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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서 시작했던 중환자실 생활이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중환자 전문간호사 석사 과정을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족한 제가 끝까지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마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서 논문 주제선정에서 방향까지 꼼꼼히 지도

해주신 김기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는 과정 중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를 해주심에 용기를
잃지 않고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단어 하나에서 논문의 구성,표까지도 너
무나 서툰 저에게 세심한 검토와 격려는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늘 관심을 가지
시고 논리적이고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의 틀을 잡아주신 안양희 교수님과 연구도
구를 세심히 살펴주시고 논문의 방향을 잡아 주시고 항상 격려를 잊지 않으신 송
희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잘 할 수 있을 거라 용기를 주셨던 임영
미 교수님,항상 논문의 진행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며 격려해 주신 허혜경
교수님,논문에 필요한 통계적 기초를 가르쳐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
신 박소미 교수님,먼 곳에서도 응원해 주신 신윤희 교수님,따뜻한 관심과 격려
를 주셨던 김기경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중환자를 간호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저에게 대학원 진학을 격려해 주
시고 공부하는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은희 간호국장님,중환자 전문간
호사 석사 과정을 권유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이윤희 간호과장
님,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이화경 간호과장님과
우리 중환자실 식구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힘든 근무일정 속에서도 묵묵
히 저를 배려하고 격려해 준 우리 중환자실 식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
습니다.또한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해주시고 학업기간 내내 든든한 지원군이셨던
이은숙 간호과장님과 전문가적 조언을 주신 김앵도 책임간호사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석사 과정과 논문을 마치기까지 친자매처럼 동거동락했던 우리 동기선생님들

께도 축하와 함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큰 엄마 같은 김문숙 선생님,자료
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박미용 선생님,큰 언니 같은 김진희 선생님,철없는 저보
다 항상 의젓해서 언제나 든든했던 도숙이,수현이,소영이,진이 모두 각자 개성
은 뚜렷하지만 중환자간호라는 이름 아래 하나되는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여서 즐
거웠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각자의 논문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친구들이었습니다.또한
논문 작성에 있어서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윤경 언니,미정이 그리고 조교실
의 모든 조교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강원대 병원,건국대 충주병원,관동대 명지병원,연세

대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못난 이 손녀딸을 세상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할머니와 저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100% 제 편
인 할머니,엄마,아빠가 계셔서 공부하는 동안 힘이 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
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학기 중 결혼으로 가족이 된 시부모님께도 부족한 며느리
를 너무 예쁘게 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학교,근무 그리고 임신까지 넘치는 짜증
과 투정을 아무런 말없이 받아준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넘치는 사랑의 마음
을 전합니다.논문 시작과 함께 또 하나의 선물로 저에게 온 우리 아기,논문 기
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도록 부족한 엄마를 잘 참아준 든든한 뱃속 지원군이었
습니다.손아랫사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저를 아껴주신 아주버님들,형님들,
조카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 권의 논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많이 부족

하고 서툴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여기며 앞으
로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8년 6월 장기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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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본 연구는 3차 종합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제외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을 파악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중환
자실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건강문제 악화와 그로인한 중환자실 재원기간 연장을
예방하고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충청도에 소재한 5개 3차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205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연구 도
구로는 문헌과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얻어 개발된 자가보고 형식의 중환자실증후군 지
식과 중환자실증후군 간호활동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차이는 t-test,AN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특성 중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경험은 83.4%에서 있다
고 하였으며,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매뉴얼은 95.6%에서 없다고 하였으며,중환자
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은 86.8%에서 없다고 하였다.

2.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은 평균 27.88점이었고 하위 영역
으로는 발생기전 7.57점,환경적 원인 5.15점,의학적 원인 4.70점,증상 10.46점이었다.

3.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은 평균 128.71점이었고 예방
간호활동 영역 64.52점으로 생리적 지지 32.88점,의사소통 12.88점,투약 7.90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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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10.86점이었고 발생 후 간호활동 영역은 64.19점으로 생리적 지지 35.16점,의사
소통 19.60점,환경관리 9.43점이었다.

4.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점수
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t=-2.02,p=.04)와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t=2.16,p=.03)에서 높았다.

