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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음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세심하면서도 학문적인 지도와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오의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
를 거치는 과정에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조언과 충고를 함께 해주심에 또
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미흡한 논문을 자세히 살펴주시고
문제점을 예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적해주셔서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신 유지수 교수님,연구 도구에 대해 세심히 살펴주시고 자료수집에 불
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신 신증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영동세브란스 원장님과 자료수집

에 도움을 주신 이금자,김신강,홍해은,박민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불
편한 가운데 연구에 동의해주신 모든 중환자분들과 저의 동료이자 선후배
인 중환자실 간호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영동세브란스 병원

이계숙 간호국장님과 이정숙 수술실 및 중환자실 팀장님,유시문 중환자실
파트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있는 남편과 가족 모두에
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22000000666년년년 666월월월
이이이 춘춘춘 화화화 올올올림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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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급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
여 여러 특수한 감시 장치와 의료 인력을 갖춘 집중치료실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
하며 중요 장기의 손상을 예방,치유 혹은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원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곳으로,간호대상자들은 신체적,정신적,환경적으로 다양한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중환자실 입원 대상자의 간호 요구
도가 높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문헌을 통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와 수행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데 의의가 있으며,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실제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함
으로서 병원차원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간호의 질 향상과 효과
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일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한 의식 있는 18세 이상 성

인 환자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환자실 간호요구항목은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전

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개발한 도구로 4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적 간호요구 7문항,환경적 간호요구 7문항,치료적 간호요구 7문항,정서적 간호
요구 11문항,정보적 간호요구 11문항이다.
자료수집은 2006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일 대학 부속병원에서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환자실 파트장의 협조를 얻어 중환자는 면접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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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간호사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2.0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중환자의 만족도,간호사의 인지도
및 수행도는 빈도와 백분율,평균,표준편차를 측정하였으며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t-test로 분석하고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
행도의 차이는 pairedt-test로 분석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와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도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총점수 평균은 7.57(1.85)점으로 만족정
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영역 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
에 대한 만족도(8.28)가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
족도(7.75),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7.69),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7.50)순으로 나타났으며,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7.01)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2)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총 점수 평균은 8.15(0.82)점으로

인지도가 높았다.영역별로는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9.04).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도(8.32),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도(7.88),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7.79)점,정서적 간호
요구에 대한 인지도(7.72)순으로 나타났다.
3)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총점수의 평균은 7.31(1.05)점으

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8.74)가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7.71),
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7.06)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6.64)와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6.41)는 낮게 나타
났다.
4)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7.31점)와 중환자의 만족도(7.57

점)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1,p>.05).각 영역별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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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8.74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8.28점)
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83,p>.05).그러나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
한 간호사의 수행도(6.41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75점)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0.p<.01).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t=3.10,p<.01),자세유지

(t=2.57, p<.0.05), 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 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t=2.97,p<.01)에서 간호사의 수행도와 환자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
다
5)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 차이는 간호사의 인

지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75,p<.01).각 영
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t=2.38, p<.05),신체적 간호요구(t=4.59,
p<.01),환경적 간호요구 (t=7.57,p<.01),정보적 간호요구(t=7.20,p<.01),정서적
간호요구(t=4.43, p<.01)가 모두 간호사의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는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중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는 높았으
나,이에 대한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환자의 신체
적,사회․정서적 요구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행
정적으로는 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 되는 말 :중환자,간호요구,만족도,인지도,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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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급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
여 여러 특수한 감시 장치와 충분한 간호 및 의료 인력을 갖춘 집중치료실로 환
자의 생명을 유지하며 중요 장기의 손상을 예방,치유 혹은 최소화하기 위한 지
속적이고 다원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곳이다.오늘날 진보된 기술,의료 환경의 변
화,그리고 다차원적인 건강관리자들은 중환자의 치료 강도를 높이고 이전에 경
험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상황을 가중 시킨다(Tracy,2001).
현대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함께 질병의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중환자실에 입실

하는 환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즉,중환자실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심
하고 의식이 없으며 사망률이 높은 환자들로 구성되어져 오던 것이 심장질환환자
의 수가 늘어나면서 개심술 환자나 폐순환계 환자,내외과 환자 등 대부분이 의
식상태에 장애가 없는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의
식이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감 또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남명자,2004).
중환자실에서 의식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에 간호사들은 치료적인 면에 치중하

고 각종 의료장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대부분이 환자의 생명 보존을 위한 목적적
간호행위에 치중되어 의식 있는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명자,2004).그러므로 불편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며,또 의식 있는 환자를 위한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환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의료상황에서 인간의 상호관계를 줄였으며,의사뿐만 아니라 간

호사들을 기술 중심,기계중심의 관행과 함께 기계화,탈 인간화의 문제를 초래하
여 환자에게 미쳐왔던 간호사의 전통적 역할을 변화시켰다.과학과 기술은 우리
에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지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환자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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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녕복지를 유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간호사는 과학 기술 그리고
환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재해야 하는 건강관리체계의 중요한 인력으로서 대상
자의 삶,건강,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홍여신,1998).
간호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고려

해야하며,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사의 활동은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의 질 관리에 대한 결과적 접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최근 경향이
간호의 대상자가 환자라기보다는 의료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그 개념이 변하였으
며,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과 환자의 만족을 증진시켜주는 서비스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Beyers,1988;Sorensen& Pinquart,2001;Chabeli,2003).
간호요구의 사정은 간호의 주요관심사이며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고

문제해결과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계획의 설정이 필요하다(이은숙,1980).
간호에 대한 환자의 인지도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환자가 인지한 기대치와 실제로 받은 간호에 대한 인식의 일치정도를
뜻하며(Risser,1975),기대와 실제와의 차이를 줄여 환자의 건강문제 해결에 긍적
적인 영향을 미치고(Ervin,etal.,1992)이로 인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실제 근거자료는 희소함으로서 중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관점에
서의 간호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중환자의 경우 낯설고 격리
된 병실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이 어
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어떤 간호를 원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환자만족도 연구들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중환자를 대상으로 결과적
측면에서의 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간호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와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서 환자
와 간호사의 인식의 차이를 개선시켜야 한다. 이상미(2003)는 이를 위해서 간호
서비스품질 핵심가치가 ‘기대수준’의 품질 또는 ‘규범수준’의 간호서비스품질에서
실현가능수준차원을 높이고 간호가 병원의 경쟁전략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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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의 간호요구를 통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와 수행하
는 정도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차이를 좁히는데 의의가
있다.또한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실제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서
병원차원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간호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간
호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
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의식 있는 성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정도를 비교하여 환자중심의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
으며,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2)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를 파악한다.
3)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를 파악한다.
4)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5)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 차이를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중환자의 간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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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론적 정의:
입원한 환자의 건강회복,질병예방,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 및 안녕 상태 유
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각되는 간호활동을 의미한다(Henderson,1964).

(2)조작적 정의: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간호사로부터 간호 받기 원하는 정도를 측정한
점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설희(1986)가 개발한 도구를 참고로 중환자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신체적 간호,환경적 간호,치료적 간호,정서적 간
호,정보적 간호의 5가지 항목,43문항으로 구성된 간호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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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

중환자라는 개념은 일괄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중환자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정확히 판정하는 것도 어렵다(김광우,1996).역사적
으로 중환자실은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개념으로 시작되어 운영되
었던 것이 시초이며(Churchill-Davidsom,1984),120년 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전쟁병동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신옥 등,1996).현대적 의
미의 중환자실은 1950년대 유럽에서 소아마비로 인한 호흡부전증 환자를 치료하
면서부터 였고(Barash,Cullen,Stoelting,1992),1960년대는 각 장기별 즉 호흡기
계,신경계,심혈관계 중환자실 등의 급증을 이끌었다.그 이후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더욱 크게 인식되어 오고 있다.특히 미국에서의 중환
자실 진료비용은 일년 국가수입의 1%를 지출하는 방대한 병원 부서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의 발전을 가져왔다(고신옥 등,1996).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1961년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개설하기 시작하여 1976

년에서 1990년 사이에 50% 이상 개설되어 현재 그 규모와 시설은 다양하다.즉
지방종합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라기보다 환자의 상태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모니
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2차 진료병원에서는 환기보조를 오래 받을 수 있고,
생명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신옥 등 ,1996).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의
중환자실은 대개 3차 병원 이상에서 적극적인 침습적 처치,전문적인 치료와 함
께 제공되고 있다.
전체 병원 침상에 대한 중환자실의 비율은 대학병원이 7.0%,비대학병원이

6.1%(고신옥 등,1998)로서 미국의 5.6%,유럽의 3.8%(Sirioetal,1992)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장비의 첨단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는 비중환자실의 의료비용에 비해 6-7배 비싸고(Norris,1995),전체 입실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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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병원 자원의 20%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Kox,1995).이러한 만큼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지속적 의료발전을 예견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환자는 감정 상태가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불안,분노,부

정,비애감,불확실성 등 많은 스트레스성 감성과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그러므
로 전인적인 간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심리
적 요구까지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서문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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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환자
의 신체적 안녕상태를 증진하는 간호에 치우친 나머지 환자의 심리적 간호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의 환자가 생명 유지에 위
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식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므로 신체적 간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정희,박인혜,1996).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의 간호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간

호계획을 수립,중재,평가,재계획하는 일련의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환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돕는다.즉,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정서적 요구를 사
정하여 욕구충족을 위한 간호중재를 하고,첨단의료장비의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
하여 활용한다.또한 타부서 직원 및 타의료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적정 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Benner,1992).실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도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고
도의 임상 전문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Lookinland & Crenshaw,
1999).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느끼고 겪어야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 질병의

치료,예후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은 환자의 나
이,성격,질병,중환자실의 구조,운영 인적 구성,장비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신증수,1995).이 연구에서는 일반병실로 이송된 지 48
시간이 지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한 결과 조



- 7 -

사 대상 환자의 60%가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가
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는 통증(18.6%),가족에 대한 걱정(15.6%),기관 흡입술
(5.0%),채혈(5.0%),불면(4.6%),소음(3.3%)의 순서였다.환자들 중 67%가 수면곤
란을 호소하였으며 35%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대답하였다.신증수
(1995)는 이상의 결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
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질병에 대한 자상한 설명
과 환자 위주의 진료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다른 연구에서도 중환자
실 환자의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즉,죽음에 대한 위협,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후유증 우려,고통 또는 불편감,수면부족,삶과 일상생활 기능에서의 자율
성 상실,사생활의 침해와 조명,소음 및 환경 조절 능력상실,역할과 대처기전상
실,가족과 친구와의 격리,권위상실,휴식 불가능,기관내삽관으로 인한 언어표현
능력상실 등 이었다(김귀분,1999).
과거 1980년대에는 근육마비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였

다.기관 삽관한 중환자에게 진통제나 항불안제 투여 없이 근육이완제만을 투여
하는 것에 대해 비판되었으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유도해 냈다.Keich,Steven,
Michael& Lorie(1989)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진통제,항불안
제,진정제,근이완제에 대한 약물학적 지식에 대한 조사결과 근마비 상태에서는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잘못알고 있었다.연구자는 근이완제와 병합하여 진통제
나 항불안제 처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중환자 중 비가역적인 호흡부전과 퇴원 후 기능적인 회복과 생존이 불가능한

소위 ‘만성 중환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Nelson,Kinjo,Meier,
etal(2005)의 연구에서는 기관절개 후 장기간의 기계호흡이 요구되는 중환자와
가족들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25명의 대상
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6가지 정보적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질병이나 치료의 속
성,예후,치료의 효과,잠재적인 합병증,입원후 예상되는 치료,그리고 마지막으
로 치료의 지속성 또는 변경.이는 않종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위급한 질병단계에서 만성화 단계로 넘어갈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매우중요하
며,이러한 의사소통의 주요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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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환경에 대한 간호정보제공의 효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서정주,박상
연,2002)중환자의 질병적 위기와 낯선 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상태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아
그 효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이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들이 중환자의 환경
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
는 것이 빠른 회복과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병원이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입원당일에 환자의 불안은 가장 높고 병원생활

에 적응하기까지는 적어도 5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윤희,
1980).현 중환자실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밀폐 병실에 입원한 경우 독립된 공간
에 갇혀 있고 격리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답답함을 느끼며 개방병실 보다 의료진
의 손길이 덜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또한 개방 병실인 경우 상대편에
있는 환자들의 처치 상황 등을 직접 목격하면서 느끼는 두려움,불안감,자기병에
대한 염려가 더 깊었으며 기계소리 등 주변 소음으로 인한 정서적 긴장감,수면
방해 등을 표현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프라이버시의 노출상황,심지어는 주변 환
자의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심한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환자는 대화를 통해 두려움,불안감등 심리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발작당시의 상황적인 요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려는 의사보다 가족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환자와 많은 시간을 접하
는 간호사를 대화상대로 하길 원하고 있다(김태희,2001).
중환자실 환자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심한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심한 경우는 정서적 변화까지 오게 된다.이는 중환자실에서의 수
면박탈과도 관련이 있으며,흔히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심적 상태의 변화로 오
진할 가능성이 많고,증후군의 임상적 양상는 이미 손상된 중환자의 정신과 육체
에 스트레스를 더해 임상적인 회복을 방해한다(노원재,2003).수면 장애는 중환
자실 환자의 1/4～1/2정도가 겪고 있는데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어떠한 방해 없
이 완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조명,소음,통증 또는 무력감,불안,간호사의
활동과 갖가지 의료적인 시술 등은 수면 방해하는 요인들이고,이러한 변화들은
환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지각적 박탈과 감각적 부담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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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Briggs,1991;Redeker,2000).
중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것은 절망감으로,이들은 비록 절망감에 빠

