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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학원 진학시부터 지금까지 항상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저를 지켜봐 주신
안양희 교수님,언제나 웃음으로 용기를 주시고 관심가져 주셨던 임영미 교수님,
잘 할 수 있을거라 항상 다독여 주셨던 신윤희 교수님,석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
도록 이끌어주시고 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박소미 교수님,항상 밝은 웃음으
로 격려해 주셨던 김기경 교수님,논문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며 격려
를 잊지 않으셨던 송희영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떠
나셨지만 늘 어머니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웃음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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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논문의 세심한 부분까지 알려주시며 격려
해 주셨던 백지윤 선생님,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고생해 주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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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강원대학교 병원,강릉 동인병원,강릉 아산병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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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짜증내고 소홀히 대해도 늘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나의 남편,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어 공부하며 일하는 엄마가 신경 쓸 일조차 없게 해 준 사
랑하는 딸 다빈이에게 글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다빈이
를 갓난 아기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해 주며 보살펴 주고 부족한 동생을 배
려해 주었던 미숙언니와 둘째 형부에게 누구보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무엇을
도와줘야 할 지 먼저 알고 도와주시며 항상 힘이 되어주신 엄마,아빠와 부족한
며느리를 늘 관심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며 학비를 지원해 주신 시어머니와 할
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언제나 언니의 부탁이면 다 들어주었
던 동생 윤희,번역을 도와 준 큰형부와 미랑,용숙,일숙 언니,형부들,조카들,
동서,서방님,도련님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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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비비비위위위관관관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중중중요요요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수수수행행행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
도를 확인해 보고자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를 시도하였다.자료수집은 2008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K도에 소재한 5개의 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18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코딩화하여 윈도우용
SPSS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t-test,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단계적 다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

경장영양 지식은 최저 2점에서 최고 1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
는 11.35점이었으며 총 평균평점은 0.71점이었고 사정 0.53점,중재 0.77점,평가
0.82점 순이었다.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은 최저 77점에서 최고 123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03.26점이었으며 총 평균평점은 3.56점이었고 평가 3.51점,중재 3.56
점,사정 3.66점 순이었다.
경장영양 수행은 최저 67점에서 최고 14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

는 115.93점이었으며 총 평균평점은 4.00점이었고 평가 3.80점,사정 4.07점,중재
4.17점 순이었다.

2)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
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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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에 따른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t=.19,p=.024),
4년제 과정 이상 졸업자가 3년제 졸업자보다 경장영양 수행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3)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간의 상관관계

경장영양 지식과 중요도 인식과의 관계는 r=.26(p<.01)을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중요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요도 인식과 수행과의 관계는
r=.41(p<.01)을 보여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장영양 지식과 수행과의 관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증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에 중요도 인식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으
며(β=.409,p=.000)최종학력(β=.135,p=.045)이 포함되어 총 18.5%를 설명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경장영양 지식이 낮은데 반하여 중요도
인식이 높았으며 대체로 경장영양을 수행하고 있었다.경장영양 수행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경장
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비위관 경장영양,지식,중요도 인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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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중환자는 질환의 심각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영양공급과 상처,외상,수술 및
패혈증 등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및 대사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어 영
양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일반인보다 영양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면역기능이 저하된다(권국환,2004;김귀분 등,2007;Genton,Jolliet,& Pichard,
2001;Urden,Stacy,& Lough,2004).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카테콜라민이 근육 글
리코겐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성지방을 가수분해하여 열량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중환자의 경우 호흡에 필요한 늑간근을 약하게 하여 인공호흡기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감염성 질환의 이환율을 높여 질병의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권국환,2004;김매자,송미순,김현아,2007;라미용,
2007).영양상태가 좋은 환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며칠간 영양섭취
가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처럼 급
성 스트레스와 함께 영양결핍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김귀분 외,1999;김매자,송미순,김현아,2007).그러므로 중환자에게 적
절한 영양공급은 치료와 회복에 중요하며 질병의 예후와 사망률 감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외의 경우 입원 환자의 40-50% 정도가 영양불량 상태에 있으며(Barr,

Hecht,Flavin,Khorana,& Gould,2004;Dobson& Scott,2007)입원 환자의 2/3
가 입원 기간 동안에 영양상태의 악화를 경험한다고 한다(Barretal.,2004).국내
에서도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40%이상이 영양불량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고려대 안산병원 영양개선팀,2004).의료팀은 단기간 내에 스스로 영양을 섭취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빨리 영양지원을 시작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경구로 영양요
구량을 모두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경장영양(Enteralfeeding)을 제공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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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특히 중환자의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영양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장철호,
2007;Barr etal.,2004;Bourgault,Ipe,Weaver,Swartz,& O’Dea,2007;
Kreymannetal.,2006).
경구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중환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경장영양과 경정맥 영양(parenteralfeeding)이 있다.경장영양은 경정맥영양에 비
해 쉽게 투여할 수 있고 경제적이다.장으로 영양공급을 하는 것은 위장구조와 점
막 방어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위장의 운동력을 유지시켜 세균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므로(이향련 외,2007)소화기관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경장영양이 안전하고 좋은 영양지원 방법이다.그러나 경장영양은 철저한 주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계적 합병증(위관의 막힘,흡인,코와 인두의 자극),
위장관계 합병증(오심과 구토,설사,복부팽만감,위배출지연,변비)및 대사성 합
병증(전해질 불균형,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서울삼성병원,2007;신혜선,2001;
Michel,2004;Williams& Leslie,2004;Willis,2007).실제로 경장영양을 받은 환
자에게 비위관의 막힘(48.5%),전해질불균형(45.5%),고혈당(34.5%),설사(32.8%),
변비(29.7%),구토(20.4%),비위관의 꼬임(12.5%),폐흡인(3.1%)등의 다양한 합병증
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Pancorbo-Hidalgo,Garcia-Fernandez,& Ramirez-Perez
,2001)철저한 관리가 필요로 됨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의 영양관리에서 간호사는 환자들을 24시간 모니터 할 수 있으며 환자에

게 직접적으로 영양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영양섭취정도
와 합병증을 가장 빠르고 세밀하게 사정할 수 있는(이정숙,2001)강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6년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The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andEnteralNutrition:A.S.P.E.N.)가 창설되어 영양지원의 다양한 프
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영양지원 자격시험 관리국
(NationalBoardofNutritionSupportCertification)에서 영양지원을 하는 간호사
의 자격시험(사정,계획,수행,모니터링/평가,전문적 이슈)을 실시하여 간호사의
영양지원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KSPEN)가 창설된 이후 각종 영양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NutritionSupportTeam :NST)을 구성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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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영양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양지원팀들의 활동은 경장영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빠
른 시간 내에 영양지원을 실시하여 환자의 의학적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데에 목
적을 두고 있다.이러한 경장영양지원에 있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력 파악,영양
지원의 적응 여부 판단,간호사정 및 관리,카테터 및 급식관 관리,환자 모니터
링,의료진 및 환자교육,임상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2007)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경장영양과 관련된 국외의 선행연구를 보면 중환자 간호사의 경장영양의 수행

이 환자들에게 저열량 식이가 공급되는 것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며(Marshall&
West,2006),경장영양 프로토콜과 흡인 위험 알고리듬에 따라 간호 수행을 한 경
우에 간호사의 지식,태도,만족감이 상승하였고(Bowmanetal.,2005),영양지원
결정에 중환자 간호사들의 참여가 환자의 회복시간과 재원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odriguez,2004).그러나 간호사들이 경장영양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정 부분의 수행이 낮았으며(Persenius,Larsson,& Hall-Lord,2006)영양상태의
사정을 간호사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았다(Marshall& West,2006).간호
사 간에 경장영양 수행 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Marshall& West,2004)경
장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간호사들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과 수
행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경장영양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에는 경장영양 환자의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이유경,2007),신경외과 중환자실 비위관영양 환자의
영양상태 변화 평가(한경숙 등,2008),입원시와 경장영양공급 7일후의 영양상태
비교(김현정,2006),비위관 영양 투여방법에 따른 배변 양상,위내 잔여량,구토
발생의 차이 조사(조정숙,1996)연구들이 수행되어 중환자 영양관리에 있어 경장
영양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는 되어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경장영양의 수
행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지식과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수행 정도를 조
사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

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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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실태를 파악하였다.이는 간호사의 정확하고 체계적
인 경장영양 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
함이며,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를 파악
한다.