5.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점수는 3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예방 간호활동(t=-2.19,p=.03)과 발생 후 간호활동
(t=-2.32,p=.02)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현재 외과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서 발
생 후 간호활동(t=3.36,p=.00)이 더 높았다.

6.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총지식과 예방 간호활동
(r=.03,p=.65)및 발생 후 간호활동(r=.04,p=.54)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환자의 치유 및 재원기간 연장 예방
을 위해 중환자실증후군의 예방이 중요하나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
한 중환자실증후군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비록 본 연구
에서는 중환자실증후군 지식과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중환자실 환
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증후군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간호수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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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되는 말 :중환자실증후군,지식,간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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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질병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고도의 집중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사고가 증가

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의식이 있는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남명자,2004).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질병으
로 인해 육체적 상태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처
하게 된다(신중수,1999).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이라는 신체적
위협과 함께 중환자실이라는 낯선 환경,가족으로부터의 격리,낯선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압감,치료중심의 환경으로 인한 개인성 상실,수시로 변하는 사태에 직면
해야 하는 상황적 위기감으로 인해 일반 환자 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한경신,2002),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중
환자실증후군(ICU syndrome)이 나타나게 된다.

중환자실증후군은 중환자실에서 급작스런 발병을 특징으로 하여 발생하는 일
시적인 기질적 정신증후군으로 인지기능장애,의식수준 저하,주의력 감소,정신활
동 증가 또는 감소와 수면장애를 나타낸다(Bennun,2001).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3일 정도에 발생하여 수주일 동안 지속되며 보통 1달을 넘기지 않아 환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Laitienen,1996).선
행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증후군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서 발생 가능
하나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20―50%가 경험
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50―80%에게 나타나며 미국의 경
우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 중 매일 4만명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Ely
etal.,2001a)고 하였다.또한 중환자실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
은 환자보다 10―20%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며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3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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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재원기간은 10일 정도 연장되었다(Elyetal.,2001c;Elyetal.,2004).따라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은 환자의 치료과정 및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로 된다.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중환자실 환자와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의 인식,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인 환자와의 의사소
통 방법,중환자실 환자들의 중환자실증후군의 임상증상,중환자실증후군의 위험
요인,환자들의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과 임상과정 등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험 특히 중환자실증후군 발생과
관련된 요인 및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Elyetal.,2001c;Elyet
al.,2007;Granberg,Engberg,& Lundberg,1998a;Kleck,1984;Lundstrom,2005).
또한 중환자실증후군의 예방과 중환자실증후군 발생시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의
개발,중환자실증후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가진 대상자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
의 개발 및 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어(Bergeron,
Skrobik,& Dubois,2002;Bright,2004;Elyetal.,2001a;Elyetal.,2001b,Geary,
1994;Granbergetal.,1998b;Kleck,1984;Lundstrom,2005;McNicoll,Pisani,
Ely,Gifford,& Inouye,2005;Rapp,2001;Trauman& Ely,2003),중환자실증후
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상태불안과 불편감,중환자실증후군 환
자의 발생 요인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대부분이 중환자실 환자와 간
호사가 지각한 환경적 스트레스,소음과 수면 양상,중환자 가족의 돌봄에 관한
연구들(강문자,1997;김미용,2005;복희,1999;서정주,박상연,2002;이정희,박인
혜,1996;이춘화,2006;전덕례,유미,안선영,1997;조명희,1993;한경신,2002)로,
일부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연구
가 제시될 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인식과 지식,간호 수행 및 중재 개
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증후군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증상 및 징후의
정확하고 신속한 사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진(김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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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다.또한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존재로서 환자의 혼돈 상태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
호사에 대한 환자들의 믿음은 불안감을 감소시킨다(Laitienen,1996)고 하였다.그
러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환자의 신체적 안녕상태를 증진하는 간
호에 치우친 나머지 환자의 심리적 간호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중환자실의
환자가 생명 유지에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식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므
로 신체적 간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정
희,박인혜,1996).또한 현재 임상에서는 중환자실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낙상예방과 안전을 목적으로 신체적 억제대 사용과 약물투여가 우선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고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하여 대부분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예방 가능
한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치료 가능한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박영숙,김금순,송
경자,강지연,2006)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증후군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더욱 어
렵게 된다.따라서 중환자실 환자의 안위증진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중환자실증후
군의 예방 및 발생 후 간호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
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간호활동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환자실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치료지연 예방을 위한 일 전략으로
써 중환자가 경험하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정도와 간호활동정
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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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도와 간
호활동 정도를 파악하여,중환자실 환자의 중환자실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건강문
제 악화와 중환자실 재원 기간 연장을 예방하고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보다 질
적 간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을 파악한다.
2.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3.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4.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5.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6.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
중환자실증후군이란 중환자실에서 급작스런 발명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인