졌지만 절망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다.중환자들이 절망감에서 벗
어나게 된 동기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들은 신체적 안녕감 상실이나 경제적 안녕
감 상실의 요인으로 절망감을 경험한 경우 신체적,경제적 안녕이 회복됨으로서
절망감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또 다른 주요
동기들이 의료인이나 가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
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의료인과 가족은 절망감의 발생요인이기
도 하면서 절망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이미숙,1989).이러한 결과는
간호제공자가 환자들을 낙담시키거나 기운을 북돋우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Miller,1985),환자의 희망을 기르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중의 하나이므로
중환자에게 있어 간호사의 희망적 태도가 무척 중요함을 알 수 있다(이미숙,
1989).
Menzel(1998)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상실’은 공포와 불안전에 대한 느낌,

수면 박탈,스트레스 수준 사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기계 환기 환자들에
있어서 자존감,질병의 중증도,의사소통의 어려움,그리고 기관 삽관하고 하고
있는 기간은 화남,걱정,공포와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고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치
료에 대해 질문하고 싶을 때와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가장 어렵하고 하였다.
간호사-환자의 의사소통에 관한 관찰적 연구(Connolly,1992)에서 보다 빈번하

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는 반응하는 정도가 더 높
았다.환자의 자세 또한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의 질과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다.
다른 연구(Ashworth,1980;Leathart,1994)에서는 대부분의 간호사-환자 의사소
통(71%)이 1분 이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업무관련 정보,명령,또는 질
문에 관한 내용이었다.의사소통은 주로 신체 간호와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
다.중환자실 간호사가 밝힌 기관 삽관 환자와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과
중한 업무,질병의 중증도,입 모양을 해독하는 어려움,환자의 쓰기 능력 상실,
신체적,기술적 치료에 대한 선입견,환자의 성격,그리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결핍을 제시하였다(Ashworth,1980;Leathart,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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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환자 가족의 요구에 관
한 연구로 중환자가족 요구사정도구(CCFNI)를 이용하여 지지,안위,안전,정보,
확인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
는 중환자 가족을 중환자 간호의 대상자에 포함시키고,그들의 요구를 확인하여
보다 안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간호 관계를 이루고 환자의 지지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들(Fox& Jeffrey,1997;Kosco& Warren,2000)은 많
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중환자실에 격리된 환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중환자의 경우 그들의 가족과
분리되어 낯설고 격리된 병실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어떤 간호를 원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위의 문헌을 통하여 중환자는 통증,가족에 대한 걱정,기관 흡입술,채혈,불면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죽음에 대한 위협,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증
우려,고통 또는 불편감,수면부족,삶과 일상생활 기능에서의 자율성 상실,사생
활의 침해와 조명,소음 및 환경 조절 능력상실,역할과 대처기전상실,가족과 친
구와의 격려,권위상실,휴식불가능,기관내 삽관,언어표현 능력 상실등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었다.질환으로 인한 통증,채혈,기관흡입술,식사문제등의 신체적 문
제로 불편감을 겪고 있었으며,실내 조명,소음등의 환경적 문제로 수면부족,휴
식불가능을 호소하고 있으며,사행활 침해나 가족과의 격리,의사소통문제,정보
결핍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는 중환자의 불안과 불
안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중환자실 정신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
하게 된다.그러므로 중환자의 간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질 높은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환자 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방법인 간호과정을 적용해야 한다(고송자,1999).
환자들은 요구가 충족될 때 만족을 느끼는데,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간
호사의 역할이라고 했고,간호사들이 간호진단 프로토콜을 사용한 경우와 간호진
단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은 경우가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고 했다(전춘영,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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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만족(satisfaction)이란 마음이 흡족함(국어대사전,1995),마음의 열망이나 요구
에 순응한 결과 마음이 평정함(Webster'sNew InternationalDictionary,1994)이
다.의료서비스의 질을 환자 입장에서 평가하여 환자의 기대에 부흥 할 수 있도
록 간호 선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환자 만족이라 할 수 있고(유승흠,
1993),의료소비자가 평가하는 환자 만족도는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간과되어 왔으나 요즈음 결과 변수로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
측이나 관리자 측에서 합법적인 질 측정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Caroline,1995).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은 상황이나 과정,그리고 서비스 경험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주관적 기준에 대한 현저한 속성들의 비교라 할 수 있고,환자가 간호
사로부터 받은 간호에 대한 환자의 의견이자(Greeneich,1993),이상적인 간호수
행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로 받은 간호에 대한 지간과의 일치정도라고 할 수 있다
(Risser,1975)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큰 전문집단인 간호사는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만족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간호에 대한 만족은 병원체류와 병원 추천의
도에 대한 종합적 만족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간호직원은 환자만족의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Clark.,1996).
Colette(1995)는 간호에 대한 환자만족은 간호가 개별화되고,인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환자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방
법일 뿐 아니라 임상적 서비스를 개선하는 길이고,환자가 느끼는 의료의 질이
다른 사람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의료소비자는 서비스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만족한 환자가 불만족한 환자보다 치
료에 정확하게 참여하며,더 나은 임상적 결과를 성취한다(유동근.1996),의료 서
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만족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간호수행의 전략
이 필요하며,간호의 질은 환자 만족에 영향을 주고,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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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선아,1998).의료비용의 증가와 병원간의 경
쟁이 거세어짐에 따라 질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만족도는 앞으로 의료
전문직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Scardina,1994).또한 환자 만족은 환자들의 시각에서 인지된 간호 질의 지표이
며 간호 산출의 지표가 되어 간호의 우수성 내지는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McColl,1996).
Greeneich(1993)는 간호학문내의 환자만족의 개념을 조사하면서 3가지 마케팅

이론과 환자 기대를 연결하였으며 어떤 이론도 서비스 분야내의 기대에 대해 역
동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마케팅 연구는 다요인적이고 생산이나 서비
스에 대한 만족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간호 질의 결과지표로서 환자 만족이
널리 채택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응급실 환자의 간호요구와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한경아,2002)에서는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간호요구영역에 이어서 교육적 간호영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고 되었다
정지영(2003)은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요구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간호요구는 3.9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교육적 영역,치료·중재적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간호만족도는 3.78점이었으며 치료·중재적 간호영역이 높게 나타
나 차이를 보였다.간호요구도와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교육적 영역,치료 중재적
영역,신체적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정지영(2003)은 간호요구
를 표현한 경우가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임상에서 간호 수행시 대인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을 잘 활용하여 환자의 요
구 표현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33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지지지도도도

인지(recognition)는 어떤 사실을 알고 확실히 그러하다고 인정함(국어대사전,
1995),어떤 환경에 대해서 느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조직화되고 해석되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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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됨(Webster'sNew InternationalDictionary,1994)이다.
  양은진(2002)은 간호서비스 중요도는 대상자가 간호서비스 속성에 대하여 느끼

는 중요한 정도를 의미하며 간호의 질 평가방법으로서 간호행위를 평가하고 특정

한 간호중재 활동의 효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환자의 간호행위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는 의미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

도는 간호사보다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신뢰연역, 전문기술영역, 교육영역에서 환

자의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간호사의 만족도 보다 높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

문기술영역에서 숙련된 기술로 능속하게 일처리함, 응급상황시 취할 행동과 태도

를 잘 알고 있음, 간호수행후 치료효과를 묻고 평가함, 의사의 처방과 투약을 신

속히 수행함, 최우선으로 간호해주는 느낌이 들게함, 조직적으로 질서있게 일처리

함,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간호함에서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간

호사의 만족보다 높았다.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중요도는 환자가 

간호사 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간호서비스 만족도

와 중요도의 상관관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요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들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전문기술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환자들이 

만족한 부분은 신뢰성영역으로서 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자와 간호사간의 간호요구도의 일치 정도를 연구한 경우(김명숙,2002)는 환
자보다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요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영역별 일치
정도는 신체적,정서적 영역에서 간호사가 환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교육적 영역 및 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간호사와 환자간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만성질환자의 간호요구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구체적으로는
신체적 요구,사회 심리적 요구,영적 요구 순으로 조사되었다(이평숙,2001).김명
숙(2002)의 뇌졸중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적 영역이 가장
높은 간호요구 영역으로 나타났다.입원환자의 간호요구에서는 진단 및 치료와 관
련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고,그 다음이 교육적 간호요구,정서적 간호요구,신체
적 간호요구 순이었으며,영적 간호요구가 가장 낮았다(고현주,2000)고 보고했다.
김명숙(2001)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지각을 연구하였으며 간

호요구 41개 항목에 대한 지각 정도는 간호사의 지각정도다 높게 나타났다.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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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환경적 영역,사회심리적 영역,신체적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
였다.뇌졸중환자와 간호사에서 영역별 우선 순위를 보면 뇌졸중환자는 교육적
영역이 우선이고,환경적 영역을 마시막 순으로 나타나는것에 비하여 간호사는
환경적 영역을 우선으로 하고 교육적 영역을 낮게 나타내어 간호요구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경희 (1999)는 분만통증과 간호요구에 관한 인식 분석에서 분만통증에 대한

자가 조절의 의지 여부에 따라,그리고 분만통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지의 여부
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간 유형에서 바라는 간호요구는 분만통증에
관한 인식에 따라 예측 가능하다고 하였다.자가 조절형과 운명 수용형의 대상자
는 간호사에게서 교육자의 역할,관찰자의 역할,관리자의 역할을 기대하며,회피
형은 겉보기에는 인위적인 조절만 원할 뿐 간호요구에 대한 관심은 적은 듯하지
만 실제 다른 유형보다 간호사의 역할을 한층 더 필요로 하였다.이들은 간호사
의 교육적 기술적 관찰적 역할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역할까지 원하며,간호사가
산부의 분만통증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기를 바라고 간호사에게 모든것을 의존
하려 하였다.따라서 분만 통증과 간호요구에 관한 인식의 주관적 구조에 따라
유형이 분류됨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이 연구는 환자의 유형에 따라 간호요구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수수수행행행도도도

수행(performance)은 계획한 대로 충실히 해냄,따라서 실행함(국어대사전,
1995),사회적이나 다른 기술이 실무를 통해 개발되는 것,어떠한 것을 완성하거
나 끝마침((Webster'sNew InternationalDictionary,1994)이다.
Bradley(1983)는 간호수행을 지식과 기술을 통합해 이용하는 것,간호과정의 이

용,연구능력,지도력,교육과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Northrop(1989)은 대상자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건강문제의 발견,건강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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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을 통한 간호진단과 수행,건강회복과 안녕의 유지를 위한 간호제공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학적 요법의 시행 등으로 분류하였다.
임상에서의 간호사는 직접적인 환자간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상태

및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를 수행한다.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자
신에게 대하는 태도나,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사에 대한 신
뢰감을 가지게 된다.(Bjorklund& Fridlund,1999).
Horton(199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미생물학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감염율의

감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cCormick등(1999)의 연구에서는 피부
암에 대한 교육으로 간호사의 지식과 환자의 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
되었음이 보고 되었다.그러나,지식과 간호수행사이에 반드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VanMullem 등(1999)의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교육수준에 따른 지식의 차

이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결과 지식 및 연
구수행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기꺼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이 반드시 간호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문헌고찰의 결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처럼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따라서 낯설고 격리된 병실
환경을 고려하여 중환자의 특성에 맞는 간호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이는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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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서울 시내 Y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한 의식 있는 18세 이상 성
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중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중환자
서울시내 Y대학 병원 내․외과계,심혈관계,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의식이 명료한 환자,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
는 자,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102명을 조사하였다.

2)중환자실 간호사
서울시내 Y대학 병원 내․외과계 중환자실,심혈관계 중환자실,신경계 중환자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결과 64명중 62명이 응
답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및및및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환자실 간호요구항목은 이설희(1986)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과 교수와 마취·통증의학 교수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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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중환자실 간호사 5인에게 중환자 간호요구 항목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이
설희(1986)는 신체적 간호 14문항,관찰 및 조절 간호 14문항,사회 심리간호 14
문항,치료 보조간호 14문항,교육적 간호 12문항으로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
었으며 총 문항 수는 68문항이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환자용은 Cronbach's
alpha0.93,간호사용은 Cronbach'salpha0.96였다.
본 연구도구는 43개의 문항으로 신체적 간호요구 7문항,환경적 간호요구 7문

항,치료적 간호요구 7문항,정서적 간호요구 11문항,정보적 간호요구 11문항이
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자료수집은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것으로

면접법을 이용하였으며,시각적 사상 척도(visualanaloguescale)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를 ‘10’이라고 하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0’이라고 할 때,간
호만족도 점수가 ‘0’과 ‘10’사이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만족도가 높으며,하부 영역별 평균 평점으로 환산
하였다.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0.98이었다.