2)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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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비위관 경장영양 지식

경장영양은 경구적으로 영양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영양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환자에게 위장관을 삽입하여 위나 장으로 필수적인 영양분과 칼로
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장.단기적인 영양공급 방법이며(이향련 외,2007),지식
은 사물을 아는 마음의 작용,알고 있는 내용,알려진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한
갑수,2003)본 연구에서 비위관 경장영양 지식은 비위관을 통한 경장영양과 관련
된 사정,중재,평가 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비위관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

중요도 인식은 일의 중요한 성질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한갑수,2003)본 연구에서 비위관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은 비위관을 통한
경장영양과 관련된 사정,중재,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
도 인식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비위관 경장영양 수행

수행은 생각하거나 계획한대로 일을 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한갑수,2003)
본 연구에서 비위관 경장영양 수행은 비위관을 통한 경장영양과 관련된 사정,중
재,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호사가 생각하거나 계획한대로 수행한
정도를 점수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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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과과과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영영영양양양상상상태태태

경장영양은 경구적으로 영양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영양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환자에게 위장관을 삽입하여 위나 장으로 필수적인 영양분과 칼로
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장 .단기적인 영양 공급 방법이다.경장영양액을 제공
하는 방식에는 비위관,위루관과 공장루관을 통한 세 가지(변영순,김애경,성명숙,
신윤희와 장희정,2006;이향련 외,2007;Metheny,Schallom,& Edwards,2004)가
있다.장으로 영양공급을 하는 것은 위장구조와 점막 방어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위장의 운동력을 유지시켜 세균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므로(이향
련 외,2007)소화기관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경정맥 영양에 비해 경장영양이 더
안전하고 좋은 영양지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경장영양은 경정맥영양에 비해
쉽게 투여할 수 있고 경제적이다.
경장영양은 수술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하거나 질병과 관련된 어떠한 요인이나

혈액역학적인 요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먹을 수 없는 경우와 초기의 영양공급이
지연되거나 자주 중단되어 영양결핍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Marshall& West
2006;Urden,Stacy,& Lough,2004)중환자들에게 적절한 영양공급 방법이 되며
이는 질병의 예후와 사망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치료와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철호,2007;Heyland,Stapleton,& Naomi,2007;Lundy etal.,
1999).
다양한 관을 통한 경장영양은 중환자들의 영양공급을 위해 선호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경장영양의 시작은 심한 외상,화상,심각한 과대사 상태 환자의 경우 입
원 후 24-48시간 이내로 하며,구강섭취가 불가능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
들에게는 적어도 48-72시간 이내에 경장영양의 시작이 권장되고 있다(장철호,2007
;Barretal.,2004;McClaveetal.,1999a;Kreymann etal.,2006).Artinian,
DiGiovine,& Krayem(2006)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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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서 중환자실 재원기간과 병원에서의 사
망률이 감소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경장영양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구
량에 비해 적은 처방이나 경장영양 처방의 지연 등에 의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
자들은 적절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McClaveetal.,1999b)
McClave등(1999a)의 연구에서는 영양 요구량의 51.6%만이 공급이 되었고 단지
14%의 환자들만이 3일 이내에 목표량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미(2003)의
연구에서도 경관급식 시작 전 평균 금식기간이 A병원에서는 5일,B병원에서는 3.4
일,C병원에서는 9.6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경숙 등(2008)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환자의 영양공급까지의 금식기간이 5일 미만은 57.5%,5-10일 이하는 42.5%로 평
균 금식 기간은 4.9일로 제시되어 실제 영양공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Heyland,Cook,& Winder(1995)의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 환자
의 74%만이 경장영양을 시작하였으며 경장영양을 시작한 환자 중에 35% 정도는
적절하게 경장영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52% 이상의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영
양공급의 중단을 경험하였다.김현정(2006)의 연구에서도 입원 후 경장영양을 공급
받은 환자들에도 신체계측 지표에서 영양상태 결핍이 오히려 더 악화되게 나타났
으며,이러한 요인으로는 설사 발생과 에너지 요구량보다 부족한 권장 에너지 섭
취비율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경장영양 수행은 환자의 조기 영양상
태 평가에 기초하여 영양 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하며,환자들의 영양요구량과 영양
상태 사정에 기반한 안전하고 적합한 수행이 되어야 하고,경장영양을 제공하는
동안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간호수행이 필요로 됨을 보여주고
있다.



- 8 -

BBB...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수수수행행행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위장관 튜브를 통한 영양공급은 삼키기 어렵거나 영양불량 상태에 있는 환자
들의 단기적인 영양공급을 위하여 처방된다.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간호는 환자의
영양 공급을 촉진시키고,안위를 증진시키며 합병증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Cannaby,Evans,& Freeman,2002;Williams& Leslie,2005).중
환자들에게 있어 요구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이의 공급은 계속 문제시되어 왔고
중환자 간호사에 의한 경장영양 실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Adam & Baston,1997;Engeletal.,2003).
경장영양과 관련된 수행 중에 요구되는 영양 목표량에 도달하기 위해 영양액

의 공급을 적기에 증가시키는 것,침대 머리 부분의 상승,급식관의 폐쇄 예방 활
동은 간호사의 수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간호사의 경장영양과 관련
된 지식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Bourgault
etal.,2007).Marshall& West(2006)와 Persenius,Larsson,& Hall-Lord(2006)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지식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경장영양을 제공 받는 환자들은 요구량에 비해 적은 처방이나 갑작스런 영양