기질적 정신증후군으로 인지기능 장애,의식수준 저하,주의력 감소,정신활동 증
가 또는 감소,수면장애를 나타낸다(Bennu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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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 지지지식식식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이며,사물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적,경험적 인식을 말하며,객관적 타당성을 요
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이른다(국립국어원,1999).본 연구에서는 조귀래(2001)
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통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33...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간호활동이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건강 및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

획된 직·간접 간호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며(대한간호학회 편,2001),본 연구에서
는 조귀래(2001)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통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 6 -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

중환자실이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만을 치료하는 특수한 곳으로 일반
병동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창윤,1999).첫째 커다란 공간에 특별한 칸
막이가 없이 침대가 촘촘히 놓여 있으며,여러 최신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또한
수면시간이 따로 없이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며,의료진이 수시로 분주하
게 움직이는 다소 번잡스런 분위기를 주는 경향이 있다.둘째 환자의 상태가 나빠
지면 기계의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순식간에 많은 의료진이 몰리기도 하고 심폐
소생술이 시행되기도 하는 등 하루에도 여러 명의 환자가 새로 들어오고 또 죽어
나가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다.셋째 보호자의 간호가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어 환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며 주위의 환자
와도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곳으
로 중환자실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중환자실증후군을 야기하게 된다.

중환자실증후군은 1966년에 Mckegney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이
용어는 중환자실정신증(ICU psychosis),중환자실 섬망증(ICU delirium),급성 혼
돈(Acuteconfusionalstate)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관련
요인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Elyetal.,2001a).첫째,신체적
요인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질병의 심각성,발병 전의 신체적 건강상태,정신상
태,성격,인공호흡기 사용유무,수술과 마취 경험,대사성 질환,순환기 질환,호
흡기 질환 등의 만성질환(장인실,2007;조귀래,2001;Balas,Gale,& Kagan,2004;
Geary,1994;Granberg,Engberg,& Lundberg,1996),둘째 환경적인 요소로서 수
면장애,소음,통증,감각 자극,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이 있다(Justic,2000).특히
환경적 요인은 중환자실증후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로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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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친숙한 존재와의 격리,기계화된 환경,소음,환한 불빛,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밤낮이 구별되지 않는 환경,치료
를 위한 선들로 인해서 움직임을 제한당하는 상황 등이 있다(장인실,2007;Balas
etal.,2005;Geary,1994;Granbergetal.,1996;Granbergetal.,1998a;Tess,1991).
Tess(1991)에 의하면 중환자실의 환경이 수면박탈,감각과잉,감각박탈 등을 유발
하며,이러한 요인들이 정신 신체적 요인과 결합하여 중환자실증후군을 발생시킨
다고 보고하였다.셋째,약물은 중환자실증후군 발생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서,대
부분의 약물이 중환자실증후군 발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 마약류,항콜
린성 약물,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McNicolletal.,2005;
Roberts,2004),중환자의 치료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 또
한 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가능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ess,1991).
이처럼 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간호활동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증후군을 경험하는 대상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혼돈,
기억력 장애,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지남력 장애,불안,공포와 인지 장애,심한 경
우 환시를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Elyetal.,2001c;Geary,1994;Granbergetal.,
1996;Lipowski,1990).대상자들은 주의력이 부족해지고 사고의 진행은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린다.중환자실증후군이 경한 상태에서는 약간 느리거나 둔한 사
고의 진행을 나타내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사고 자체가 불가능
하다.또한 언어 장애로서 사고의 흐름이 지리멸렬하고 체계가 없으며,말이 토막
나는 증상을 보인다.또한 불면 또는 과수면,악몽,가위눌림 등을 보인다.각성상
태가 심할 때는 홍조,창백,진땀,심계항진,동공상태,오심,구토,고열 등 자율신
경계 장애가 나타난다(조귀래,2001;Granbergetal.,1996,Laitinen,1996).중환자실
증후군을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징후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활동항
진형,활동저하형,활동항진형과 활동저하형의 혼합형이다.활동항진형은 가장 쉽
게 인지되는 형으로 대부분 격앙되고 흥분되어 있으며 환시를 경험하고 여러 가
지 관을 제거하거나 중심정맥관등의 다양한 선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며 안절부
절하며 침대 밖으로 나오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때때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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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활동저하형은 기면과 같이 무기력,수동
성,무반응 등의 반응을 보여서 조용한 섬망으로 불리며 간호사들이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Roberts,2001).혼합형의 경우 활동항진과 활동저하가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예측하기 어렵고,비교적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특
징이 있다(Granbergetal.,2001;Lipowski,1990).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중환
자실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중환자실증후군을 경험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치
매,우울 등과 혼돈하기도 하므로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