2)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도
인지도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도를

자가 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간호인지도는 ‘매우 필요하다’를 ‘10’이라고
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0’이라고 하였으며 시각적 사상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0.96이었다.

3)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
수행도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를 자가 질문

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항상 수행 한다.를 10점,‘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를 0점으로
한 시각적 사상 척도를 사용하였다.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0.97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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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각적 사상 척도
시각적 사상 척도는 0점과 10점 사이 간격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쉽게

원하는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대상자에게 얻어진 점수에서 0-2점을 매
우 낮다.3-4점을 비교적 낮다.5-6점을 보통,7-8점 비교적 높다.9-10점을 매
우 높다고 보았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의미하며 하부 영역별
평균 평점으로 환산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내의 Y대학 부속병원에서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환자실 수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중환자와 간호사를 대상
으로 조사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환자
본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입실한지 24시간이 지나 적어도 1일 이상 중

환자실의 경험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를 허락한 자에게 면접법을 이용하여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법과 시각적 사상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병동 환자보다 질병의 중증도

가 높고 안정감을 유지해야하는 중환자에게 질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2)중환자실 간호사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질문지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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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SPSSWIN 12.0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며,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1)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값으로 측정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평균,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2)중환자의 만족도와 간호사의 인지도 및 수행도는 평균,표준편차를 측정하여
선순위를 결정하였다.

3)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independentt-test로 분석하였다.

4)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에 대한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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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중환자는 성별,연령,종교,교육정도,결혼
상태,직업,입실일,진료과,중환자실 입실 사유,호흡보조 치료,간호 중증도,주
보호자, 그리고 과거 중환자실 입실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중환
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연령,결혼상태,종교,
최종학력,직위,병원 근무년수,중환자실 근무년수,입원한 경험,그리고 보호자였
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하였다.대상자의 특성은 <표 1.2>와 같다.
중환자의 경우 1:1면담을 통해 10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성별 분포는 남자

58.8%,여자 41.2%로 남녀의 비는 1:0.7이었다.연령은 평균 58.72(15.79)세 이었
으며 51세 ~70세가 48%로 가장 많았고,71세 이상이 29%.,31세 ~50세가 20%,
30세 이하가 4.9% 순으로 나타났다.종교는 기독교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39.2%,고졸이 25.5%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상이 전체의
64.7%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결혼상태는 기혼이 73.5%로 가장 많
았고,직업이 없는 경우가 61.8%,있는 경우가 38.2%이었다.
중환자실 입실일은 평균 4.63(6.09)일 이었으며 2일인 경우가 42.2%로 가장 많

았고 3~4일이 36.2%,5~10일 14.7%.11일 이상이 6.9%순으로 나타났다.진료과
는 심장내과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흉부외과,일반외과가 각각 18.6%,정형
외과 8.8%,호흡기내과 5.9% 순으로 나타났다.중환자실에 입실한 사유는 수술
후 관리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심장질환이 26.5%.호흡부전이 15.7%.쇽이
7.8%순으로 나타났다. 호흡보조치료는 비침습적 치료가 57.8%로 가장 많았으며
침습적 치료는 19.6%이었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22.6%로 나타났다.간호 중증
도는 평균 92.82(10.14)점으로 4군에 해당되었으며 주 보호자가 배우자 인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다.과거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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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중환자의 일반적 특성 n=102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SD)

성별 여성 42 41.2
남성 60 58.8

연령
30세 이하 5 4.9

58.72
(15.79)

31세 ~50세 20 19.6
51세 ~70세 48 47.1
71세 이상 29 28.4

종교

기독교 44 43.1
무교 35 34.3
불교 17 16.7
천주교 4 3.9
기타 2 2.0

교육정도 무학 7 6.9
초등학교 13 12.7
중학교 16 15.7
고등학교 26 25.5
대학교이상 40 39.2

결혼상태 미혼 11 10.8
기혼 75 73.5
이혼 및 사별 16 15.7

직업 유 39 38.2
무 63 61.8

입실일
2일 이하 43 42.2

4.63
(6.09)

3-4일 37 36.2
5-10일 15 14.7
11일 이상 7 6.9

진료과

심장내과 30 29.4
호흡기내과 6 5.9
흉부외과 19 18.6
일반외과 19 18.6
정형외과 9 8.8
기타 19 18.6

중환자실
입실사유

수술후 관리 51 50.0
심장 질환 27 26.5
호흡 부전 16 15.7
쇽 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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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중환자의 일반적 특성 n=102

수는 32.4%였고,없는 경우가 67.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사 대상자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64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62명이 응답하였고 성별은 여자가 95.2%로 대다수이었으며 남자가 4.8%를 차
지하고 있었다.연령은 30세 이하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는 33.9%.
41세 이상은 9.7% 순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0.69(5.58)세로 나타났
다.결혼은 미혼이 76.3%로 대부분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47.5%로 가장 많
았다.최종학력은 대학졸업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이 27.1%,대학
원이상이 3.4%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7.4%,책임간호사가 22.6%로 나타나 모든 간호사 대상자

가 중환자의 직접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임을 알 수 있었다.간호사의 병원
전체 근속년수는 평균 6.87년(5.41)이었으며 임상등급의 4단계로 나누어 볼 때 7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3년 ~ 6년이
24.6%,1~2년이 13.8%,1년 미만이 12.1%순으로 나타났다.중환자실 근무년수는
평균 4.27(3.30)년이며 3~6년의 유능한 단계의 간호사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SD)

호흡보조치료
침습적 치료 20 19.6
비침습적 치료 59 57.8
없음 23 22.6

간호 중증도
3군(33-65점) 2 2.0 92.82

(10.14)4군(66-98점) 65 63.7
5군(99-150점) 35 34.3

주 보호자
배우자 52 51.0
자녀 29 28.4
부모 9 8.8
기타 12 11.8

과거 중환자실
입실경험

유 33 32.4
무 69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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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숙련단계가 22.4%,1년 미만의 초보자 단계가 12.1%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대상자중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2%로 낮았으며 보호자
였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0%로 많았다.

표 2.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62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SD)

성별
여 59 95.2

남 3 4.8

연령

30세이하 35 56.4 30.69

(5.58)
31-40세 21 33.9

41세이상 6 9.7

결혼상태
미혼 45 76.3

기혼 14 23.7

종교

불교 1 1.7

기독교 22 37.3

천주교 5 8.5

무교 28 47.5

기타 3 5.1

최종학력

전문대 16 27.1

대학졸업 41 69.5

대학원이상 2 3.4

직위
일반간호사 48 77.4

책임간호사 14 22.6

근속년수 

1년 미만 7 12.1
6.87

(5.41)

1년 ~ 2년 8 13.8

3년 ~ 6년 16 24.6

7년 이상 27 46.6

중환자실 

근무년수

1년 미만(초보자) 12 20.7
4.27

(3.30)

1년 ~ 2년(상급 초보자) 8 13.8

3년 ~6년(유능한 단계) 25 43.1

7년 이상(숙련 단계) 13 22.4

입원한 

경험

유 19 32.2

무 40 67.8

보호자였던 

경험

유 46 78.0

무 1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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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시각적 사상 척도를 사용하여 0점에서 10
점까지의 점수를 수집하였다.대상자에게 얻어진 점수에서 0-2점을 매우 낮다.3
점을 비교적 낮다,4점을 낮다.4-6점을 보통,7점 비교적 높다.8점 높다.9-10점
을 매우 높다고 보았다.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총점수 평균은
7.57(1.85)점으로 만족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영역 별로

표 3.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n=102
영역 항 목 평균 (SD)

치
료
적
간
호

1.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8.99(1.68)
2.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 8.94(1.70)
3.상처의 관찰과 소독 8.46(2.00)
4.주사부위 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8.31(2.17)
5.치료나 간호 후 상태변화 관찰 8.04(2.38)
6.자세유지 7.83(2.70)
7.객담배출 보조하기 7.56(2.52)
소 계 8.28(1.85)

환
경
적
간
호

1.실내 온도 8.10(2.63)
2.실내 습도 7.95(2.54)
3.실내 조명 7.89(2.65)
4.환의와 시트교환 7.89(2.45)
5.수면 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7.74(2.32)
6.실내 환기 7.73(2.63)
7.실내 소음 6.96(2.96)
소 계 7.75(1.99)

신
체
적
간
호

1.대소변 관리 8.28(2.09)
2.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 8.17(2.57)
3.음료나 음식섭취보조 8.15(2.28)
4.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도와주기 8.04(2.45)
5.통증 간호 7.75(2.73)
6.구강위생과 신체청결 7.46(2.83)
7.마사지,침상운동 5.96(3.31)
소 계 7.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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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계속.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n=102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8.28(1.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환경

영역 항 목 평균 (SD)

정
서
적
간
호

1.다음근무자에게 현제상태 인계하기 8.47(2.23)
2.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 8.36(2.14)
3.의사 진찰 시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8.31(2.09)
4.환자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기 8.14(2.20)
5.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 8.04(2.34)
6.자주 와서 증상이나 호소듣기 7.60(2.55)
7.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 7.92(2.50)
8.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심리상태 변화에 대해 이해
하기 7.54(2.58)

9.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6.48(3.02)
10.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경제상태,가족관계,직장문
제)등 고민 상의하기 5.76(2.88)

11.질병과 관계없는 주제(뉴스,취미,다른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대화하기 5.46(3.06)

소 계 7.50(2.03)

정
보
적
간
호

1.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해서 안심시키기 8.15(2.10)
2.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 7.96(2.30)
3.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나 위로하기 7.81(2.38)
4.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서설
명해주어 불안한 마음 감소시켜주기 7.65(2.38)

5.검사나 처치의 목적과 방법 설명하기 7.62(2.59)
6.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하기 6.98(3.05)
7.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6.85(2.84)
8.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 6.52(2.85)
9.질병의 증상,치료계획,합병증,응급시 상황 및 대처방법
에 대해 설명 6.29(3.20)

10.중환자실 퇴실 후 관리에 대해 설명 5.85(3.30)
11.중환자실 퇴실 후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 5.27(3.31)

소 계 7.01(2.14)

총 합 7.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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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7.75(1.99)점,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7.69(1.94)점,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7.50(2.03)점,정보적 간호요구에 대
한 만족도는 7.01(2.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이 8.99점

‘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이 8.9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세유지’가 7.83
점,‘객담배출 보조’가 7.56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
족도는 ‘실내 온도’가 8.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내습도’가 7.95점을 얻었으며
‘환기’7.73점,‘소음’6.96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
도는 ‘대소변 관리’가 8.28점,‘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가 8.17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구강위생과 신체청결’이 7.46점, ‘마사지나 침상운동’이 5.96점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의 현제상
태에 대해 인계하기’가 8.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치료나 진찰을 받
을 때 가리개,커튼으로 가려주기’가 8.36점으로 높았다.‘질병과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기’가 5.46점으로 가장 낮았다.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간
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하기’가 8.1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검
사나 처치과 설명하기(6.98)’,‘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해 설명(6.85)’,
‘예후에 대한 정보(6.52)’,‘질병에 관한 정보(6.29)’,‘중환자실 퇴실 후 관리에 대한
정보(5.85)’가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중환자실 퇴실 후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
요법에 대한 정보’가 5.2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333...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지지지도도도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총점수 평균은 8.15(0.82)점으로 높

은 수준이었으며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의 간호사 인지도가
9.04(0.91)점을 얻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그 다음으로
는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 8.32(0.84)점을 얻었으며 환경적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7.88(1.22),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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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00)점,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7.72(1.05)점 순으로 나타
났다<표 4>.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항목을 살펴보면 ‘상처의 관찰과 소

독’에 대한 인지도가 9.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세유지’에 대한 인지도가 8.53점
으로 가장 낮았다.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는 ‘통증 간호’에 대
한 인지도가 9.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이나 음료 섭취보조’에 대한 인지도
가 7.42점으로 가장 낮았다.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는 ‘실내 환

표 4.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n=62
영역 항 목 평균 (SD)

치
료
적
간
호

1.상처의 관찰과 소독 9.52(1.05)
2.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9.34(1.16)
3.주사부위 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9.34(0.90)
4.객담배출 보조하기 8.95(1.21)
5.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 8.85(1.23)
6.치료나 간호 후 상태변화 관찰 8.74(1.13)
7.자세유지 8.53(1.45)
소 계 9.04(0.91)

신
체
적
간
호

1.통증 간호 9.34(0.79)
2.대소변 관리 9.05(0.97)
3.구강위생과 신체청결 8.48(1.46)
4.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도와주기 8.39(1.41)
5.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 7.81(1.62)
6.마사지,침상운동 7.76(1.60)
7.음료나 음식섭취보조 7.42(1.50)
소 계 8.32(0.84)

환
경
적
간
호

1.실내 환기 8.40(1.36)
2.수면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7.97(1.75)
3.실내 조명 7.82(1.60)
4.실내 소음 7.82(1.99)
5.실내 온도 7.81(1.44)
6.실내 습도 7.73(1.51)
7.환의와 시트교환 7.66(1.62)
소 계 7.8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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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계속.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n=62

영역 항 목 평균 (SD)

정
보
적
간
호

1.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서설명
해주어 불안한 마음 감소시켜주기 8.53(1.24)

2.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나 위로하기 8.35(1.09)
3.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 8.27(1.23)
4.검사나 처치의 목적과 방법 설명하기 8.24(1.08)
5.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하기 8.13(1.30)
6.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7.97(1.51)
7.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해서 안심시키기 7.95(1.48)
8.중환자실 퇴실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하기 7.36(1.63)
9.질병의 증상,치료계획,합병증,응급시 상황 및 대처방법
에 대해 설명 7.36(1.85)

10.중환자실 퇴실 후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하기 7.21(1.91)

11.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 6.24(1.98)
소 계 7.79(1.00)

정
서
적
간
호

1.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 8.40(1.25)
2.환자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기 8.37(1.30)
3.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8.27(1.42)
4.자주 와서 증상이나 호소듣기 8.24(1.38)
5.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 8.24(1.48)
6.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심리상태 변화에 대해 이해하
기 8.16(1.13)

7.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 8.13(1.08)
8.다음근무자에게 현제상태 인계하기 8.06(1.45)
9.의사 진찰 시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7.27(1.55)
10.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경제상태,가족관계,직장문제)
등 고민 상의하기 6.19(1.91)

11.질병과 관계없는 주제(뉴스,취미,다른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대화하기 5.55(1.92)

소 계 7.72(1.05)

총 합 8.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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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인지도가 8.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의와 시트 교환’에 대한 인지도
가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는 ‘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서설명해주어 불안한 마음 감소시켜주
기’에 대한 인지도가 8.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대한
인지도가 6.24점으로 가장 낮았다.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는
‘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에 대한 인지도가 8.40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질병과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기’에 대한 인지도가 5.55
점으로 가장 낮았다.