공급 중단으로 인해 영양요구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받게 된다.영양 공급이 중단
되는 이유는 위잔여량의 증가,오심,구토,장음의 부재,비위강의 배출물 증가나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기능 이상과 급식관의 기능 이상이나 위치 이상,시술이나
진단적 검사 등으로 나타났다(Binnekadeetal.,2005;Bourgaultetal.,2007;
Elperin,Stutz,Peterson,Gurka,& Skipper,2004;Heyland,Cook,& Winder,
1995).Bourgault등(2007)은 영양공급 중단의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로 각종 검사
를 위한 준비(35.7%),자세의 변경(15%),높은 위 잔여량(11.5%)을 들고 있다.이러
한 합병증의 발생은 경장영양이 중환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장
점을 가지고 많이 이용되지만 합병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처방된 경장영양 요구량이 공급되지 못하며 중환자들의 요구량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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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위장관계 징후와 증상,음식섭취의 방
해요인,위장관계 손상과 관련된 오심,구토,흡인,설사 등을 잘 사정하여야 한다
(이정숙,2001;Marshall& West,2006).경장영양과 관련된 합병증은 올바른 급식
관의 위치 확인과 영양액 공급을 위한 적절한 준비에 의해 예방되어질 수 있다.
Pancorbo-Hidalgo,Garcia-Fernandez,& Ramirez-Perez(2001)는 급식관의 위치 이
상이나 막힘 등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률을 60%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합병
증 발생의 빈도는 환자에게 제공되어지는 간호의 질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잘못된 급식관의 위치는 음식물의 역류와 흡인을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관의 삽입 시와 경장영양액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급식관의 위치를 확인해
야 하며,물로 급식관을 세척하거나 위내용물을 흡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경장
영양액 주입시나 주입 후에는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의
침대 머리를 30〫이상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오심,구토나 복부 팽만감 등의
위장관 합병증은 위잔여량을 확인하고 경장영양액을 너무 빨리 주거나 너무 차갑
거나 뜨겁게 주지 않도록 하며 설사시에는 원인이 될 만한 약물의 투여나 원인균
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대사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해질 수치를
검사하거나 혈당 체크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hulay& Burns,,,2006;Holman,Roberts,& Nicol,2006;Pancorbo-Hidalgo,
Garcia-Fernandez,& Ramirez-Perez,2001).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경장영양의 수행 절차에서 일치되지 않

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위잔여량 확인에서 '높은 위잔여량'의 기준이 50ml이
하에서 400ml이상으로 범위가 넓게 인식되고 있으며,비위관 튜브의 세척의 빈도
도 매시간 하는 경우에서부터 전혀 하지 않는 경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보고되
었다(Marshall& West,2006).그 외에도 경장영양 간호수행 절차들이 같은 병동
간호사들에서 또는 중환자실 간호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arshall& West,2004;Marshall& West,2006;Schmieding& Waldman,1997).
Marshall과 West(2006)의 연구에서 경장영양의 공급을 중환자 간호 실무의 규칙적
인 한 부분으로는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영양상태의 사정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간호사는 전체 응답자 중 13.0%였고,Persenius,Larsson,& Hall-Lord(200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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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간호사들이 경장영양의 제공에 대한 간호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영
양 상태의 사정과 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계획이나 수행,합병증 예
방에 대한 책임감의 인식은 높은 점수를 보여 경장영양에 대해 간호사가 인식하
는 것과 실제 간호 업무 수행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owman 등(2005)의 연구에서는 근거 기반의 경장영양공급 프로토콜과 흡인

위험 감소 알고리듬을 수행한 결과 수행 후에 간호사들의 경장영양공급에 대한
지식과 태도,만족감이 상승하였으며 환자의 결과도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Rodriguez(2004)도 환자의 영양 지원과 관련된 결정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포함
될 경우 회복 시간 단축과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과 수행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시행된 바 없

어 다른 간호 수행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이나 인식과 수행의 관계를 조사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병원감염관리에서는 감염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
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형미,2004;최애리,2005),또한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VRE)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높아
졌으며(이정숙,2003),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과 수행능력에서는 상관성이 높았으
며(최향옥,2005),혈액매개질환의 예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증가가 혈액매개질
환 예방에 대한 수행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송이,2007).
이와는 반대로 김남수(2000)는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에 대한 수행

의 관계는 상관성이 낮아 지식이 높다고 수행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고 하였으며,권은숙(2005)의 욕창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에서는 욕창간호의 중요성
인식과 수행과는 상관성이 높았으나 욕창에 대한 지식과 간호중재 수행과는 상관
성이 없었으며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식수준과 간호수행의 일부
영역에서만 관련성을 보여(조귀래,2000)간호수행의 종류에 따라 지식과 수행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간호수행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무특성을 살펴보면,환자

의 영양상태에 관한 사정과 전문지식 조사에서 책임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 사이
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하였고(Persenius,Hall-Lord,Baath,& La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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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간호사들의 결혼 상태가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 환자의 관리에 대한 지식과
수행에 영향을 미쳤으며(이정숙,2003),욕창에 대한 교육과 관리 경험 유무에 따
라 욕창 간호지식에 차이가 있었으며,학력,근무지,직위,욕창교육과 관리경험에
따라 욕창간호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권은숙,2005).혈액매개질환의 예
방에 대한 인식은 학력,교육여부,지침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혈액매개
질환의 예방 수행은 연령,학력,의료기관의 종류,실무교육,지침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한송이,2007).
이와 같이 문헌고찰을 근거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활동은 간호

사들에게 경장영양 수행 및 영양상태 사정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며 수
행절차가 정확히 중재,모니터링 및 평가,합병증 간호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수행되었을 때 중환자의 영양상태 향상을 통한 회복률 증가 및 사망률 감소에 기
여하는 간호 중재가 됨을 보았다.이에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비위관
경장영양 사정,중재,평가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수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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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장영양 수행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
식,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곳과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1곳에 근무하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전수 213명을 근접모집단으로 하
여 185명을 편의표집하였으며,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중환
자실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로 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도구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최종 질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문항,직무 특성 4문항,경
장영양에 대한 지식 16문항,중요도 인식 및 수행 각각 2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도구 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문헌고찰(변영순 외,2006;삼성서울병원,2007;이

유경,2007;Chulay& Burns,2006;Lynn-McHale& Carlson,2005;Parsons&
Wiener-Kronish,2003;Persenius,Larsson,& Hall-Lord,2006)과 병동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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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임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지식,중요도 인식,수행의 세 도구의 질문지의
구성틀을 사정,중재,평가 세 영역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각 32문항,
41문항,41문항을 개발하였다.개발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3인과 중환자실 경력
2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1인에게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거쳐 내용의 중
복,의미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각각 29문항,37문항,37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질문지는 W시 종합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 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며 현재는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간호사 10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표
현이 불명확하거나 지식과 중재 문항이 중복되어 지식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간호학과 교수 3인과 중환
자실 경력 2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1인에게 다시 실시하였다.2차 전문가 내
용타당도에서 경장영양 지식과 중재가 중복된 문항은 한 영역에서만 두기로 하고
수정하여 각각 16문항,29문항,29문항으로 작성하였다.2차 작성된 도구를 가지고
10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어휘 및 용어의 수정 보완 및 지식,중요도 인식
과 수행에서의 중복된 내용과 반복응답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척도에서 중
요도 인식과 수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같은 문항의 반복 응답의 제한점을 줄이
기 위해서 중요도 인식은 4점 척도로,수행은 5점 척도로 측정하기로 하였으며 질
문지의 배열 순서도 경장영양에 대한 수행,지식,중요도 인식 순으로 배열하기로
하였다.1,2차 단계를 통해 개발된 도구를 가지고 3월 26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2주 간격으로 간호사 10명에게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과 수행 문항에 대해서만 사
전-사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도구를 확정하였다.사전-사후 신뢰도 검사
결과는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 r=.995,경장영양 수행 r=.991이었다.

2.도구 설명

1)경장영양 지식

경장영양 지식 측정 도구는 사정,중재,평가의 세 영역에서 16문항으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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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중재 7문항,평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의 내용에 맞는 문장과 틀
리는 문장을 넣어서 추측성 답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측정에서
도 '모르겠다'를 넣어서 추측성 답과 무응답의 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척도
는 '맞다'에 1점,'틀리다'와 '모르겠다'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
을 나타낸다.