중환자실증후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ly등(2001)에 의하여 CAM-ICU
도구를 가지고 중환자실증후군을 사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었고,그 이후
CAM-ICU를 도구로 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Lawloretal.,2000;
McNicolletal.,2005;Roberts,2004).그 외에도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실증후군을
주제로 하여 대상자를 사정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
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Bergeronetal.,2001;Brigit,
2001;Granbergetal.,1998;Laitinen,1996;Marsball& Soucy,2003),중환자실증후
군을 예방하고 발생 후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어 놓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
행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APA,1999;Balaset
al.,2004;BritishGeriatricsSocietyClinicalGuidelines,2006;Michaudetal.,2007;
Rapp,2001;).중환자실증후군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중환자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수행정도를 측정한 조귀래(2001)의 연
구와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 경험을 알아본 김영하(2005)의 연구,중환자실간호
사가 지각하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강현
진(2005)의 연구가 있었다.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양현 등(2003)의
한국판 섬망 평가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있었고,중환자실증후군 발생 관
련 요인을 확인한 유미영(2006)의 연구와 환경적 중재를 통해 중환자실증후군과
환경적 스트레스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장인실(2007)의 연구가 있었다.
장인실(2007)의 연구 결과로서 환자실의 특수한 환경에 처해진 환자는 신체적 간
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간호 중재 접근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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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 가까이에서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가
장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중환자실 환
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관해 알아본 복희(1999)의 연구를
통해서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상의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국외에 비하여 국내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
한 연구는 아직까지 기초적인 단계이다.비록 환자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요인 규명,인식 차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
환자실증후군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도와 간호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만이 진행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지식 정도와 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예방 및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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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과과과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
이나 이해이며,사물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적,경험적 인식을 말하며,객관적 타당
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이른다(국립국어원,1999).나이팅게일이 처음
간호교육을 체계화하면서 간호는 실무를 위한 형식적인 지식을 발전시키기 시작
하였다.그 이후 지식의 형태는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1950년대 이후 간호과학이
학문으로서의 발전을 시작하면서 간호 실무를 위한 과학적 지식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이소우 등,1997).간호과학은 그 특성상 실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식
은 필수적이다.간호활동이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건강 및 간호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계획된 직·간접 간호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대한간호학회 편,
2001).간호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고려해야 하며,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사의 활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이춘화,2006;Chabeli,2003).

많은 연구에서 지식의 증가와 간호활동의 향상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미,김민아,정여숙,김남초,1999;박경옥,2005;백지윤,2006;장
인실,2007;최향옥,2005).그러나 지식과 간호활동 사이에 반드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강현진,2005;서희정,2006;정영란,1994;조귀래,
2001),지식과 간호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신념이나 태도가 지식과 결합이 될 때 간호활동에 변화를 주는 것으
로 보고되며,환경적 요인 역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고려된다(이은자,1988;
조귀래,2001).