444...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수수수행행행도도도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총점수의 평균은 7.31(1.0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는 8.74(0.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7.71(1.07)점,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7.06(1.26)점,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6.64(1.44)점 순이었으며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6.41(1.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항목을 살펴보면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가 9.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가 8.16점으로 가장 낮았다.신체적 간호요구
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는 ‘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때 도와주기’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가 8.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사지,침상운동’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가
5.74점으로 가장 낮았다.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가 7.74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 등 고민 상의하기’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가 5.47점으가 가장 낮았다.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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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가
5.56점으로 가장 낮았다.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환의와 시

표 5. 중환자의 자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n= 62

영역 항 목 평균 (SD)

치
료
적
간
호

1.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9.65(0.70)
2.상처의 관찰과 소독 9.18(0.97)
3.객담배출 보조하기 8.73(1.30)
4.주사부위 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8.62(1.16)
5.자세유지 8.47(1.33)
6.치료나 간호 후 상태변화 관찰 8.39(1.27)
7.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 8.16(1.23)
소 계 8.74(0.86)

신
체
적
간
호

1.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도와주기 8.52(1.16)
2.대소변 관리 8.45(1.35)
3.통증 간호 8.24(1.18)
4.구강위생과 신체청결 8.06(1.42)
5.음료나 음식섭취보조 7.48(1.84)
6.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 7.45(1.68)
7.마사지,침상운동 5.74(2.00)
소 계 7.71(1.07)

정
서
적
간
호

1.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7.74(1.88)
2.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 7.65(1.58)
3.다음근무자에게 현제상태 인계하기 7.60(1.73)
4.자주 와서 증상이나 호소듣기 7.53(1.49)
5.환자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기 7.42(1.63)
6.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심리 상태 변화 이해하기 7.39(1.66)
7.의사 진찰시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7.35(1.64)
8.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 7.02(1.56)
9.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 6.90(1.78)
10.질병과 관계없는 주제(뉴스,취미,다른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대화하기 5.54(2.12)

11.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경제상태,가족관계,직장문제)
등 고민 상의하기 5.47(2.36)

소 계 7.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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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계속. 중환자의 자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n= 62

트 교환’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가 7.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내 습도’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가 5.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역 항 목 평균 (SD)

정
보
적
간
호

1.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 7.55(1.44)
2.검사나 처치의 목적과 방법 설명하기 7.44(1.56)
3.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서설명
해주어 불안한 마음 감소시켜주기 7.21(1.55)

4.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나 위로하기 6.92(1.66)
5.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6.79(1.92)
6.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하기 6.76(1.90)
7.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해서 안심시키기 6.71(2.18)
8.중환자실 퇴실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하기 6.21(1.94)
9.질병의 증상,치료계획,합병증,응급시 상황 및 대처방법
에 대해 설명 6.20(2.20)

10.중환자실 퇴실후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 설
명 5.85(2.10)

11.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 5.56(2.13)
소 계 6.64(1.44)

환
경
적
간
호

1.환의와 시트교환 7.74(1.35)
2.실내 조명 6.53(1.92)
3.실내 온도 6.44(1.78)
4.수면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6.28(2.20)
5.실내 환기 6.03(1.91)
6.실내 소음 6.00(1.79)
7.실내 습도 5.92(2.00)
소 계 6.41(1.46)

총 합 7.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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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수수수행행행도도도와와와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의 차이를 각 영
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8.74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8.28점)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83,p>.05)<표 6>.신
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7.71점)와 중환자의 만족도(7.69점)는 비슷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07,p>.05).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의 수행도(7.06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50)가 오히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1.55,p>.05).또한 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6.64

표 6.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 차이

영

역
항 목

간호사의

수행도

(n= 62)

중환자의 

만족도

(n=102)
t p

Mean(SD)

치

료

적 

간

호

1.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9.65 (0.70) 8.94 (1.70) 3.10 0.00 

2.상처의 관찰과 소독 9.18 (0.97) 8.99 (1.68) 0.80 0.43 

3.객담배출 보조하기 8.73 (1.30) 8.31 (2.17) 1.35 0.18 

4.주사부위 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8.62 (1.16) 8.46 (2.00) 0.59 0.56 

5.자세유지 8.47 (1.33) 7.56 (2.52) 2.57 0.01 

6.치료나 간호 후 상태변화 관찰 8.39 (1.27) 8.04 (2.38) 1.06 0.29 

7.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 8.16 (1.23) 7.83 (2.70) 0.91 0.36 

소 계 8.74 (0.86) 8.28 (1.85) 1.83 0.07 

신

체

적 

간

호

1.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도와주
기 8.52 (1.16) 8.04 (2.45) 1.44 0.15 

2.대소변 관리 8.45 (1.35) 8.28 (2.09) 0.57 0.57 

3.통증 간호 8.24 (1.18) 7.75 (2.73) 1.35 0.18 

4.구강위생과 신체청결 8.06 (1.42) 7.46 (2.83) 1.55 0.12 

5.음식이나 음료 섭취보조 7.48 (1.84) 8.15 (2.28) -1.95 0.05 

6.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 7.45 (1.68) 8.17 (2.57) -1.95 0.05 

7.마사지,침상운동 5.74 (2.00) 5.96 (3.31) -0.46 0.64 

소 계 7.71 (1.07) 7.69 (1.94) 0.07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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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계속.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 차이

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01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1.20,p>.05).그러나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6.41점)보다 중
환자의 만족도(7.75점)으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4.60.p<.01).

영
역

항 목

간호사의
수행도
(n= 62)

중환자의 
만족도

(n=102) t p

Mean(SD)

정

서

적 

간

호

1.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
간에 대해 설명하기 7.74 (1.88) 6.48 (3.02) 2.97 0.00 

2.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 7.65 (1.58) 8.36 (2.14) -2.29 0.02 

3.다음근무자에게 현제상태 인계하기 7.60 (1.73) 8.47 (2.23) -2.56 0.01 

4.자주 와서 증상이나 호소듣기 7.53 (1.49) 7.60 (2.55) -0.18 0.85 

5.환자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기 7.42 (1.63) 8.14 (2.20) -2.22 0.03 

6.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심리상태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7.39 (1.66) 7.54 (2.58) -0.42 0.68 

7.의사 진찰 시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
서 도와주기 7.35 (1.64) 8.31 (2.09) -3.04 0.00 

8.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
봐주기 7.02 (1.56) 8.04 (2.34) -3.05 0.00 

9.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 6.90 (1.78) 7.92 (2.50) -2.80 0.01 

10.질병과 관계없는 주제 대화하기 5.54 (2.12) 5.46 (3.06) 0.18 0.86 

11.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 등 고민
상의 5.47 (2.36) 5.76 (2.88) -0.66 0.51 

소 계 7.06 (1.26) 7.50 (2.03) -1.55 0.12 

환

경

적 

간

호

1.환의와 시트교환 7.74 (1.35) 7.89 (2.45) -0.44 0.66 

2.실내조명 6.53 (1.92) 7.89 (2.65) -3.52 0.00 

3.실내온도 6.44 (1.78) 8.10 (2.63) -4.35 0.00 

4.수면 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6.28 (2.20) 7.74 (2.32) -3.96 0.00 

5.실내 환기 6.03 (1.91) 7.73 (2.63) -4.38 0.00 

6.실내소음 6.00 (1.79) 6.96 (2.96) -2.29 0.02 

7.실내 습도 5.92 (2.00) 7.95 (2.54) -5.32 0.00 

소 계 6.41 (1.46) 7.75 (1.99) -4.60 0.00 

총   합 7.31 (1.05) 7.57 (1.85) -1.01 0.31 



- 34 -

표 6-계속.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 차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중환자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영
역

항 목

간호사의
수행도
(n= 62)

중환자의 
만족도

(n=102) t p

Mean(SD)

정

보

적 

간

호

1.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
해 설명하기 7.55 (1.44) 7.96 (2.30) -1.26 0.21 

2.검사나 처치의 목적과 방법 설명하기 7.44 (1.56) 7.62 (2.59) -0.50 0.62 

3.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서설명해주어 불안한 마
음 감소시켜주기

7.21 (1.55) 7.65 (2.38) -1.28 0.20 

4.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
나 위로하기 6.92 (1.66) 7.81 (2.38) -2.59 0.01 

5.의료기구,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해
설명 6.79 (1.92) 6.85 (2.84) -0.16 0.87 

6.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하기 6.76 (1.90) 6.98 (3.05) -0.52 0.61 

7.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하기 6.71 (2.18) 8.15 (2.10) -4.18 0.00 

8.중환자실 퇴실후 관리에 대해 설명 6.21 (1.94) 5.85 (3.30) 0.78 0.44 

9.질병의 증상,치료계획,합병증,응급
시 상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 6.20 (2.20) 6.29 (3.20) -0.20 0.84 

10.중환자실 퇴실후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 5.85 (2.10) 5.27 (3.31) 1.23 0.22 

11.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 5.56 (2.13) 6.52 (2.85) -2.23 0.03 

소 계 6.64 (1.44) 7.01 (2.14) -1.20 0.23 

환

경

적 

간

호

1.환의와 시트교환 7.74 (1.35) 7.89 (2.45) -0.44 0.66 

2.실내조명 6.53 (1.92) 7.89 (2.65) -3.52 0.00 

3.실내온도 6.44 (1.78) 8.10 (2.63) -4.35 0.00 

4.수면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6.28 (2.20) 7.74 (2.32) -3.96 0.00 

5.실내 환기 6.03 (1.91) 7.73 (2.63) -4.38 0.00 

6.실내소음 6.00 (1.79) 6.96 (2.96) -2.29 0.02 

7.실내 습도 5.92 (2.00) 7.95 (2.54) -5.32 0.00 

소 계 6.41 (1.46) 7.75 (1.99) -4.60 0.00 

총   합 7.31 (1.05) 7.57 (1.85) -1.01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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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항목으로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9.65점)
보다 중환자의 만족도(8.94점)가 낮았으며(t=3.10,p<.01).‘자세유지’에 대한 간호
사의 수행도(8.47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56점)가 낮았다(t=2.57,p<.0.05).신체
적 간호요구의 각각의 항목은 전부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항목 중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간호만족도가 낮은 경우

는 유일하게 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 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t=2.97,p<.01)였으며 오히려 간호사의 수행도는 낮으나 중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6가지 항목으로 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
(t=-2.29,p<.05),다음 근무자에게 현제상태 인계하기(t=-2.56,p<.05),환자의 말
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t=-2.22,p<0.03),의사 진찰시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기(t=-3.04, p<.01), 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t=-3.05, 

p>.01), 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t=-2.80, p<.05)로 나타났다. 