2)경장영양 중요도 인식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 측정 도구는 경장영양의 수행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묻
는 것으로 사정 6문항,중재 11문항,평가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4점,'대체로 중요하다'3점,'약간 중요하다'2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인식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94였다.

3)경장영양 수행

경장영양 수행 측정 도구는 경장영양의 수행 정도를 묻는 것으로 사정 6문항,
중재 11문항,평가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은 '항상 한다'5점,'대체로 한다
'4점,'보통이다'3점,'가끔 한다'2점,'전혀 하지 않는다'1점의 5첨 Likert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88이었다.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14일간 이었
다.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은 연구자가 K도에 위치한 5곳의 종합병원의 간호부
(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과 내용,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1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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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허락을 받은 후에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메일 및 우편 발송하여 최종 허락을
받았다.자료수집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5개 병원의 간
호부(국)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응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연
구 목적에 동의한 사람만 응답하도록 하였다.병원 5곳 중 3곳은 간호부(국)을 통
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2곳은 중환자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설문지는 각 병원의 성인중환자실의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
로 총 213부를 배부하여 192부를 회수하였으며 전체 설문지의 회수율은 90.1%였
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총 185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코딩화 한 후 아래와 같이 분석하
였다.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직무 특성과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직무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
중요도 인식,수행의 차이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와 t-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 중요도 인식, 수행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Stepwise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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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직직직무무무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은 <표 1>과
같다.연령은 30세 미만이 108명(58.4%)로 가장 많았고 30~40세 68명(36.8%),40세
이상 9명(4.9%)순으로 나타났다.최종학력은 3년제 졸업이 85명(45.9%),4년제 재
학 및 졸업이 79명(42.7%),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21명(11.4%)순이었다.총 임상
경력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12개월까지이며 평균 78.74개월이었고 총 중환자실
경력은 최소 6개월에서 169개월까지이며 평균 52.38개월이었다.경장영양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83명(44.9%)였으며 이 중 경장영양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교육
방법은 병동내 일대일 교육 42명(41.2%),병동집담회 32명(31.4%),보수교육 및 직
무교육 22명(21.6%),학회 및 학술대회 6명(5.9%)순이었으며 병동내 경장영양 지
침서가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109명(5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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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특성
(N=185)

*교육경험자 중 중복응답 포함

특 성 구 분 실수(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 30세 미만 108(58.4) 29.37±5.19
30~40세 68(36.8)
40세 이상 9(4.9)

최종학력 3년제 졸업 85(45.9)
4년제 재학 및 졸업 79(42.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1(11.4)

총 임상경력(개월) 78.74±58.93
(6~312)

총 중환자실 경력(개월) 52.38±38.36
(6~169)

경장영양 교육 유 83(44.9)
무 102(55.1)

교육방법* 병동내 1:1교육 42(41.2)
병동집담회 32(31.4)
보수/직무교육 22(21.6)
학회/학술대회 6(5.9)

경장영양 지침서 유 109(58.9)
무 7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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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지지지식식식,,,중중중요요요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수수수행행행
정정정도도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는 <표 2>와 같
다.경장영양 지식은 총 16문항으로 최저 2점에서 최고 1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1.35점(표준편차 2.19)이었으며 1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평점은
0.71점이었다.지식의 하부 영역에서 평가 0.82점,중재 0.77점,사정 0.53점의 순으
로 나타났다.지식의 문항별 분석을 보면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흡인의 증상
95.7%,비위관 위치 확인법의 종류 94.6%,경장영양액 주입시 자세 91.9%의 순이
었으며,장음 청진 부위 24.9%,가장 정확한 비위관 위치 확인법 38.9%,에너지 요
구량 42.2%의 순으로 낮았다.지식의 사정 영역에서는 비위관의 위치 확인법의 종
류가 94.6%,중재 영역은 경장영양액 주입시 자세가 91.9%,평가 영역은 흡인의
증상이 95.7%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정답률이 낮은 것은 사정 영역에서는 장음 청
진 부위 24.9%,중재 영역에서는 에너지 요구량 42.2%,평가 영역에서는 설사의
정의가 71.4%를 보였다.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은 총 29문항으로 최저 77점에서 최고 123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03.26점(표준편차 10.37)이었고,4점 만점을 기준으로
3.56점이었다.중요도 인식의 하부 영역에서 사정 3.66점,중재 3.56점,평가 3.51점
이었다.중요도 인식 문항별 분석을 보면 경장영양액 주입 전 자세가 3.81점,위장
관계 사정 3.80점,경장영양액 주입시 비위관 위치 확인 3.79점 순이었으며 체중
측정 3.19점,전반적 신체사정 3.24점,위잔여량 확인 전 비위관 세척 3.26점 순으
로 낮게 나타났다.중요도 인식의 사정 영역에서는 위장관계 사정이 3.80점,중재
영역에서는 경장영양액 주입시 자세가 3.81점,평가 영역에서는 흡인의 증상이
3.7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사정 영역에서 전반적인 신체사정이 3.24점,중재 영
역에서 위잔여량 확인 전 비위관 세척이 3.26점, 평가 영역에서 주기적인 체중
측정이 3.1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부록 2>.
경장영양 수행은 총 29문항으로 최저 67점에서 최고 14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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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점수는 115.93점(표준편차 14.18)이었고,5점을 기준으로 할 때 4.00점이
었다.수행의 하부 영역에서 중재 4.17점,사정 4.07점,평가 3.80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수행의 문항별 분석을 보면 중력에 의한 주입이 4.81점,경장영양액 주입 후
비위관 세척 4.79점,경장영양액 주입 후 자세 유지 4.78점 순으로 높았으며,주기
적인 체중 측정 2.70점,위잔여량 확인 전 비위관 세척 2.99점,알부민과 트란스페
린 수치 확인 3.04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사정 영역에서는 위장관계 사정이
4.42점,중재 영역에서는 중력에 의한 주입이 4.81점,평가 영역에서는 섭취량과
배설량 모니터링이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사정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신체사정이 3.85점,중재 영역에서는 위잔여량 확인 전 비위관 세척이 2.99점,평
가 영역의 주기적인 체중 측정이 2.7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부록 3>.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도를 비교

했을 때 중요도 인식이 8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수행 80.0점,지식 71.0점으로
경장영양 지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세 변수의 하위 영역 비교에서는 경장영양 사
정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9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장영양 사정 지식이 53.0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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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N=185)

항 목 문항수
(a)

가능
범위

실제
범위

평균점수
(b)

평균평점
(b/a)

백분율
평점

지식

총지식 16 0~16 2~15 11.35 0.71 71.0

사정 5 0~ 5 1~ 5 2.66 0.53 53.0

중재 7 0~ 7 0~ 7 5.40 0.77 77.0

평가 4 0~ 4 0~ 4 3.29 0.82 82.0

중요도
인식

총중요도 29 29~145 77~123 103.26 3.56 89.0

사정 6 6~30 15~29 21.96 3.66 91.5

중재 11 11~55 24~51 39.18 3.56 89.0
평가 12 12~60 31~48 42.12 3.51 87.8

수행

총수행 29 29~145 67~145 115.93 4.00 80.0

사정 6 6~30 14~30 24.39 4.07 81.4

중재 11 11~55 28~55 45.92 4.17 83.4

평가 12 12~60 22~60 45.62 3.8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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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지지지식식식,,,중중중요요요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수수수행행행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연령에 따른 경장영양의 지식,
중요도 인식,수행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최종학력에 따른 경장영양 지
식,중요도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행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여(t=.19,p=.024),4년제 과정 이상 졸업자가 3년제 졸업자보다 경장영양 수행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표 3>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의 차이