간호사들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수행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
던 조귀래(2001)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전원이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
육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지식은 80%의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
내었고,지식과 예방적 간호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
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모두 올바른 간호수행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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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또한 학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전문학사인 간호사들보
다 중환자실증후군과 관련된 간호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중환자실 경력이 많을수
록 중환자실증후군에 관련된 지식과 간호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환
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던 강현진(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많을수록,중환자실증후군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고,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중환자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중
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중환자실증후군에 대
한 지식이 높을수록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하지만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분석한 김영하
(200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시 간호사들의 대처로는 설명
과 인지제공,환자 안전을 위한 억제대의 사용과 약물제공의 직접 간호,의사에게
보고하거나 보호자를 불러주는 협력적 간호,치료적 환경의 제공,환자를 진정시키
려는 지지적 대처와 함께 환자에게 윽박지르는 감정적 대처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무관심으로 중환자실증후군을 나타내는 환자를 다른
위급한 환자보다는 우선 순위에서 밀어놓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기술하였다.또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
중재의 다각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많은 간호사들이 오직 1―2개의 간호 중재만
을 선택하고 있어 중환자실증후군의 다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 가능한 장애로 간주하기보다는 치료 가능한
장애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중재와 관리에 관심이 많
았고 예방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박영숙 등,2006).그러므로 중환자실증후군의 예방 및 사정의 중요성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 유도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환자실증후군의 가장 좋은 치료는 중환자실 환경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고 환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함으로써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하
는 것(김영하,2005;Kleck,1984)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에서는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실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사의 심리는 두려움
과 불안감,무시로 나타났으며,간호중재방법으로는 인지제공,억제대 사용,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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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치료적 환경의 제공,지지적 간호 등의 사용이라 서술하였지만,정확한 환경
적 간호중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업무와
인력의 부족,교육과 지침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김영하,2005).환경적인 요소들
을 통제하고 환자의 인지 기능 수준을 유지시킴으로써 중환자실증후군 발생률을
예방하고,환자의 변화되는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제안되
고 있다(Justic,2000;Webb,Carlton,& Geehan,2000).가족구성원을 환자의 옆에 있
게 하고,개인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소음수준을 감소시키
고,밤 동안의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필요 없는 모니터링을 제거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유지하도록 하고 시계와 달력을 제공하여 지남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인간으로 대우받
고 있음을 느끼도록 대우해 주고 가능한 모든 처치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
자를 참여시키며,지남력을 환자에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
는 방법들이 제안된다(김영하,2005;유미영,2006;Balas et al.,2004;British
GeriatricsSocietyClinicalGuidelines,2006;Borthwick,Bourne,Craig,Egan,&
Oxley,2006;Tess,1991;Welker,2008).환경적 요소 중 중환자실 소음은 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이 말하는 소리,보호자의 우는 소리,기계의 알람 소리 등으로 나
타났는데 환자와 간호사의 소음에 대한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의료진들은 자
신들을 소음의 원인에서 제외하고(김영하,2005;손연정,1999),의료장비와 관련된
소음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여 의료진들에 의해 유발되는 소음은 상대적으로 제외
시키고 있었다(조귀래,2001).그러므로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 가능
한 환경 관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로 된다.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후의 간호 목적은 환자의 정서적 인지기능의 수준을 최
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며 증상을 완화시키고 대상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조귀래,2001).중환자실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에
서 단일한 치료방법으로서 제안 되고 있는 것은 없다(Webbetal.,2000).중환자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제되었던 환경적인 요인들은 환자의 증상을 더 이상
악화시키기 않기 위하여 계속되어야 한다.중환자실증후군은 일시적인 상태로 치
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으며 간호사는 무엇보다 환자의 불안 정도에 민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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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하였고 중환자실증후군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사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Marsball& Soucy,2003).중환자실증후군을 사정하기 위한 Ely등
(2001a)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공
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힘든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
에서 중환자실증후군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CAM-ICU가
유용하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증후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는 지속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프로토콜로서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지남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자극 활
동과 이완요법,음악과 마사지 등을 시행하고 소음을 줄이고 투약이나 시술의 시
간을 적절한 시간으로 배정하도록 하며 시력장애에 대해서는 안경이나 확대경,청
력장애에 대해서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탈수에 대해서는 혈중 요소질소와 크레아
티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탈수 증상을 인지하고 수분균형을 권장하였다(Balaset
al.,2004;British GeriatricsSocietyClinicalGuidelines,2006;Borthwicketal.,
2006;Inouye,Foreman,Mion,Katsz,& Cooney,2001;Welker,2008).때로는 환
자를 보호하는 면에서 공격적 행위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Haldol등의 약물을 투여
하거나 신체적 억제대 적용을 시행하기도 한다.Haldol은 중환자실증후군 자체를
치료하지는 않지만,의식의 변화 없이 일시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감소시켜주기 위
한 가장 좋은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Querques,2005).

