룬 체
계화된 지침이 없음으로 인해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 중재를 하지 못한다고 하
였다.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식을 사정하는 방법이 일단 중환자실정신증이 나타
난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며 그런 환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포함시켜야 하
며 의료진과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의식사정을 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교육
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처음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환자에게 무얼 해줘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정신증에 대
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환자에게 중환자실정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공간 자체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식이 있는 환자끼리 몰아 놓고
공간의 확보가 되어 환자가 정신적 충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환자들이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수면을 취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중환자실에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음으로 인한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
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중환
자실정신증에 대한 간호 중재 프로토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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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위한 행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BBB...제제제언언언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경험에 관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많은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뿐 아니라 기도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

을 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3.체계화된 중환자실정신증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개발과 그 적절

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4.중환자실정신증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경험과 간호 수행에 대한 질적

연구뿐 아니라 이를 확대한 양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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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CCCUUUPPPsssyyyccchhhooosssiiisss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ooofffNNNuuurrrssseeeiiinnnIIInnnttteeennnsssiiivvveeecccaaarrreeeuuunnniiittt

Kim,Young-Ha
DepartmentofNursing

GraduateSchoolatYonseiUniversity

Thehospitalizedpatienthasapsychologicalunbalanceasaunexpectedly
situationalcrises.Wecallthisphenomenon ICU Psychosiswhich causethe
serioussequela.ThisisalsoanimportantnursingpartofIntensivecare.As
thelackofstudyontheICU Psychosis,nonetheless,Thegoalofthisstudyis
todescribetheexperienceofICU nurseonICU Psychosisandincreasethe
understandingofit.
As theobjectsofthisstudy,20 members,havebeen working in ICU

locatedinA universityinSeoul,theyweredirectlyinterviewedbymeansofa
half-structurized questionnaires.The collecting data were deeply analyzed
aboutthecontentofinterview andthenwegotthefollowingresult.

1)Onaordinaryduty,allthenursesjoininginthisstudyentirelyshowed
theexperienceofICU Psychosisbutasaworking periods,therewasthe
differenceofrecognitiononoccurrenceofICU Psychosis.
2)ThecharacteristicofICU Psychosispatientsmainly showedafterthe

middleagedbuteach nurserecognizedageandsex ofpatientsdifferently.
TheyexperiencedthatpatientsshowedtheICU Psychosisintheprocessof
recoveryafteraacutediseaseperiod,alastingsleep-disturbance,asensitive
anddependenttemper,C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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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ICU nursesexpressedthepatientsexperiencedICU Psychosisunder
the environmentalsituation related to the noises and the mood ofhorror
causingalastingtension,aspotofdeath,thedelayofICU checkout,thelimit
ofmovementandroutineaction,andthethreatofpatients'right.
4)ThesyndromeofICU Psychosisshowedthesenseofperceptionthathas

moreavisualhallucinationthanauditory,thetroublebythelostofperception,
thebehaviorofaggressiveandnonverballanguage,vitalsignchangerelatedto
beatingofheartandbloodpressure,andtheemotionalchangerelatedanxiety.
5)WhenthepatientsshowedtheICU Psychosis,thefeelingofnurseis

indicated as discomfort, embarrassment, habitualization, repentance and
understandingonpatientsbytheconstantexperience
6)IncaseofICU Psychosis,thewayofnurses'copingandwassupport

copinglikethesupplyofexplanationandrecognitiontopatients,theuseof
restraintand directnursing ofmedication,either reporting the doctor or
cooperativenursingofcallingacarer,treatmentenvironmentsupply,response
ofemotionalandsupportingtendancecenteredquestionandnon-supportcoping
likeignorance,avoidance,suppression,abandon
7)TheobstaclefactorofnursingintermediationonICU Psychosisshowed

asthelackofnursingworkersinICU,indifferenceofnurseherself,difference
ofcaringlevel,treatmentenvironmentofirrelevantICU,andtheabsenceof
managementinstructioninICU.

TheresultofresearchshowsthatICU Psychosiscanhappeninvarious
patients and the environmentalsituations ofICU cause bigger problems.
NursesoftenfacewiththepatientsinICU buttheyexperiencethetroublein
thecauseofnursingintermediation.Accordingly,Asaresultofthisstudy,I
wanttostatethatorganizationrelatedtohospitalrequirenotonlythenew
andmendingeducationalsystem ofICU Psychosisfornursesbutthe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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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fortheICU Psychosisinaspectofhospitaladministration.

key words : ICU Psychosis,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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