  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항목 중 3항목이 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

나 위로하기(t=-2.59, p<.05), 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해서 안심시키기(t=-4.18, 

p<.01), 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t=-2.23, p<.03)가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중환자

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환경적 간호요구에서는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중

환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6가지 항목은 실내조명

(t=-3.52, p<.01) 실내온도(t=-4.35, p<.01), 수면시 불필요한 처치조절(t=-3.96, 

p<.01), 실내 환기(t=-4.38, p<.01), 실내 소음(t=-2.29, p<.05), 실내 습도

(t=-5.32, P<.01)이다. 즉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7.31점)와
중환자의 만족도(7.57점)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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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지지지도도도와와와 수수수행행행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거의 대부분의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75,p<.01).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t=2.38, p<.05),신체적 간호요구(t=4.59,p<.01),환경적 간호요구
(t=7.57, p<.01), 정보적 간호요구(t=7.20, p<.01), 정서적 간호요구(t=4.43, 

p<.01)가 모두 간호사의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치료적 간호요구는 상처의 관찰과 소독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는 9.34점,수행

도는 8.62점으로 가장 차이가 많았으며(t=4.23,p<0.01),자세유지에 대한 간호인지
도는 8.85점인데 반해 수행도는 8.16점으로 낮았다(t=3.87,p<.01).
신체적 간호요구에서는 통증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가 9.34점인데 반해

수행도는 8.24점으로 낮았으며(t=7.77,p<.01),마사지,침상운동에 대한 인지도의
7.76점보다 수행도가 5.74점으로 낮았다(t=6.88,p<.01).
환경적 간호요구에서는 실내 환기에 대한 간호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간호사가

인지한 점수가 8.40점인데 반해 실제 수행하는 정도는 6.03점으로 가장 차이가 많
이 났다(t=8.53,p<.01)
정보적 간호요구에 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 불안한 마음 감소시켜주기(t=6.84, p<.01), 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나 위로하기(t=6.79, p<.01)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간호요구에서

는 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t=5.91, p<0.01), 환자의 의사

(뜻)를 참작하기(t=5.73, p<.01)가 인지하는 정도에 비해 수행정도의 차이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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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

영
역

항 목

간호사의 
인지도
(n=62)

간호사의 
수행도
(n= 62) t p

Mean(SD)

치

료

적 

간

호

1.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9.52 (1.05) 9.18 (0.97) 2.04 0.05

2. 상처의 관찰과 소독 9.34 (0.90) 8.62 (1.16) 4.23 0.00

3. 체온, 맥박, 호흡 및 혈압 측정 9.34 (1.16) 9.65 (0.70) -2.09 0.04

4. 주사부위 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8.95 (1.21) 8.73 (1.30) 1.46 0.15

5. 자세유지 8.85 (1.23) 8.16 (1.23) 3.87 0.00

6. 치료나 간호 후 상태변화 관찰 8.74 (1.13) 8.39 (1.27) 2.04 0.05

7. 객담배출 보조하기 8.53 (1.45) 8.47 (1.33) 0.34 0.73

소 계 9.04 (0.91) 8.74 (0.86) 2.38 0.02

신

체

적 

간

호

1. 통증 간호 9.34 (0.79) 8.24 (1.18) 7.77 0.00

2. 대소변 관리 9.05 (0.97) 8.45 (1.35) 3.81 0.00

3. 구강위생과 신체청결 8.48 (1.46) 8.06 (1.42) 1.94 0.06

4. 침상에서일어나거나누울때 돕기 8.39 (1.41) 8.52 (1.16) -0.65 0.52

5. 아프지 않게 주사놓기 7.81 (1.62) 7.45 (1.68) 2.06 0.04

6. 마사지,침상운동 7.76 (1.60) 5.74 (2.00) 6.88 0.00

7. 음식이나 음료 섭취보조 7.42 (1.50) 7.48 (1.84) -0.26 0.80

소 계 8.32 (0.84) 7.71 (1.07) 4.59 0.00

환

경

적 

간

호

1. 실내 환기 8.40 (1.36) 6.03 (1.91) 8.53 0.00

2. 수면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7.97 (1.75) 6.28 (2.20) 5.88 0.00

3. 실내소음 7.82 (1.99) 6.00 (1.79) 5.88 0.00

4. 실내조명 7.82 (1.60) 6.53 (1.92) 5.16 0.00

5. 실내온도 7.81 (1.44) 6.44 (1.78) 4.92 0.00

6. 실내습도 7.73 (1.51) 5.92 (2.00) 6.88 0.00

7. 환의와 시트교환 7.66 (1.62) 7.74 (1.35) -0.36 0.72

소 계 7.88 (1.22) 6.41 (1.46) 7.57 0.00

정

보

적 

간

호 

1. 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

의 원인에 대해 서설명해주어 불안

한 마음 감소시켜주기

8.53 (1.24) 7.21 (1.55) 6.84 0.00

2. 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

려나 위로하기
8.35 (1.09) 6.92 (1.66) 6.79 0.00

3. 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
8.27 (1.23) 7.55 (1.44) 3.62 0.00

4. 검사나 처치의 목적과 방법 설명 8.24 (1.08) 7.44 (1.56) 4.36 0.00

5. 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하기 8.13 (1.30) 6.76 (1.90) 5.48 0.00

6. 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

해 설명하기
7.97 (1.51) 6.79 (1.92) 5.3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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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계속.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

영
역

항 목

간호사의 
인지도
(n=62)

간호사의 
수행도
(n= 62) t p

Mean(SD)

정

보

적

간

호

7. 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해서 안심

시키기
7.95 (1.48) 6.71 (2.18) 4.69 0.00

8. 중환자실 퇴실후 관리에 대해 설명 7.36 (1.63) 6.21 (1.94) 4.57 0.00

9. 질병의 증상, 치료계획, 합병증, 응

급시 상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
7.36 (1.85) 6.20 (2.20) 4.05 0.00

10. 중환자실 퇴실후 필요한 식이요법

과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
7.21 (1.91) 5.85 (2.10) 5.02 0.00

11. 예후에 대해 이야기하기 6.24 (1.98) 5.56 (2.13) 3.47 0.00

소 계 7.79 (1.00) 6.64 (1.44) 7.20 0.00

정

서

적 

간

호

1. 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 커

튼 등으로 가려주기
8.40 (1.25) 7.65 (1.58) 3.54 0.00

2. 환자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기 8.37 (1.30) 7.42 (1.63) 4.56 0.00

3. 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 회진

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8.27 (1.42) 7.74 (1.88) 2.20 0.03

4. 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
8.24 (1.48) 7.02 (1.56) 5.91 0.00

5. 자주 와서 증상이나 호소듣기 8.24 (1.38) 7.53 (1.49) 4.07 0.00

6. 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 심리상

태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8.16 (1.13) 7.39 (1.66) 3.54 0.00

7. 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 8.13 (1.08) 6.90 (1.78) 5.73 0.00

8. 다음근무자에게 현제상태 인계하기 8.06 (1.45) 7.60 (1.73) 2.12 0.04

9. 의사 진찰시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

서   도와주기
7.27 (1.55) 7.35 (1.64) -0.41 0.68

10. 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경제상

태, 가족관계, 직장문제)등 고민 상

의하기

6.19 (1.91) 5.47 (2.36) 2.62 0.01

11. 질병과 관계없는 주제(뉴스, 취미, 

다른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대화
5.55 (1.92) 5.54 (2.12) 0.65 0.52

소 계 7.72 (1.05) 7.06 (1.26)4.43 0.00

총 합 8.15 (0.82) 7.31 (1.05) 6.7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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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이설희(1986)의 연구와  다른 문헌을 기반으로 입원환자의 간호요

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중환자의 실정에 맞는 간호요구 도구를 개

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환자와 간호사의 관점을 분석하는 횡단적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의식 있는 성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
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정도를 비교하여 환자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간호사로부터 간호 받기 원하는

정도를 측정한 점수로서 이설희(1986)가 개발한 도구를 참고로 중환자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신체적 간호,환경적 간호,치료적 간호,정서적 간호,정보적
간호의 5가지 항목,43문항으로 구성된 간호활동을 의미하며  중환자의 만족도, 간

호사의 인지도, 간호사의 수행도의 차원으로 각각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 간호사의 인지도, 간호

사의 수행도의 측정에 사용한 평가도구는 Cronbach alpha 값이 각각 0.980,
0.958,0.968로 나타나 이설희(1986) 도구의 Cronbach'salpha값이 환자의 간호요
구는 0.932,간호사의 간호요구0.962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요구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시 이설희(1986)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다

른 연구(서봉화, 2000; 한경아, 2002)에서도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기존연구(이설희, 1986; 서봉화, 2000, 한경아, 2002)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의 상태와 나이를 고려

하여 시각적 사상척도를 사용하였고 10점 척도로 개발하였으며 중환자에게는 1: 

1 면접법을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이는 중환자에게 설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견해가 보다 차별화되어 명확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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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시각적 사상 척도를 사용하여 0점에서 10
점까지의 점수를 수집하였다.대상자에게 얻어진 점수에서 0-2점을 매우 낮다.3-
4점을 비교적 낮다.5-6점을 보통,7-8점 비교적 높다.9-10점을 매우 높다고 본
다면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총점수 평균은 7.57(1.85)점으로 만족정
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영역 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
에 대한 만족도가 8.28(1.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
도는 7.75(1.99)점,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7.69(1.94)점,정서적 간호요구
에 대한 만족도 7.50(2.03)점,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7.01(2.14)점 순으
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로 중환자는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8.28점으
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고 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7.01점으로 가장
낮아 중환자에게 정보에 대한 부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Nelson,Kinjo,
Meier,etal(2005)의 연구에서는 기관절개 후 장기간의 기계호흡이 요구되는 중
환자와 가족들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질병
이나 치료의 속성,예후,치료의 효과,잠재적인 합병증,입원 후 예상되는 치료,
그리고 치료의 지속성 또는 변경사항등 6가지 정보영역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정
보제공은 않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위급한 질병단계에서 만
성화 단계로 넘어갈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매우중요하며,이러한 의사소통의
주요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각각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이 8.99점 ‘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이 8.94점으로 높게 나타
났고 ‘자세유지’가 7.83점,‘객담배출 보조’가 7.56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자세유
지는 침상에서만 안정해야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면서 사소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객담배출 보조는 호흡부전이나 수술 후 합병증 예방차원
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직접적인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중환자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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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실내 온도’가 8.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
내습도’가 7.95점을 얻었으며 ‘환기’7.73점,‘소음’6.96점 순으로 나타났다.환경적
인 측면에서 소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을 검증하는
결과이다(신증수,1995;김귀분외9인,1999).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가장 큰
고통과 불편감으로 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수면장애는 중환자실 환자의
1/4~1/2정도가 겪고 있는데 조명,소음,통증 또는 무력감,불안,간호사의 활
동과 갖가지 의료적인 시술 등은 수면 방해하는 요인들이고,이러한 변화들은 환
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지각적 박탈과 감각적 부담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중요
하다(Briggs,1991;Redeker,2000).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대소변 관리’가 8.28점,‘아프지 않게 주사 놓

기’가 8.17점으로 높았으며 ‘구강위생과 신체청결’이 7.46점, ‘마사지나 침상운동’
이 5.96점 순으로 가장 낮았다.중환자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의료장비,치료목적
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마사지나 침상운동은 중환자에게 매
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불편감은 환자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의 현제상태에 대해

인계하기’가 8.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
개,커튼으로 가려주기’가 8.36점으로 높았다.‘질병과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 대화
하기’가 5.46점으로 가장 낮았다.이는 중환자 간호에 있어서 치료중심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위급한 상황에서 중환자의 개인 특성이나 사회적인 면은 무시
된 체 질병의 치료에만 집중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하기’가 8.1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검사나 처치결과 설명하기(6.98)’는 검사나 처치전 목적
과 방법 설명(7.62)보다 낮게 나타나 검사나 처치 전 설명은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중환자에게 사용되
는 특수한 의료장비들이 매우 많이 설치되어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에 대해 설명(6.85)’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
다. ‘예후에 대한 정보(6.52)’은 중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정보이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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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으며 정보제공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다학제적인 접근과 가족을 포함하여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질병에 관한 정보(6.29)’,‘중환자실 퇴실 후 관리에 대한
정보(5.85)’‘중환자실 퇴실 후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한 정보(5.27)’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질병에 관한 정보나 중환자실 퇴실 후 관리에 대한
정보는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환자가 더 편안한 상태에서의 정보제공이 더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중환자실 퇴실 후 필요한 식이요법
이나 운동요법은 중환자가 금식상태이거나 침상안정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언제쯤 식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은 결과로 생
각된다.
중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결과 7점 미만의 점수로 만족도가 낮거