이상의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중환자실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다각적인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이를 위하여 현재 중환자실 간호사들 수행하는 간호활동 정도와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정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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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3차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 대상자는 강원도와 경기도,충청도에 있는 5개 3차 종합병원의 신생
아중환자실을 제외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21명을 근접모집단으로 하
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210명의 간호사였으며,이
중 설문 응답이 미비한 5명을 제외한 20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조귀래(2001)가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근간으로 문헌고찰(김
영하,2006;Balasetal.,2004;BritishGeriatricsSocietyClinicalGuidelines,2006;
Borthwicketal.,2006;Welker,2008)을 통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설
문도구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직무 특성,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간호활
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학 전
공 교수 3인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2인
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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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 지지지식식식
본 도구는 조귀래(2001)의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수

정·보완하여 작성한 43문항 중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 타당도 조사를 하여 내용이 중
복되고 어휘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삭제하여 총 40문항으로 작성되었다.작성
된 도구를 W시 Y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질문의 어휘와 순서를 수정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도구는 총 40문항으로서 중환자실증후군의 발생기전에 대한 지식 13
문항,환경적 원인에 대한 지식 6문항,의학적 원인에 대한 지식 7문항,증상에 대
한 지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문항별로 ‘맞다’,‘틀리다’,‘모르겠다’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고,정답에는 1점을,오답과 모르겠다에는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
록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1이었다.

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증증증후후후군군군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본 도구는 조귀래(2001)의 도구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수정․보

완한 23문항을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총 41문
항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도구는 중환자실증후군 예방 간호활동과 발생 후 간호활동으로 구성되
었다.예방 간호활동은 21문항으로 생리적 지지 10문항,의사소통 5문항,투약 2문
항,환경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후 간호활동은 20문항
으로 생리적 지지 10문항,의사소통 7문항,환경관리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간호활
동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0점,‘항상 수행함(5회 이상)’5점으로 한 6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과 발생 후 간호 활동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95이었다.

추가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
인지에 대해 1문항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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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절절절차차차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강원도와 경기도,충청
도에 소재한 5개 3차 종합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제외한 중환자실에서 실시하
였다.

자료수집절차는 연구자가 간호부(국)에 연구제목과 내용,자료수집방법을 설명
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을 간호
부(국)에 전달하였다.연구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동의한 대상자
들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간호부(국)에 전달하여 연구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의 차이는 t-test,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
활동의 차이는 t-test,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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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1>,성별은 여자가 201명

(98%),연령은 30세 미만이 119명(58.0%)으로 가장 많았고,교육정도는 학사인 간
호사가 108명(52.7%)으로 가장 많았다.종교는 기독교인 경우가 87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05
특 성 구 분 빈도수 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 별 남 4 2.0

여 201 98.0
연 령 30세 미만 119 58.0

30.00±5.73
(21―50세)

30세 이상 ― 40세 미
만 70 34.2
40세 이상 16 7.8

교육정도 전문학사 87 42.4
학사 108 52.7
석사과정 이상 10 4.9

종 교 기독교 87 42.4
천주교 25 12.2
불교 10 4.9
기타 3 1.5
무교 80 39.0

2.직무 특성
대상자의 직무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2>,현 근무병동은 내과계 중환자실이

93명(45.4%)으로 가장 많았고,외과계 중환자실인 경우가 76명(37.1%)이었다.총
근무경력은 평균 85.22개월이었고,중환자실 근무경력은 평균 48.89개월이었다.대
상자의 직책은 일반간호사가 184명(89.8%)으로 가장 많았다.중환자실증후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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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경험은 171명(83.4%)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매뉴얼은 196명(95.6%)이 없다고 하였다.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은 178
명(86.8%)이 없다고 하였으며,교육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중 교육방법은 병동집
담회 10명(4.9%),저널/학회지 8명(3.9%),보수교육/직무교육 7명(3.4%)이었다.