(N=185)

특 성
지 식

t p
중요도인식

t p
수행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
령

30세미만 11.27±2.38

.15.486

102.54±10.64

.52 .179

115.23±15.47

-1.06.290
30세이상 11.50±1.77 104.72±9.71 117.34±11.10

최
종
학
력

3년제 졸업 11.21±2.13
.82.426

102.42±9.94
.42 .313

113.39±14.97
.19.024

4년제 과정
이상 졸업자

11.47±2.25 103.97±10.72 118.09±13.17



- 22 -

DDD...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직직직무무무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지지지식식식,,,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수수수행행행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임상경력이나 중환자실 경력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경장영양
교육 유무와 병동의 경장영양 지침서 유무에서도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수
행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의 차이

(N=185)

특 성
지 식

t/r p
중요도 인식

t/r p
수행

t/r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임상경력 .11 .143 .10 .175 .04 .595

중환자실
경력

.08 .290 .12 .094 .07 .327

경장영양
교육

유 11.18±2.34
.84 .378

102.70±10.19
.72 .562

115.57±14.83
.43 .747

무 11.47±2.08 103.59±10.51 116.25±13.77

경장영양
지침서

유 11.11±2.37
.19 .073

102.70±10.23
.39 .379

117.10±13.32
.42 .179

무 11.70±1.86 104.07±10.58 114.2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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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지지지식식식,,,중중중요요요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수수수행행행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대상자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간의 상관관계는 지식과
중요도 인식,중요도 인식과 수행이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중요
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6,p<.01)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41,p<.01).그러나 경장영양 지식과 수행 간
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간의 상관관계
(N=185)

총
중요도
인식

중요도
사정

중요도
중재

중요도
평가

총
수행

수행
사정

수행
중재

수행
평가

총지식 .26** .28** .27** .19** .05 .06 .07 .02
지식사정 -.00 .06 -.01 -.02 -.07 .00 -.11 -.06
지식중재 .25** .24** .27** .18* .04 .02 .07 .02
지식평가 .24** .23** .24** .19** .15* .11 .18* .10

총중요도인식 .41** .30** .27** .41**
중요도사정 .33** .32** .27** .29**
중요도중재 .36** .27** .30** .34**
중요도평가 .40** .25** .26** .44**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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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수수수행행행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직무특성,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
고 경장영양 수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 6>경
장영양 중요도 인식(β=.409,p=.000)이 수행을 16.7% 설명하였으며 최종학력(β=
.135,p=.045)이 1.8%를 설명하여 중요도 인식과 최종학력이 총 1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
(N=185)

독립변수 B β t p R2 Cum R2

중요도 인식 .559 .409 6.057** .000 .167 .162
최종학력 2.846 .135 2.015* .045 .18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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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비위관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
식,수행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세 변수간의 관계 및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최종학력을 규명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은 경장영양 사정에 대한 지식 53.0점

으로 낮았고,중재 지식 77.0점,평가 지식 82.0점으로 높게 나타나 사정에 대한
지식이 취약하였는데,이런 결과는 Persenius,Larsson,& Hall-Lord(2006)가 중환
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장영양 제공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
과정 중 다른 부분에 비해 사정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또
한 Marshall과 West(2006)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들 중 13.0%만이 환자들
의 영양상태 사정을 간호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결과와 Persenius등
(2008)의 연구에서 책임간호사나 일반간호사들에 의해 일반적인 영양상태의 사정
이 모든 환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반 이하(최소 13%에서 최대 44%)로 낮
게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경장영양 사정에 필요
한 지식이 교육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실제로 Bourgault등(2007)은 경장영양
과 관련된 간호사의 지식이 환자의 질병 회복이나 최상의 의학적 결과를 나타내
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제시하면서 경장영양의 제공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지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중환자 간호사
들은 근거에 기반을 둔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 실무가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Williams& Lesile,2005)경장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분석 결과,흡인의 증상,비위관의 위치 확인

법의 종류,경장영양액 주입 시 자세는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일 에너지 요구량,가장 정확한 비위관 위치 확인법,
장음의 청진 부위의 경우는 24.9%~42.2%만이 정답을 보였다.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한 비위관의 위치 사정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Metheny,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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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natavicius,1998),Marshall과 West(2006)의 연구에서도 15% 이상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한 비위관의 위치 확인 이외에 신뢰성이 떨어지
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의 문
항별 정답률의 분포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나 '비위관 튜브의 삽입길이는 코
끝에서 흉골의 검상돌기까지의 길이이다.','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
한 방법은 청진기를 통해 공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장음은 복부의 좌측 하부
에서 청진한다.'와 같은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을 참고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결과는 조귀래(2000)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답률의 분포가 47%에서 98%
로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서희정과 유양숙(2007)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
의 섬망 관련 지식 정답률의 분포가 7.2%에서 95.3%까지 아주 넓은 정답 분포를
보이는 것과 비슷하였다.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89.0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식과 달리

사정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91.5점으로 중재에 대한 중요도 인식 89.0점과 평가에
대한 중요도 인식 87.8점보다 높게 나타나 경장영양 사정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감
의 인식이 간호과정의 다른 부분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한
((Marshall& West,2006;Persenius,Larsson,& Hall-Lord,2006)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문항별로 보았을 때 경장영양액 주입 전 자세

유지,위장관계 사정,영양액 주입 중이나 후에 흡인의 증상 모니터 등의 경우 각
각 3.81점,3.80점,3.75점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간호사들이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부분에서 높은 점
수를 보인(Persenius,Larsson,& Hall-Lord,2006)결과와는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 전반적인 신체 사정,주기적인 체중 측정의 중요도 인식의 경우 각각
3.24점,3.1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실제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
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장영양에 대한 수행을 분석한 결과 총수행이 80.0점이었으며 중재(83.4점),사정
(81.4점),평가(76.0점)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었다.경장영양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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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분석에서 중력에 의한 경장영양액 주입,경장영양액 주입 후 자세 유지,
경장영양액 주입 후 비위관 세척은 각각 4.81점,4.79점,4.78점으로 높은 수행 점
수를 보였으며 세 항목은 모두 중재 영역으로 흡인의 위험 감소나 비위관의 폐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수행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Persenius,Larsson,& Hall-Lord,2006)결과와는 일치하였다.반면 알부민과 트
란스페린 수치 확인,주기적인 체중 측정과 같이 평가 영역에서 각각 3.04점,2.70
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간호사들이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부분의 수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들은 중요도 인식에서
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 구체적인 수행 여건을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행에서도 영양 상태를 사정하는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장
영양 사정과 관련된 지식 및 수행의 증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또한 경장영양
중재의 수행 정도에서 문항 간에 점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을 위
한 교육이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최종학력에 따라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임상경력,중환자실 경력,경장영양 교육여부,지침서의 유
무에 따라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경장영양 수행이 임상 교육이나 임상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였다.또한 교육방법에서는 병동내 일대일 교육의 비율이 높아 간호부서
단위의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병동내 간호사간에 행해지는 비공식적인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Persenius,Larsson,&
Hall-Lord(2006)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주된 지식의 자원은 전문서적이나 교육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라고 밝힌바 있어 동료를 통한 교육의 간호 수행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더욱더 기존 간호사들의 정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수행이 최종학력에 의해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권은숙(2005)의 욕창지식에
따른 간호수행과 한송이(2007)의 혈액매개질환 예방에 대한 수행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고 있어 경장영양 뿐 아니라 다른 간호활동들도 교육이 간호활동의 수행
정도에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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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수행과의 관계에서는 경장영양
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중요도 인식이 높아졌으며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
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ourgault등(2007)은 경장영양
과 관련된 간호사의 지식을 환자의 질병 회복이나 의학적 결과의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으로 제시하면서 경장영양의 제공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지식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으며,Persenius,Larsson,& Hall-Lord(2006)도 경장영양에 대한 중
환자 간호사들의 지식이 높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지식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경장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경장영양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중요도 인
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수행도를 비교한 연
구들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실제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권은숙,2005;박형미,2004;최애리,2005).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과 수행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활동