나 보통으로 응답한 중환자는 102명 중 30(27.4%)명에 해당하였다,각 영역별로
분석하면 정서적 간호요구 34명(33.3%),신체적 간호요구 32명(31.4%),정보적 간
호요구 28명(27.5%),환경적 간호요구 28명(27.5%),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
도는 22명(21.6%)이었다.전체 평균으로 분석하면 7.57점으로 모든 중환자가 비교
적 높은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중환자의 약
30%가 7점미만으로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불만족 하였다.이처럼 30%에 해
당하는 중환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
다.개개인의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서로 다른 불편감과 고통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총 점수 평균은 8.15(0.82)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의 간호사 인지도가
9.04(0.91)점을 얻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그 다음으로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 8.32(0.84)점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
호사의 인지도 7.88(1.22),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 7.79(1.00)점,정
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7.72(1.0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사가 중환자의 다른 요구보다 치료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더 중시하
여 환자의 생명 보존을 위한 목적적 간호행위에 치중되며 중환자가 느끼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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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대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남명자 (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총점수의 평균은 7.31(1.0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사의 인지도보다는 낮은 결과이다.영역
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는 8.74(0.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7.71(1.07)점,정서적 간호요
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7.06(1.26)점,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
행도는 6.64(1.44)점 순이었으며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6.41(1.46)점으로 가장 낮았다.환경적 간호요구는 간호사의 인지도가 3번째로 높
았던 것에 비해 수행도는 가장 낮은 점수이다.이는 환경적인 중요성을 간호사들
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어떠한 장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8.74점)보다 중환
자의 만족도(8.28점)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83,p>.05).신제
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7.71점)와 중환자의 만족도(7.69점)는 비슷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07,p>.05).이러한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에게 치료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매우 중시하는 결과로 중환자 또한 간
호사가 수행한 정도로 비슷한 만족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정서적 간호요구
는 간호사의 수행도(7.06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50)가 오히려 높았고(t=-1.55,
p>.05)정보적 간호요구 또한 간호사의 수행도(6.64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01
점)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20,p>.05).그러나 환경적 간
호요구에서는 간호사의 수행도(6.41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75점)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4.60.p<.01).즉 세 가지 영역인 정보적 간호요
구,정서적 간호요구,환경적 간호요구에서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더구나 환경적인 간호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중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이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이 정서적인 면이나
정보적인 면,그리고 환경적인 면은 응급상황을 고려하며 참아내는 결과라고 해
석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중환자의 간호요구 중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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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요구,정보적 간호요구,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가 다른 영
역보다 낮다는 것이다.한편 중환자와 간호사가 응답한 점수는 주관적이기 때문
에 서로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각 영역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중환자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3가지 항목으로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9.65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중환자의 만족도(8.94점)가 낮았으며(t=3.10,p<.01).
‘자세유지’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8.47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56점)가 낮았고
(t=2.57,p<.0.05).‘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t=2.97,p<.01)’였다.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간호사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
하나 중환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항목으로 불일치가 일어나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환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시 여기는지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하겠다.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거의 대부분
간호사의 인지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75,
p<.01).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t=2.38, p<.05),신체적 간호요구
(t=4.59,p<.01),환경적 간호요구 (t=7.57,p<.01),정보적 간호요구(t=7.20,
p<.01),정서적 간호요구(t=4.43, p<.01)가 모두 간호사의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간호사가 중환자의 간호요구를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있으나 그만큼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수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하며 밝혀진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와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도에 대한 차이를 추가 분석 해보았다.중환자의 일반적 특
성에서는 간호중증도와 호흡호조 치료에서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으나 중환자
실 입실이나 진단명,입실사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부록 3>.간호중증
도는 환경적인 간호요구와 정서적인 간호요구에서 중환자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
었다(p<.05).즉 간호중증도가 높을수록 환경적인 면과 정서적인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침습적 호흡보조 치료하는 경우는 비 침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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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치료나 없는 경우보다 치료적 간호요구,정서적 간호요구,환경적 간호요구,정
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부록3>.이는 기관 삽관이나 기관 절개
한 환자의 경우 대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중환자실은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많다.이러한 원인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간호사의 일반적 상태에 따른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도는 간호사가

연령이 많거나 근무경력이 많은 경우 직위가 높은 경우 모두 인지도가 높았다(p<
.05)< 부록 5>.그러나 일반적 상태에 따른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수행도<부
록 6>는 직위가 높을수록 수행도 또한 높았으나 중환자실 근무경력에 따른 수행
도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일반간호사가 62명중 48명인 경우를 감
안했을 때 대부분의 간호사가 중환자의 간호요구를 인지하면서도 수행하지 못하
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는 책임 간호사보다 일반간호사에 중환자를 직접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수행도가 낮음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연구대상자를 서울 소재 일개 대학부속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한 의식 있는 환자와 간호사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는 모든
중환자와 간호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둘째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
확대 해석 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셋째,간호요구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간호실무와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의의가 있다.첫째,간호실무 측면에서 중환자의 간호요구를 신체적,치료적,환
경적,정서적,정보적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이며,중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에 대한 불일치를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신규
간호사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검

증함으로써 간호중재의 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다.또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
호요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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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서울 시내 Y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한 의식 있는 18세 이상 성
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중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환자실 간호요구항목은 이설희(1986)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과 교수와 마취·통증의학 교수의 자문을
얻어 중환자실 간호사 5인에게 중환자 간호요구 항목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며 43
개의 문항으로 신체적 간호요구 7문항,환경적 간호요구 7문항,치료적 간호요구
7문항,정서적 간호요구 11문항,정보적 간호요구 11문항이다.
자료수집은 2006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내의 Y대학 부속병원에서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환자실 수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중환자는 면접법을 사용
하였으며 간호사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2.0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중환자의 만족도,간호사의 인지도
및 수행도는 빈도와 백분율,평균,표준편차를 측정하였으며 간호사의 수행도와
중환자의 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고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pairedt-test로 분석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요구에 대한 중환자의 만족도와 간호사의 인지 및 수행도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의 총
점수 평균은 7.57(1.85)점으로 만족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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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8.28(1.85)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는 7.75(1.99)점,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
족도 7.69(1.94)점,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7.50(2.03)점,정보적 간호요구
에 대한 만족도는 7.01(2.14)점 순으로 나타났다.
2)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총 점수 평균은 8.15(0.82)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의 간호사 인지도가
9.04(0.91)점을 얻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그 다음으로
는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 8.32(0.84)점을 얻었으며 환경적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7.88(1.22),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인지도
7.79(1.00)점,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7.72(1.05)점 순으로 나타
났다.
3)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총점수의 평균은 7.31(1.05)점으

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수행도는 8.74(0.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
의 수행도는 7.71(1.07)점,정서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7.06(1.26)
점,정보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6.64(1.44)점 순이었으며 환경적 간
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는 6.41(1.46)점으로 가장 낮았다.
4)중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7.31점)와 중환자의 만족도(7.57

점)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01,p>.05).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8.74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8.28점)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83,p>.05).그러나 환경적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6.41점)보다 중환자의 만족도(7.75점)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4.60.p<.01).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t=3.10,p<.01),자세유지

(t=2.57, p<.0.05), 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 회진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t=2.97,p<.01)가 간호사의 수행도보다 중환자의 만족도가 낮았다.
5)중환자의 간호요구에대 한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 차이는 간호사의 인지

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75,p<.01).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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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살펴보면 치료적 간호요구(t=2.38, p<.05),신체적 간호요구(t=4.59,p<.01),
환경적 간호요구 (t=7.57,p<.01),정보적 간호요구(t=7.20,p<.01),정서적 간호요
구(t=4.43, p<.01)가 모두 간호사의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 간호연구 방향과 간호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는 중환자의 요구도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사의 인지도와 수행도에
대한 횡단적 연구로 동시에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경우 중환자의 간호요
구(기대수준)의 측정은 불가능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간호요구와 만족도 차이
를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2)간호실무에서 중환자의 간호 제공시 실제적인 간호업무수행 시스템의 개발을
제언한다.

3)간호요구에 대해 만족도가 적은 표적 중환자를 중심으로 개별화,차별화된 간
호 중재개발 수립을 제언한다.

4)본 연구가 모든 중환자의 간호요구로 일반화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가 더 많은 중환자를 포함한 양적인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5)끝으로,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분석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간호요구에
대한 인지는 높으나 그만큼 수행할 수 없는 원인을 밝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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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중환자용 면접 조사지

면면면 접접접 조조조 사사사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간호에 대한 환자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분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중환자실에서 간호활동을 수행에 필요

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은 향후 중환

자실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의 중요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힘드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3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이 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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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현현현재재재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다다다음음음 각각각 항항항목목목에에에 만만만족족족하하하는는는지지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의의의견견견을을을 표표표
시시시 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항항 목목목 점점점 수수수
1. 구강위생과 신체 청결이 유지 시켜준다

2. 통증을 잘 알아주고 그에 대해 적절한 간호를 받는다.

3. 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담당간호사가 도와준다.

4. 환자복과 시트를 자주 바꾸어 주고 정리해 줘서 안락한 침

상을 유지해 준다.

5. 치료받고 있는 중환자실이 안락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하다.

6. 잠들 수 있도록 조명을 조절해준다.

7. 내가자는 동안은 처치나 체온측정, 혈액체취를 안한다.

8. 중환자실내 온도가 적절하여, 추위나 더위를 조절해준다.

9. 중환자실내 습도가 적절하여 안락한 환경을 유지해준다.

10. 중환자실내 환기가 잘된다.

11. 침상에서 나의 자세가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12. 대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담당간호사가 도와준다.

13. 식사나 간식,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4. 마사지, 침상운동(PROM) 등을 시켜주어 움직임의 제한으

로 인한 불편감을 편안하게 해준다.

15. 체온, 맥박, 호흡 및 혈압을 정확히 측정한다.

16. 의사의 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17. 상처를 자주 관찰하고 소독한다.

18. 주사를 아프지 않게 잘 놓아준다.

19. 수액이 알맞은 속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사부위가 붓지 

않는지 자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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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ercussion, vibration(진동기계사용), suction(흡인)등을 

자주 실시하여 가래를 잘 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21. 자주 와서 증상이나 호소를 듣고 필요시 의사에게 알려준

다.

22. 다음에 근무할 간호사에게 나의 현재 상태를 잘 인계한다.

23. 검사나 처치의 목적과 방법 등을 잘 설명해 준다.

24. 실시한 검사나 처치 결과를 나에게 잘 설명해 준다.

25. 연결된 의료기구나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목적과 결과를 

설명한다(NIBP,pulse oxymeter, Ventilator, gomco 

suction 등)

26. 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잘 설명한다.

27. 치료나 간호를 하고 나서 나의 상태변화를 잘 관찰해 준

다.

28. 의사 진찰 시 담당간호사가 불편감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

준다.

29. 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나의 정서, 심리상태 변화를 이해해 

준다.

30. 대화할 때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준다.

31. 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 커튼 등으로 가려준다.

32. 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어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켜준다.

33. 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해서 안심시켜 준다.(suction등)

34. 나의 의사(뜻)를 참작하여 나를 간호해 준다.

35. 검사할 때 검사에 대한 나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나 

위로해 준다.

36. 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나를 돌봐준다.

37. 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 회진시간에 대한 설명 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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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질병과 관계없는 나의 현재상황(경제상태, 가족관계, 직장

문제)등 고민을 상의한다.

39. 질병과 관계없는 주제(뉴스, 취미, 다른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담당간호사와 대화한다.

40. 예후에 대해 말해준다.

41. 중환자실 퇴실후 필요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에 대한 

설명 해준다.

42. 중환자실 퇴실후 가정에서 해야 할 나의 간호에 대해 본

인이나 가족에게 설명해 준다.

43. 내 질병(증상, 치료계획, 합병증, 응급시 상황 및 대처방

법)에 대해 잘 알도록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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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연령: 세

2.성별:1)남___,2)여___

3.결혼상태:1)미혼___,2)기혼___,3)이혼 및 사별____,

4.종교여부:1)불교___,2)기독교___,3)천주교___,4)기타: ,5)없음___

5.교육정도:1)국졸___,2)중졸___,3)고졸___,4)대졸이상___,5)무학___

6.직업:1)유____ 2)무____

7.입실일 :

8.진단명 :

9.입실 동기 :

10.간호중증도 점수 :

11.호흡보조기기 사용 여부 1)침습적 치료 2)비침습적 치료 3)치료 없음

12.과거 중환자실 입실 경험:1)유___,2)무___

13.주 보호자:

1)배우자___,2)자녀___,3)부모___,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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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시각적 사상 척도

시시시각각각적적적 사사사상상상 척척척도도도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7777

8888

9999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만족하지 만족하지 만족하지 만족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0000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만족한다만족한다
10101010

보 보 보 보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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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간호사용 설문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간호에 대한 환자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분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중환자실에서 간호활동 및 수행에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은 향후 중

환자실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의 중요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이 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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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환환환자자자가가가 다다다음음음 각각각 항항항목목목을을을 얼얼얼마마마나나나 필필필요요요로로로 하하하는는는지지지 귀귀귀하하하
의의의 의의의견견견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매우매우매우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필요하다필요하다

1.구강위생과 신체 청결
1 2 3 4 5 6 7 8 9

0 10

2.통증 간호
1 2 3 4 5 6 7 8 9

0 10

3.침상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도와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4.환의와 시트 교환
1 2 3 4 5 6 7 8 9

0 10

5.소음
1 2 3 4 5 6 7 8 9

0 10

6.조명 조절
1 2 3 4 5 6 7 8 9

0 10

7.수면 시 불필요한
처치조절 1 2 3 4 5 6 7 8 9

0 10

8.온도
1 2 3 4 5 6 7 8 9

0 10

9.습도
1 2 3 4 5 6 7 8 9

0 10

10.환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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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필필필요요요
하하하지지지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매매매우우우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11.자세유지
1 2 3 4 5 6 7 8 9

0 10

12.대소변관리
1 2 3 4 5 6 7 8 9

0 10

13.음식이나 음료 섭취
보조 1 2 3 4 5 6 7 8 9

0 10

14.마사지,
침상운동(PROM)