표 2.대상자의 직무 특성 N=205
특 성 구 분 빈도수 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현 근무병동 내과계 중환자실 93 45.4

외과계 중환자실 76 37.1
응급 중환자실 25 12.2
신경외과계 중환자실 10 4.9
심혈관계 중환자실 1 .4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21 10.2
85.22±67.80
(1―314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32 15.6
3년 이상 ― 5년 미만 36 17.6
5년 이상 ― 10년 미만 71 34.6
10년 이상 45 22.0

중환자실 근무경력 1년 미만 34 16.6
48.89±40.17
(1―241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64 31.2
3년 이상 ― 5년 미만 45 22.0
5년 이상 ― 10년 미만 52 25.3
10년 이상 10 4.9

직 책 일반간호사 184 89.8
책임간호사 15 7.3
수간호사 6 2.9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경험

유 171 83.4
무 34 16.6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매뉴얼

유 9 4.4
무 196 95.6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

유 27 13.2
무 178 86.8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방법

병동집담회 10 4.9
저널/학회지 8 3.9
보수교육/직무교육 7 3.4
기타 2 1.0
교육 받은적 없음 178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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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 3>,지식 점수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38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7.88점이었고,이를 100점 만점 환
산시 69.7점이었다.지식의 하위 영역은 발생기전이 7.57점,환경적 원인 5.15점,의학
적 원인 4.70점,증상 10.46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58.2점,85.8
점,67.1점,74.7점이었다.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문항을 100점 만점 환산점수로 분석한 결과<부록

1>,하위영역인 의학적 원인의 ‘중증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다’와 증상의 ‘의료진과 가족에게 욕설을 한다’가 97.6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인 반면에 응답자 중 40점 미만의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발생기전 영역의 ‘대
개 중환자실 입원 1주일 이후에 발생한다’,‘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사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인공호흡기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와 증상 영역의
‘환시보다는 환청의 빈도가 높다’,‘밤보다는 낮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이었다.

표 3.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N=205
영 역 원도구 점수 환산점수(100점만점) 관찰범위
발생기전 7.57±2.17 58.2 0-13

환경적 원인 5.15±1.17 85.8 0- 6

의학적 원인 4.70±1.90 67.1 0- 7

증상 10.46±2.02 74.7 3-13

계 27.88±4.92 69.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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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 4>,간호활동
점수는 평균 128.71점(범위:37― 91점)이었고,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2.8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간호활동 영역에서는 생리적 지지 32.88점,의
사소통 12.88점,투약 7.90점,환경관리 10.86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투약이 79.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의사소통은 51.5점으로 가장 낮은 활동
점수를 보였다.발생 후 간호활동 영역에서는 생리적 지지 35.16점,의사소통 19.60점,
환경관리 9.43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생리적 지지가 70.3점
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의사소통이 56.0점으로 가장 낮은 활동점수를 보였다.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부록 2>,예방 간호활
동의 영역에서의 ‘처방된 약물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를 확인한다’4.16점으로 가장 높
은 반면 ‘친숙한 물건을 환자의 곁에 둔다’1.41점,‘환자와 친숙한 사람(가족이나 친구
등)이 환자의 옆에서 머물도록 한다(또는 만나게 해준다)’1.90점으로 낮은 활동 정도
를 보였다.발생 후 간호활동의 영역에서는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가 4.31점,
‘낙상예방과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한 억제대를 적용한다’4.1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 가능한 한 가족들이 옆에 있도록 한다’1.59점,‘다른 환자들과
독립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2.02점으로 낮은 활동 정도를 보였다.