수행에서 지식과 인식의 증가가 수행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이 있는(이정숙,2003;
최향옥,2005;한송이,2007)반면에 지식과 수행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조귀
래,2000;권은숙,2005)결과들도 있어 지식과 수행과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간호 수행의 종류에 따라 지식과 수행 사이에 매개 변인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므로 경장영양 지식과 수행 사이에 관계되는 매개변인을 규명하는 연구
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중

요도 인식이 나타났으므로 경장영양에 대한 간호사들의 중요성의 인식을 고취시
켜 정확한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기간을 단축
시키고 질병의 예후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중요도 인식과 최종학력이 경장영양 수행을 18.5%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경
장영양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 설문지를 단체로 배부한 후에 회수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고 동일 질문지에 경장영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수행이 같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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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으며,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또한 수행 정도 측정에서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닌 자가 보고 형
식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하며 5개 병원의 근무 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경장영양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지식,중요도 인식,수행에 대한 부족한 내용을 확인하여 경장영양을 제공하는 간
호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최종학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경장영양에 대한 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상에서의 경장영양에
대한 교육 경험 및 교육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임상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의 영양 상

태 및 영양 관리를 24시간 모니터하며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영양 지원을 담당하
는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으며,간호사들의 경장영양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경장영양의 수행에 있어서 중재에 대한 지식 뿐만 아
니라 영양 상태 사정,평가와 관련된 지식이 요구되며 사정,중재,평가의 전 과정
이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실무에서 경장영양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환
자의 영양관리 역할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수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측면에서의 의의는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간호사의 경장영

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를 파악하였으며,경장영양 수행의 범위를
수행절차에서만 측정하지 않고 환자 영양 상태까지 포함하였으며 간호과정의 전
영역인 사정,중재,평가,모니터링까지 확대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과 수행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그러나 경장영양
지식과 수행과의 관련성과 지식과 중요도 인식 외에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요인들의 규명이 필요로 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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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정
도를 확인해 보고자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를 시도하였다.자료수집은 2008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K도에 소재한 5개의 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185명의 간호사를 편의표집하였다.수집된 자료는 코딩화하여 윈도우용 SPSS
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t-test,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정도 :경장영양 지식은
최저 2점에서 최고 1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1.35점이었으며 총
평균평점은 0.71점이었으며 사정 0.53점,중재 0.77점,평가 0.82점 순이었다.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은 최저 77점에서 최고 123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03.26점이었으며 총 평균평점은 3.56점이었고 평가 3.51점,중재 3.56
점,사정 3.66점 순이었다.
경장영양 수행은 최저 67점에서 최고 14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점수

는 115.93점이었으며 총 평균평점은 4.00점이었고 평가 3.80점,사정 4.07점,중재
4.17점 순이었다.

2)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경장영양 지식,중
요도 인식 및 수행 정도 : 최종학력에 따른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여(t=.19,p=.024),4년제 과정 이상 졸업자가 3년제 졸업자보다 경장영양 수
행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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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지식,중요도 인식 및 수행 간의 상관관계 :경장
영양 지식과 중요도인식과의 관계는 r=.26(p<.01)을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중요도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요도 인식과 수행과의 관계는 r=.41(p<.01)
을 보여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장영양 지
식과 수행과의 관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증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 정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 수행에 중요도 인식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β=.409,
p=.000)최종학력(β=.135,p=.045)가 포함되어 총 18.5%를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경장영양 지식이 낮은데 반하여 중요도 인식이 높았으며
대체로 경장영양을 수행하고 있었다.경장영양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장영
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경장영양 수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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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중요도 인식,수행 정도 결과를 기
초로 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2)경장영양 사정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상태 사정의 내용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경장영양 지식과 수행 사이에 작용하는 매개변인을 찾아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4)정확하고 적절한 경장영양 수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찰방법을 이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5)경장영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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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대상자의 경장영양 지식 문항별 정답 비율의 우선 순위
(N=185)

지식 문항 정답률
n(%)

사정

1.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chestx-ray,위흡인액
의 pH측정,청진기를 통한 소리 확인이 있다. 175(94.6)

2.장음이 분당 5회 미만인 경우 장운동이 감소됨을 의미한
다. 120(64.9)

3.비위관 튜브의 삽입길이는 코끝에서 흉골의 검상돌기
까지의 길이이다. 80(43.2)

4.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청진기를
통해 공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72(38.9)

5.장음은 복부의 좌측 하부에서 청진한다. 46(24.9)

중재

1.경장영양액 주입을 위해서는 침대머리를 30-45̊ 상승시키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0(91.9)

2.구개반사(gagreflex)의 감소는 흡인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다. 168(90.8)

3.위잔여량 측정 후에는 비위관으로 20-30ml의 물을 주입
한다. 159(85.9)

4.경장영양액의 주입시간은 최소 30분이 되어야 한다. 154(83.2)
5.경장영양 수행 전에 확인한 위잔여량이 100ml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액주입을 일시 중단한다. 153(82.7)

6.경장영양액 주입시 기관절개관이나 기도내관의 압력은
20-25cmH2O를 유지한다. 117(63.2)

7.경장 영양시 성인 환자에게 필요한 일일 에너지요구량은
체중 당 약 25kcal로 계산한다. 78(42.2)

평가

1.경장영양액이 흡인되면 호흡곤란,빈호흡,비정상적 호흡
음,빈맥,청색증이 나타난다. 177(95.7)

2.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요전해질은 나트륨,포타슘,칼슘,마그네슘이다. 163(88.1)

3.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flushing)하는 것은 개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36(73.5)

4.설사는 묽거나 수분이 많은 변을 하루 3회 이상 보는
것이다.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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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대상자의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 문항별 평균 점수의 우선 순위
(N=185)

중요도 문 항 평균

사정

1.복부팽만,오심,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 3.80
2.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3.79
3.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고정된 길이를 확인
한다. 3.75

4.장음을 청진한다. 3.72
5.경장영양 시작 전에 손을 씻는다. 3.65
6.피부,구강,모발 등의 전반적인 신체사정을 한다. 3.24

중재

1.(금기가 아니라면)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침대머리 부분을
상승시킨다. 3.81