1 2 3 4 5 6 7 8 9
0 10

15.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 1 2 3 4 5 6 7 8 9

0 10

16.의사처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1 2 3 4 5 6 7 8 9

0 10

17.상처의 관찰과 소독
1 2 3 4 5 6 7 8 9

0 10

18.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 1 2 3 4 5 6 7 8 9

0 10

19.주사부위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1 2 3 4 5 6 7 8 9

0 10

20.가래뱉기보조:percussi
on,vibration,suction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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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필필필요요요
하하하지지지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매매매우우우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21.환자의 호소 들어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22.환자의 현재
상태(감정,불안)인계 1 2 3 4 5 6 7 8 9

0 10

23.검사나처치 목적과
방법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4.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5.의료기구나 모니터의
이용목적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6.질병이나 치료중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7.치료나 간호 후
상태변화 관찰 1 2 3 4 5 6 7 8 9

0 10

28.의사 진찰 시
담당간호사가
옆에서도와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29.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심리상태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0.환자의 말을 주의 깊
게 들어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31.치료나 진찰을 받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
로 가려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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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필필필요요요
하하하지지지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매매매우우우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32.관심을 갖고 현재 질
병상태나 증상의 원인
에 대해 설명해주어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
켜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33.간호할 순서를 미리
설명하기(suction등) 1 2 3 4 5 6 7 8 9

0 10

34.환자의 의사(뜻)를 참
작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5.검사할 때 검사에 대
한 불안감을 이해하고
격려나 위로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6.항상 미소로 대하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
기. 1 2 3 4 5 6 7 8 9

0 10

37.중환자실의 구조와 면
회규칙,회진시간에 대
해 설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8.질병과 관계없는 현
재상황(경제상태,가족
관계,직장문제)등 고
민을 상의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9.질병과 관계없는 주제
(뉴스,취미,다른 흥
미 있는 것)에 대해
대화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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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필필필요요요
하하하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매매매우우우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40.예후에 대해 말해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41.퇴실 후 필요한 식이
요법이나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42.퇴실 후 간호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설
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43.나와 가족에게 내 질
병(증상,치료계획,합
병증,응급시 상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
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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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는는는 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을을을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수수수행행행하하하는는는지지지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정정정도도도를를를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수수수행행행
하하하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보보보통통통 항항항상상상

수수수행행행한한한다다다

1.구강위생과 신체 청
결 1 2 3 4 5 6 7 8 9

0 10

2.통증 간호
1 2 3 4 5 6 7 8 9

0 10

3.침상에서 일어나거
나 누울 때 도와주
기

1 2 3 4 5 6 7 8 9
0 10

4.환의와 시트 교환
1 2 3 4 5 6 7 8 9

0 10

5.소음
1 2 3 4 5 6 7 8 9

0 10

6.조명 조절
1 2 3 4 5 6 7 8 9

0 10

7.수면 시 불필요한 처
치조절 1 2 3 4 5 6 7 8 9

0 10

8.온도
1 2 3 4 5 6 7 8 9

0 10

9.습도
1 2 3 4 5 6 7 8 9

0 10

10.환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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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수수수행행행
하하하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보보보통통통 항항항상상상

수수수행행행한한한다다다

11.자세유지
1 2 3 4 5 6 7 8 9

0 10

12.대소변관리
1 2 3 4 5 6 7 8 9

0 10

13.음식이나 음료 섭
취 보조 1 2 3 4 5 6 7 8 9

0 10

14.마사지, 침상운동
(PROM) 1 2 3 4 5 6 7 8 9

0 10

15.체온,맥박,호흡 및
혈압 측정 1 2 3 4 5 6 7 8 9

0 10

16.의사처방을 정확하
고 신속하게 수행 1 2 3 4 5 6 7 8 9

0 10

17.상처의 관찰과 소
독 1 2 3 4 5 6 7 8 9

0 10

18.아프지 않게 주사
놓기 1 2 3 4 5 6 7 8 9

0 10

19.주사부위 확인 및
수액의 속도 관찰 1 2 3 4 5 6 7 8 9

0 10

20.가래 뱉기 보
조:percussion,
vibration(진동기계
사용), suction(흡
인)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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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전전전혀혀혀 수수수행행행
하하하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보보보통통통 항항항상상상

수수수행행행한한한다다다

21.환자의 호소 들어
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22.환자의 현재 상태
(감정,불안)인계 1 2 3 4 5 6 7 8 9

0 10

23.검사나 처치의 목
적과 방법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4.검사나 처치 결과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5.의료기구나 모니터
의 이용목적에 대
해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6.질병이나 치료중재
에 관한 질문에 대
해 설명

1 2 3 4 5 6 7 8 9
0 10

27.치료나 간호 후 상
태변화 관찰 1 2 3 4 5 6 7 8 9

0 10

28.의사 진찰 시 담당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29.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정서,심리상
태 변화에 대해 이
해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0.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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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수행수행수행수행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보통보통보통보통

항상항상항상항상

수행한다수행한다수행한다수행한다

31.치료나 진찰을 받
을 때 가리개,커튼
등으로 가려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32.관심을 갖고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
해주어 불안한 마
음을 감소시켜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33.간호할 순서 미리
설명하기
(suction등) 1 2 3 4 5 6 7 8 9

0 10

34.환자의 의사(뜻)를
참작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5.검사할 때 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이
해하고 격려나 위
로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6.항상 미소로 대하
고 즐거운 태도로
돌봐주기. 1 2 3 4 5 6 7 8 9

0 10

37.중환자실의 구조와
면회규칙,회진시간
에 대해 설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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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수행수행수행수행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보통보통보통보통

항상항상항상항상

수행한다수행한다수행한다수행한다

38. 질병과 관계없는  

현재상황(경제상태, 

가족관계, 직장문

제)등 고민을 상의

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39. 질병과 관계없는 주

제(뉴스, 취미, 다른 

흥미 있는 것)에 대

해 대화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40. 예후에 대해 말해주

기 1 2 3 4 5 6 7 8 9
0 10

41. 퇴실 후 필요한 식

이요법이나 운동요

법에 대해 설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42. 퇴실 후 관리에 대

해 본인이나 가족에

게 설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43. 질병(증상, 치료계

획, 합병증, 응급시 

상황 및 대처방법)

에 대해 설명하기

 

1 2 3 4 5 6 7 8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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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V V V V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1. 연령:      세

2. 성별: ①남___ ②여____

3.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및 사별

4. 종교여부: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         ⑤ 없음    

5. 직위: ①일반 간호사____, ②책임간호사___, ③수간호사___, ④기타___

6. 최종학력: ①전문대 졸, ②대학 졸, ③대학원이상

7. 총 병원 근무경력 ____년 ____개월

8. 중환자실 경력:     년     개월

9.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여부: ①유     ②무   

10. 환자의 보호자였던 경험여부: ①유     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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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중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에 대한 만족도 차이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차차차이이이

n=102,*:p<.05

특성 구분
총함 t

or
F

치료적 t
or
F

환경적 t
or
F

신체적 t
or
F

정서적 t
or
F

정보적 t
or
F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여성 7.631.92.3868.401.89.7847.662.08.5327.692.04.0107.552.08.2827.202.15.070남성 7.491.76 8.121.81 7.881.87 7.691.80 7.441.98 6.742.11

연령
30세 이하 7.831.12

.202
8.491.77

.236
8.260.82

.139
8.141.53

.881
7.451.18

.273
7.360.92

.19731세 ~50세 7.631.97 8.002.21 7.622.04 8.011.65 7.681.99 7.162.31
51세 ~70세 7.651.90 8.401.85 7.772.01 7.792.11 7.612.13 7.062.15
71세 이상 7.351.84 8.251.68 7.722.12 7.221.88 7.222.05 6.772.21

종교

기독교 7.571.85

.648

8.281.85

.288

7.751.99

.449

7.691.94

.660

7.502.03
1.02
2

7.012.14

.925
무교 7.472.00 8.372.15 7.521.96 7.752.17 7.412.10 6.762.31
불교 7.411.90 8.081.85 7.702.21 7.461.90 7.222.20 6.972.06
천주교 7.660.44 8.320.38 7.950.96 8.000.95 7.680.59 6.730.73
기타 7.210.77 8.361.92 7.930.51 6.572.02 7.780.31 5.801.00

교육정도

무학 8.611.46
2.34
3

9.350.97
1.90
9

9.001.78
3.20
2*

8.651.21
2.03
2

8.541.52
2.54
3*

7.882.12
1.60
2

초등학교 6.741.45 7.841.42 6.702.12 7.021.67 6.341.90 6.241.66
중학교 7.661.87 8.262.05 7.442.00 7.991.78 7.771.92 7.162.26
고등학교 7.661.97 8.301.97 8.061.70 7.632.17 7.542.20 7.142.19
대학교이상 6.741.76 7.262.01 7.182.39 6.652.14 7.021.48 5.941.97

결혼상태
미혼 8.120.96

.832
8.511.31

.963
8.660.851.61

4
8.141.16

.528
8.081.11

.515
7.461.23

.762기혼 7.581.83 8.371.79 7.711.93 7.692.01 7.452.09 7.062.09
이혼 및 사별 7.182.35 7.702.41 7.292.61 7.352.05 7.342.26 6.482.78

직업 유 7.361.931.05
3

8.041.921.05
3

7.461.861.16
2

7.492.11.7957.202.221.175
6.972.13.164무 7.711.80 8.431.81 7.932.06 7.811.82 7.691.90 7.042.16

입실일
2일 이하 7.651.55

.807
8.551.46

.999
8.071.72

1.07
8

7.611.99
.517

7.491.87
.231

7.011.69
.0743-4일 7.682.10 8.302.08 7.752.05 7.922.06 7.642.25 7.122.48

5-10일 7.162.13 7.632.33 7.232.23 7.231.74 7.132.18 6.872.55
11일 이상 7.401.73 7.931.67 6.962.61 7.921.37 7.641.71 6.792.18

진료과

심장내과 8.211.27

1.92
7

8.901.05

1.78
2

8.451.41

2.28
4

8.141.61

2.17
5

8.291.42

2.57
8*

7.631.65

1.23
7

호흡기내과 6.192.81 6.712.87 6.003.43 6.642.29 6.332.69 5.573.34
흉부외과 7.632.18 8.192.21 7.412.27 7.882.21 7.762.23 7.152.42
일반외과 7.571.61 8.331.96 7.861.79 7.921.53 7.441.64 6.801.80
정형외과 6.701.99 7.801.72 6.892.34 6.052.34 6.072.64 6.931.98
기타 7.361.88 8.061.89 7.831.61 7.661.90 7.122.08 6.622.40

중환자실
입실사유

수술후 관리 7.641.90
2.17
9

8.441.91
2.92
3*

7.712.04
2.04
2

7.742.12
.909

7.532.10
2.63
4

7.142.09
1.71
8

심장 질환 8.011.29 8.721.16 8.421.32 7.851.76 8.081.44 7.371.64
호흡 부전 7.291.96 7.791.98 7.242.22 7.791.36 7.272.04 6.742.50
쇽 6.212.44 6.772.48 6.802.58 6.612.26 5.882.61 5.532.83

호흡보조
치료

침습적 6.581.913.80
1*

7.282.033.90
0*

6.762.493.26
9*

6.981.791.73
1

6.381.924.05
1*

5.972.183.12
2*비침습적 7.821.92 8.491.90 7.941.95 7.892.01 7.772.11 7.312.23

없음 7.811.31 8.621.27 8.121.29 7.781.80 7.801.59 7.161.60
간호
중증도

3군(33-65) 4.653.423.83
8**

5.644.752.74
6

4.644.146.64
3*

5.082.952.28
4

4.592.643.16
8*

4.003.472.64
64군(66-98) 7.831.72 8.481.65 8.201.65 7.861.87 7.771.95 7.242.05

5군(99-150) 7.261.88 8.061.97 7.102.17 7.511.96 7.182.04 6.772.15

주
보호자

배우자 7.581.88
1.60
8

8.441.79
1.24
3

7.781.82
1.93
8

7.692.10
2.34
4

7.532.10
1.37
6

6.932.20
.933자녀 7.082.07 7.742.11 7.172.55 7.081.95 6.992.27 6.682.34

부모 8.071.12 8.461.49 8.270.92 8.311.33 7.951.23 7.651.05
기타 8.341.34 8.761.60 8.661.29 8.650.86 8.281.24 7.691.94

과거
입실경험

유 7.431.88.5378.271.64.0337.522.21.8107.392.001.076
7.212.281.02

1
7.082.04.221무 7.641.84 8.291.96 7.861.88 7.831.90 7.651.90 6.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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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차이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간간간호호호 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지지지도도도 차차차이이이

*:p<.05

특성 구분 총함 t
or
F

치료적
간호

t
or
F

환경적
간호

t
or
F

신체적
단호

t
or
F

정서적
간호

t
or
F

정보적
간호

t
or
F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여 8.710.601.20
9

9.380.41.5268.570.571.215
8.710.38.6618.480.951.148

8.390.841.24
3남 8.120.83 9.020.93 8.310.86 7.841.23 7.751.00 7.681.05

연령
30세이하 7.900.814.10

8*
8.980.80

.166
8.020.796.22

8*
7.491.213.82

0*
7.610.964.02

9*
7.411.011.45

031-40세 8.450.82 9.131.18 8.760.83 8.331.06 7.971.10 8.081.07
41세이상 8.540.24 9.100.41 8.550.42 8.601.10 8.200.72 8.270.49

결혼상
태

미혼 8.080.89.8979.050.80.3308.260.91.7737.781.26.8607.731.041.597
7.581.12.718기혼 8.310.67 8.961.30 8.490.67 8.061.04 7.950.92 8.090.78

종교

불교 7.84.