2.(금기가 아니라면)경장영양액 주입 후 침대머리 부분을
높인 상태로 유지한다. 3.75

3.처방된 경장영양액을 IV걸대에 걸고 중력에 의해 주입
되도록 한다. 3.68

4.경장영양액 주입 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한다. 3.67
5.경장영양 주입 후 기구는 세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헹궈
공기 중에 말린 후 청결히 보관한다. 3.66

6.경장영양을 실시할 때마다 위 잔여량을 확인한 후에
경장영양액 주입을 실시한다. 3.57

7.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3.50
8.환자에게 처방된 경장영양액의 성분 및 양,칼로리를 확인
한다. 3.45

9.경장영양액은 주입 전에 실온 상태로 준비한다. 3.42
10.경장영양액 주입 시 기관절개관이나 기도내관의 압력을
확인한다. 3.39

11.위 잔여량 확인 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flushing)
한다.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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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대상자의 경장영양 중요도 인식 문항별 평균 점수의 우선 순위 (계속)
(N=185)

중요도 문 항 평균

평가

1.영양액 주입 중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흡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3.75

2.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투여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한다. 3.67
3.경장영양액 수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을
모니터링한다. 3.64

4.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사
에게 알린다. 3.64

5.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
한다. 3.62

6.경장영양액 주입 전 확인한 위 잔여량에 따라 영양액
주입 여부를 결정한다. 3.61

7.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
한다. 3.54

8.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3.43
9.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ChestX-ray를 통해 확인한다. 3.38
10.처음 조사한 위 잔여량이 많아 주입을 중단한 경우 2시간
후에 잔여량을 다시 확인한다. 3.37

11.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알부민과 트란스페린의 수치를
확인한다. 3.29

12.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본 체중과 비교한다.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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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대상자의 경장영양 수행 문항별 평균 점수의 우선 순위
(N=185)

수행 문 항 평균

사정

1.복부팽만,오심,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 4.42
2.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4.09
3.경장영양 시작 전에 손을 씻는다. 4.03
4.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고정된 길이를 확인
한다. 4.01

5.장음을 청진한다. 3.99
6.피부,구강,모발 등의 전반적인 신체사정을 한다. 3.85

중재

1.처방된 경장영양액을 IV걸대에 걸고 중력에 의해 주입
되도록 한다. 4.81

2.경장영양액 주입 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한다. 4.79
3.(금기가 아니라면)경장영양액 주입 후 침대머리 부분을
높인 상태로 유지한다. 4.78

4.(금기가 아니라면)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침대머리 부분을
상승시킨다. 4.74

5.경장영양 주입 후 기구는 세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헹궈
공기 중에 말린 후 청결히 보관한다. 4.39

6.경장영양액은 주입 전에 실온 상태로 준비한다. 4.38
7.환자에게 처방된 경장영양액의 성분 및 양,칼로리를 확인
한다. 4.23

8.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4.08
9.경장영양을 실시할 때마다 위 잔여량을 확인한 후에
경장영양액 주입을 실시한다. 3.50

10.경장영양액 주입 시 기관절개관이나 기도내관의 압력을
확인한다. 3.22

11.위 잔여량 확인 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flushing)
한다.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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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대상자의 경장영양 수행 문항별 평균 점수의 우선 순위 (계속)
(N=185)

수행 문 항 평균

평가

1.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한다. 4.60

2.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투여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한다. 4.37
3.영양액 주입 중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흡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4.36

4.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
한다. 4.21

5.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사에게
알린다. 4.21

6.경장영양액 수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을
모니터링한다. 4.06

7.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4.03
8.경장영양액 주입 전 확인한 위 잔여량에 따라 영양액 주입
여부를 결정한다. 3.57

9.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ChestX-ray를 통해 확인한다. 3.37
10.처음 조사한 위 잔여량이 많아 주입을 중단한 경우 2시간
후에 잔여량을 다시 확인한다. 3.10

11.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알부민과 트란스페린의 수치를
확인한다. 3.04

12.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본 체중과 비교한다.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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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연구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지식, 중요도 인식 및 수행'이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

문을 진행 중입니다.

   본 조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장영양에 대한 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처리되고 처리되고 처리되고 학문적 학문적 학문적 학문적 목적목적목적목적

으로만 으로만 으로만 으로만 사용사용사용사용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중환자 간호 전공

김 도 숙 올림

lom508@hanmail.net

011-99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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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음은 음은 음은 음은 비위관을 비위관을 비위관을 비위관을 통한통한통한통한    경경경경장영양 장영양 장영양 장영양 절차와 절차와 절차와 절차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내용입니내용입니내용입니내용입니다다다다. . . . 

각 각 각 각 문항을 문항을 문항을 문항을 읽으시고 읽으시고 읽으시고 읽으시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수수수행행행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정정정도도도를 를 를 를 해당칸에 해당칸에 해당칸에 해당칸에 vvvv표 표 표 표 해 해 해 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수수수 행행행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절절절차차차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한다한다한다한다

대체대체대체대체

로 로 로 로 

한다한다한다한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가끔 가끔 가끔 가끔 

한다한다한다한다

전혀전혀전혀전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다다다다

5555 4444 3333 2222 1111

1. 피부, 구강, 모발 등의 전반적인 신체사정을 한다.

2. 장음을 청진한다.

3. 복부팽만, 오심, 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

4. 경장영양 시작 전에 손을 씻는다.

5. 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6. 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고정된 길이를 확인  

   한다.

7. 환자에게 처방된 경장영양액의 성분 및 양, 칼로리를 확인  

   한다.

8. 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9. 경장영양액 주입 시 기관절개관이나 기도내관의 압력을 확  

   인한다.

10. (금기가 아니라면) 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침대머리 부분  

    을 상승시킨다.

11. 위 잔여량 확인 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flushing)

    한다.

12. 경장영양을 실시할 때마다 위 잔여량을 확인한 후에 경장  

    영양액 주입을 실시한다.

13. 경장영양액은 주입 전에 실온 상태로 준비한다. 

14. 처방된 경장영양액을 IV 걸대에 걸고 중력에 의해 주입   

    되도록 한다.

15. 경장영양액 주입 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한다.

16. (금기가 아니라면) 경장영양액 주입 후 침대머리 부분을  

     높인 상태로 유지한다.

17. 경장영양 주입 후 기구는 세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헹궈  

     공기 중에 말린 후 청결히 보관한다.

18.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알부민과 트란스페린의 수치를 

    확인한다.

19.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본체중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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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 행행행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절절절차차차
항상 항상 항상 항상 

한다한다한다한다

대체대체대체대체

로 로 로 로 

한다한다한다한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가끔 가끔 가끔 가끔 

한다한다한다한다

전혀전혀전혀전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다다다다

5555 4444 3333 2222 1111

20.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한다.

21. 경장영양액 수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을 

    모니터링한다.

22. 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사

    에게 알린다.

23. 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투여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한다.

24. 경장영양액 주입 전 확인한 위 잔여량에 따라 영양액 

    주입여부를 결정한다.

25. 처음 조사한 위 잔여량이 많아 주입을 중단한 경우 2시간  

    후에 잔여량을 다시 확인한다.

26.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Chest X-ray를 통해  확인한다.

27. 영양액 주입 중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흡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28.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29.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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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다음다음다음은 은 은 은 비위관을 비위관을 비위관을 비위관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경장영경장영경장영경장영양에 양에 양에 양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각각각각    문항을 문항을 문항을 문항을 읽으시읽으시읽으시읽으시고 고 고 고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는 하는 하는 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vvvv표 표 표 표 해 해 해 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경경경장장장영영영양양양 내내내용용용 맞다맞다맞다맞다 틀리다틀리다틀리다틀리다 모르겠다모르겠다모르겠다모르겠다

1. 장음은 복부의 좌측 하부에서 청진한다.