.030

8.14.
1.21
4

8.71.

.120

8.00.

.127

7.18.

.492

7.18.

.625
기독교 8.140.71 9.050.77 8.280.70 7.811.01 7.800.97 7.760.88
천주교 8.130.63 9.260.52 8.510.52 8.201.24 7.310.90 7.350.73
무교 8.181.01 8.052.76 8.331.19 7.761.07 8.390.37 8.360.51
기타 8.141.00 9.120.80 8.301.02 7.811.41 7.801.11 7.661.29

최종
학력

전문대 8.390.524.93
5*

9.120.73
.976

8.460.593.95
2*

8.290.783.94
3*

8.050.815.11
2*

8.050.773.39
1*대학졸업 7.960.87 8.961.01 8.190.89 7.591.26 7.601.03 7.471.08

대학원이상 9.530.49 9.860.20 9.790.30 9.360.91 9.180.77 9.450.26
직위 일반간호사 7.930.754.55

0*
8.910.972.05

5*
8.110.784.15

3*
7.601.174.00

0*
7.530.943.94

0*
7.460.974.15

3*책임간호사 8.920.59 9.470.51 9.030.67 8.840.87 8.660.65 8.590.84

근속
년수

1년 미만 8.200.64
4.33
9*

9.270.74
.479

8.180.69
4.66
1*

7.821.04
4.82
5*

7.781.04
5.28
8*

7.960.68
1.74
1

1년 ~2년 7.440.61 8.760.68 7.590.81 6.831.09 7.250.64 6.750.81
3년 ~6년 8.030.92 9.110.90 8.220.75 7.691.24 7.631.13 7.491.10
7년 이상 8.420.75 9.051.03 8.630.79 8.321.10 8.030.99 8.080.97

중환
자실
근무
년수

1년 미만 7.980.66
4.51
9*

9.360.60
2.12
8

8.210.55
1.94
1

7.591.33
4.72
0*

7.231.07
4.51
0*

7.500.94
5.12
5*

1년 ~2년 7.640.70 8.690.63 7.710.99 7.361.21 7.390.54 7.040.82
3년 ~6년 8.070.89 8.811.19 8.250.81 7.891.18 7.761.04 7.641.00
7년 이상 8.680.66 9.330.67 8.840.72 8.391.10 8.450.75 8.371.01

입원
경험

유 8.060.84.4898.891.18.8178.250.99.2017.801.34.4237.610.98.1917.740.99.892무 8.170.85 9.100.80 8.350.80 7.861.15 7.861.02 7.681.12
보호
경험

유 8.090.87.7918.970.99.9208.300.88.3227.871.27.2157.691.031.296
7.601.101.30

1무 8.300.75 9.240.70 8.360.82 7.750.97 8.100.92 8.0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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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간호사의 일반적 상태에 따른 중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도 차이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상상상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수수수행행행도도도 차차차이이이

* : p < .05

특성 구분 총함 t
or
F

치료적
간호

t
or
F

환경적
간호

t
or
F

신체적
단호

t
or
F

정서적
간호

t
or
F

정보적
간호

t
or
F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여 8.150.591.43
5

8.810.22.1418.050.791.669
8.120.61.5638.030.661.507

7.760.841.73
8남 7.271.05 8.740.88 7.691.08 7.011.27 6.571.44 6.341.45

연령
30세이하 7.050.895.36

6*
8.590.792.03

5
7.470.826.51

3*
6.781.087.14

3*
6.351.377.08

8*
6.071.425.13

4*31-40세 7.880.97 9.090.84 8.330.97 7.711.17 7.211.39 7.051.28
41세이상 6.851.52 8.381.08 6.951.70 6.401.79 6.351.70 6.171.76

결혼상
태

미혼 7.231.031.70
2

8.700.841.41
7

7.631.09.9656.941.225.695
6.541.431.96

7
6.361.501.37

3기혼 7.771.02 9.060.83 8.170.90 7.671.20 7.141.45 6.791.31

종교

불교 7.65.

.540

8.14.

.469

7.29.

.351

7.18.

.644

7.64.

.979

8.00.

.552
기독교 7.310.97 8.690.86 7.731.03 7.081.10 6.631.67 6.411.37
천주교 6.951.14 8.691.12 7.311.00 6.351.73 6.051.09 6.351.42
무교 8.050.81 9.240.68 8.520.70 8.121.12 7.450.83 6.901.29
기타 7.391.13 8.850.83 7.791.15 7.161.27 6.721.39 6.421.61

최종학
력

전문대 7.870.844.24
8*

9.000.731.07
0

8.140.676.56
5*

7.680.981.72
7

7.211.644.*6
6*

7.331.232.33
2대학졸업 7.111.02 8.680.89 7.591.16 6.831.24 6.431.30 6.051.35

대학원이상 8.271.65 9.210.91 8.141.41 8.321.61 7.732.19 7.932.12
직위 일반간호사 7.000.945.19

0*
8.560.853.21

2*
7.431.004.01

2*
6.711.194.39

2*
6.241.314.61

0*
6.051.394.72

0*책임간호사 8.390.62 9.350.60 8.670.65 8.250.65 8.020.97 7.640.94

근속년
수

1년 미만 7.440.86
2.73
5

9.160.46
2.83
7*

7.900.71
2.18
3

7.420.96
2.36
8

6.621.69
2.76
6

6.101.83
1.65
0

1년 ~2년 6.640.73 8.100.48 6.990.76 6.300.78 6.170.89 5.641.64
3년 ~6년 7.060.96 8.720.91 7.580.86 6.681.23 6.161.54 6.171.06
7년 이상 7.611.12 8.860.92 7.951.21 7.391.35 7.021.43 6.841.39

중환자
실
근무년
수

1년 미만 7.210.77
1.94
4

9.000.67
2.61
8

7.820.57
1.31
7

7.021.10
2.27
7

6.361.45
1.84
8

5.871.54
1.10
4

1년 ~2년 6.661.01 8.090.67 6.930.98 6.251.27 6.050.83 6.001.87
3년 ~6년 7.481.02 8.840.88 7.900.97 7.251.17 6.801.56 6.631.18
7년 이상 7.531.20 8.810.93 7.821.35 7.311.40 6.971.52 6.751.43

입원
경험

유 7.550.90.9548.950.811.073
7.860.97.7147.471.08.5266.791.321.524

6.661.23.405무 7.271.10 8.700.86 7.711.12 6.941.29 6.631.52 6.371.56
보호
경험

유 7.351.04.1008.810.86.4357.810.98.0927.101.27.6686.571.47.1366.471.491.095무 7.391.10 8.690.82 7.581.35 7.151.17 7.071.36 6.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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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NNNuuurrrsssiiinnngggSSSaaatttiiisssfffaaaccctttiiiooonnnooofffCCCrrriiitttiiicccaaallllllyyyiiillllllpppaaatttiiieeennntttsss
aaannndddNNNuuurrrssseee'''sssRRReeecccooogggnnniiitttiiiooonnnaaannnddd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

wwwiiittthhhNNNuuurrrsssiiinnngggnnneeeeeedddsss

Lee,ChunHwa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In the ICU(Intensive Care Unit),a multimodaltreatmentis performed
continuously tosustainthelifeofpatientwithasevereacutediseaseand
prevent,cure,orminimizeadamageofcriticalorgans,whichisequippedwith
variousspecialmonitoringsystemsandmedicaltreatment.criticallyillpatients
areexperiencedvariousphysical,emotional,andenvironmrntalstress.therefore
itwillbeabletoguesscriticiallyillpatient'snursingneedsisrelativelyhigh
possibilitybuttheprecedingresearchisdeficient.
Currently, advanced techniques, changes of medical environment and

multimodalheathmanagersareenhancingtreatmentintensityandincreasing
thestresswhich hasbeen neverexperiencedbefore.Many caseofcritical
caretendtocopewithanintolerableenvironmentofunfamiliarandisolated
space.Inthiscontext,itisimportanttounderstandsufficientlyproblemsand
nursingneedsintheICU.
Thisstudy performedaliteraturesurvey toinvestigatenursing needsof

criticallyillpatientsandsurveyanursingsatisfactionofcriticallyill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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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comparedbetweentherecognitionandtheperformanceofnursesinICU
forthepurposeofminimizethedifferenceinrecognitionbetweenthepatients
and thenurses.In addition,thepracticalachievementfornursing need of
criticalcare was investigated comparatively to establish a patient-centered
servicestrategyandprovidebasicinformationsforimprovingnursingquality
andefficiencyinactingthenursingwork.
A crosssectionalresearchwasperformedforboththealertadultpatients

olderthan17andthenursesintheICU ofununiversityhospitalinSeoul
City.
Aninterviewsandaself-reportedquestionnairemethodwereemployedto

collectdataofthepatientsandthenurses,respectively.Theitemsofnursing
needsweredevelopedwiththeassistanceofconsultsofexperts. Itconsists
of43items;7itemsofphysicalnursing needs,7itemsofenvironmental
nursing needs,7itemsoftreatmentnursing needs,11itemsofemotional
nursingneeds,and11itemsofinformationnursingneeds.
Datawascollectedfrom the20thMarch2006tothe30thMaywiththeaids

ofthePresidentsand theChiefNurseofthehospital.Fordataanalyses,
SPSS WIN 12.0wasused. Thesatisfactionofpatients,therecognitionand
performance of nurses are measured in terms of frequency,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nurse's performance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Pairedt-test'wasemployedtoanalyzethedifferencebetweenthe
recognitionandtheperformanceofnurse.

Theobtainedresultsaresummarizedasfollows:

1)Considering the satisfaction with nursing needs ofcriticalcare,the
averagewas7.57andindicatedthehighlevelofsatisfaction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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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detail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into subcategories,the
treatmentnursing needsscored thehighestsatisfaction(8.28)and was
followedbyintheorderoftheenvironmentalnursing(7.75),thephysical
nursing(7.69),theemotionalnursing(7.50),and theinformation nursing
scoredrelativelylowly(7.01).

2)Therecognition ofnursescored thehigh levelwith theaverageof
8.15(0.82). Out of the classified subcategories,the recognition of
treatmentnursingneedswasthehighest(8.28)andwasfollowedbyin
theorderofthephysicalnursing(8.32),theenvironmentalnursing(7.88),
theinformationnursing(7.79)andtheemotionalnursing(7.72).

3)Theperformanceofnursealsoscoredthehighlevelrelativelywiththe
averageof7.31.Consideringtheclassifiedsubcategories,therecognition
was the highestin the case oftreatmentnursing needs(8.74).The
physicalnursing(7.71)wasthesecondtothetreatmentnursingandwas
followed by the emotional nursing(7.06) in order, However the
information nursing(6.64) and the environmentalnursing(6.41) scored
relativelylowly

4)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rses' performance and the patients'
satisfaction for nursing needs was not significant (t=-1.01,p>.05).
Considering thesubcategory oftreatmentnursing needs,thepatients'
satisfaction keptthe average score of8.82 lower than the nurses'
performance (average score of 8.74)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t=1.83,p>.05).However,asignificantdifferencewasnoticed
intermsofenvironmentalnursing(t=-4.6,p<.01);theaveragescoreof
patients'satisfaction,7.75washigherthanthatofnurses'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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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For most of concrete items,the patients' satisfaction and nurses'
performance was significant difference such as rapid and exact
implementation ofprescription (t=3.10,p<.01),keeping position (t=2.57,
p<.05),andexplanationabouttheinternalstructureofICU,meetingrule,
andtimetablefordoctor'sround(t=2.97,p<.01)..

5)Thecomparisonbetweentherecognitionandtheperformanceofnurse
showedthattheformerwashighthanthelatterandthedifferencewas
significantstatistically (t=6.75,p<.01).For allthe subcategories,the
performance was lower compared with the recognition (treatment
nursing;t=2.38,p<.05,physicalnursing;t=4.59,p<.01,environmental
nursing; t=7.57,p<.01,information nursing; t=7.20,p<.01,emotional
nursing;t=4.43,p<.01).

To sum up the results above,it can be noticed that the patients'
satisfactionwithnursingneedswerehighrelativelyandtheperformanceof
nurseswerelowerthantherecognition.Thisresultindicatesphysical,social․
emotionalneedsofcriticallyillpatientsarerequiredapproachto differentiate
eachpatient,aswellasA furtherstudyisnecessarytobuildvariousstrategy
thatbeabletopromotenurses'performancewithnursingneedsofcritically
illpatientadministratively.

Keyword:Criticallyillpatients,NursingNeeds,
Satisfaction,Recogniti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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