2. 장음이 분당 5회 미만인 경우 장운동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3. 비위관 튜브의 삽입길이는 코끝에서 흉골의 검상돌기까지의  

   길이이다.

4.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chest x-ray, 위 흡인액  

   의 pH측정, 청진기를 통한 소리 확인이 있다.

5.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청진기를 

   통해 공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6. 경장 영양시 성인 환자에게 필요한 일일 에너지 요구량은

  체중 당 약 25kcal로 계산한다.

7. 구개반사(gag reflex)의 감소는 흡인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8. 경장영양액 주입시 기관절개관이나 기도내관의 압력은       

  20-25cmH2O를 유지한다.

9. 경장영양액 주입을 위해서는 침대머리를 30-45˚  상승시키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장영양 수행 전에 확인한 위잔여량이 100ml 이상일 경우  

    에는 영양액 주입을 일시 중단한다.

11. 위잔여량 측정 후에는 비위관으로 20-30ml의 물을 주입

    한다.

12. 경장영양액의 주입시간은 최소 30분이 되어야 한다.

13. 설사는 묽거나 수분이 많은 변을 하루 3회 이상 보는 것이  

    다.

14.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flushing)하는 것은 개방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15. 경장영양액이 흡인되면 호흡곤란, 빈호흡, 비정상적 호흡   

    음, 빈맥, 청색증이 나타난다.

16.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요전해질은 나트륨,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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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 구강, 모발 등의 전반적인 신체사정을 한다.

2. 장음을 청진한다.

3. 복부팽만, 오심, 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

4. 경장영양 시작 전에 손을 씻는다.

5. 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6. 경장영양액 주입시마다 비위관 튜브의 고정된 길이를 확인  

   한다.

7. 환자에게 처방된 경장영양액의 성분 및 양, 칼로리를 확인한  

   다.

8. 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9. 경장영양액 주입 시 기관절개관이나 기도내관의 압력을 확  

   인한다.

10. (금기가 아니라면) 경장영양액 주입 전에 침대머리 부분을  

    상승시킨다.

11. 위 잔여량 확인 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flushing)한  

    다.

12. 경장영양을 실시할 때마다 위 잔여량을 확인한 후에 경장  

    영양액 주입을 실시한다.

13. 경장영양액은 주입 전에 실온 상태로 준비한다. 

14. 처방된 경장영양액을 IV 걸대에 걸고 중력에 의해 주입이  

    되도록 한다.

15. 경장영양액 주입 후에 비위관 튜브를 물로 세척한다.

16. (금기가 아니라면) 경장영양액 주입 후 침대머리 부분을 

   높인 상태로 유지한다.

17. 경장영양액 주입 후 기구는 세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헹궈  

    공기 중에 말린 후 청결히 보관한다.

18.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알부민과 트란스페린의 수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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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않다않다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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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본체중과 비교한다.

20. 경장영양을 받는 환자들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

    한다.

21. 경장영양액 수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을 

    모니터링한다.

22. 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사

    에게 알린다.

23. 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투여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한다.

24. 경장영양액 주입 전 확인한 위잔여량에 따라 영양액 주입

    여부를 결정한다.

25. 처음 조사한 위 잔여량이 많아 주입을 중단한 경우 2시간  

    후에 다시 확인한다.

26. 비위관 튜브의 위치를 Chest X-ray를 통해 확인한다.

27. 영양액 주입 중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흡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28.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29.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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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각 각 각 각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 해 해 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1. 연령 만 (     )세

2. 최종학력    ① 3년제 간호학과 졸업     

               ② 4년제 간호학과 재학 및 졸업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 근무경력    ① 총 임상경력은                 년      개월

               ② 총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년      개월

 

4. 현재 직위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5. 경장영양 절차 및 주의사항과 관련된 교육여부

  ① 있다                       ② 없다      

     ☞ 있다면, 교육 방법과 횟수는

        

1회 2회 3회 이상

병동 내 1:1 교육

병동집담회

보수교육 / 직무교육

학회 / 학술대회

기타

6. 근무 병동에 경장영양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서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 응해 응해 응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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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KKKnnnooowwwllleeedddgggeee,,,PPPeeerrrccceeeppptttiiiooonnnaaannnddd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
ooonnnNNNaaasssooogggaaassstttrrriiicccTTTuuubbbeeeFFFeeeeeedddiiinnnggg
iiinnnIIInnnttteeennnsssiiivvveeeCCCaaarrreeeUUUnnniiitttNNNuuurrrssseeesss

KKKiiimmm,,,DDDoooSSSuuukkk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NNNuuurrrsss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NasogastricTube Feeding isan importantskillforIntensive Care Unit
Nurses. Thisstudywasdonetoidentifylevelsofknowledge,perceptionand
performanceofthisskill.DatawerecollectedfromApril10toApril23,2008.The
participantswere185nursesworkinginfivegeneralhospitalsinK-province.The
collecteddatawerestatisticallyprocessedusingSPSSversion12.0forWindows,and
analyzedusingdescriptivestatistics,t-test,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and
multipleregression.

Themajorresultsobtainedfromthisstudyareasfollows:

1)LevelofKnowledge,Perception and Performanceon NasogastricTube
FeedingintheIntensiveCareUnitNursesinthisstudy:Scoresforknowledge
rangedfrom aminimum of2toamaximum of15,withameanof11.35.The
averageitem scorewas0.71.Scoresforperceptionrangedfrom aminimum of
77toamaximum of123,withameanof103.26.Theaverageitem scorewas
3.55.Scoresforperformancerangedfrom aminimum of67toamaxim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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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withameanof115.93.Theaverageitem scorewas3.98.

2)LevelofKnowledge,Perception and Performance on Nasogastric Tube
Feeding accordingtoofgeneralcharacteristicsandclinicalcharacteristicsofthe
studyparticipants: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betweenlevel
ofeducation and performance(t=.19,p=.024).In performanceofNasogastric
Tube Feeding by the participants, the average score for graduates of
three-year-coursecollegewashigherthanforfour-year-coursegraduates.

3)Correlationbetweenknowledge,perceptionandperformanceonNasogastric
Tube Feeding intheintensive care unitnurses in this study: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perception wasr=.26 (p<.01)and higherlevelof
knowledge were related to higherlevelofperception.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andperformancewasr=.41(p<.01)andhigherlevelofperception
wasrelatedtohigherlevelofperformance.

4)FactoraffectingperformanceonNasogastricTubeFeedingintheintensive
careunitnursesinthisstudy:Stepwiseregressionanalysisshowed thatthe
factorspredicted18.5% ofthevariance.

In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show thatscoresoftheintensive
careunitnursesforknowledgeofnasogastrictubefeedingwerelow butscores
forperception werehigh.To strengthen perception ofimportanceinvolving
NasogastricTubeFeeding,training isneeded.AsknowledgeofNasogastric
TubeFeedingdid notshow aninfluenceonperformance,skilltrainingthat
influences performance should be utilized and,atthe same time,other
elementsthataffecttheperformanceneedtobeconsidered.

Keywards:NasogastricTubeFeeding,Knowledge,Percepti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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