표 4.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N=205
영 역 평균±표준편차 환산점수

(100점 만점) 관찰 범위
예방 간호활동 생리적 지지 32.88±10.42 65.8 0― 50

의사소통 12.88±5.57 51.5 1― 25
투약 7.90±2.62 79.0 2― 10
환경관리 10.86±5.66 54.3 0― 20
소 계 64.52±20.07 61.5 18― 101

발생 후 간호활동 생리적 지지 35.16±10.76 70.3 10― 50
의사소통 19.60±7.83 56.0 3― 35
환경관리 9.43±4.30 62.9 0― 15
소 계 64.19±20.11 64.2 13― 100

계 128.71±38.15 62.8 3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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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5>,교육정도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점수는 전문학
사보다 학사 이상의 간호사(t=-2.02,p=.04)에서 더 높았다.연령에 따른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지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차이 N=205

특 성
지 식

t p
평균±표준편차

연 령 30세 미만 27.61±5.06
― .95 .34

30세 이상 28.27±4.70
교육정도 전문학사 27.08±5.33

―2.02 .04
학사 이상 28.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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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점수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표 6>,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은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환자 간호경
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즉,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환자 간
호경험이 있는 간호사(t=2.16,p=.03)에서 지식 점수가 높았다.

표 6.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차이 N=205

특 성
지식

t/F p
평균±표준편차

현 근무병동 외과계 중환자실 28.22±5.19 .84 .40

내과계 중환자실 27.64±4.71

총 근무경력 5년 미만 27.39±4.97 ―1.25 .21

5년 이상 28.26±4.86

중환자실 근무경력 3년 미만 27.44±4.91 1.17 .31

3년 ― 5년 미만 27.67±4.91

5년 이상 28.61±4.92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환자 간호경험

유 28.21±4.92 2.16 .03

무 26.24±4.65

중환자실증후군 교육 유 28.59±4.57 .80 .42

무 27.78±4.97



- 23 -

EEE...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표 7>,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예방 간호활동(t=-2.19,p=.03)과 발
생 후 간호활동(t=-2.32,p=.02)모두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30세 이상군이 30세 미만군보다 예방 간호활동과 발생 후 간호활동의 점수가
모두 높았다.그러나 교육정도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의 차이 N=205

특 성
예방 간호

t p
발생 후 간호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 령 30세 미만 61.96±19.86 ―2.1
9 .03

61.34±19.77
―2.32 .02

30세 이상 68.06±19.94 68.14±20.00

교육정도 전문학사 62.99±19.96 ―
.94 .35

61.87±20.56
―1.42 .16

학사 이상 65.64±20.16 65.90±19.68



- 24 -

222...직직직무무무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8>,발생 후 간호활동 영역의 경우 현 근무병동(t=3.36,p=.00)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현재 외과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의 경우에서 발생 후 간호활동이 높았다.중환자실증후군 예방 간호활동 영역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었다.

표 8.직무 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의 차이 N=205

특 성
예방 간호

t/F p
발생 후 간호

t/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현 근무병동 외과계중환자실 67.10±19.53
1.57 .12

69.60±19.10
3.36 .00

내과계중환자실 62.65±20.33 60.28±19.99

총 근무경력 5년 미만 62.56±20.85
―1.22 .22

62.42±20.97
―1.11.27

5년 이상 66.02±19.41 65.55±19.40

중환자실
근무경력

3년 미만 63.14±21.02

.85 .42

61.96±21.79

1.04 .363년 ― 5년 미만 63.53±19.39 65.44±19.91

5년 이상 66.97±19.27 66.32±19.76

직책 일반간호사 63.96±19.65
―1.17 .24

63.38±19.70
―1.73.09

책임간호사이상 69.38±23.45 71.33±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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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과과과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111...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예예예방방방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예방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표 9>,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총 지식과 총 예방 간호활동 간의 상관
관계(r=.03,p=.65)는 없었다.총 지식과 예방 간호활동 하위 영역의 생리적 지지
(r=.07,p=.30)의사소통(r=.00,p=.98),투약(r=.03,p=.71),환경관리(r=-.03,p=.62)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었다.총 예방 간호활동과 지식의 하위 영역인 발생기전
(r=.01,p=.90),환경적 원인(r=.04,p=.56),의학적 원인(r=.08,p=.28),증상(r=―.03,
p=.71)과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9.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예방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 N=205

간호활동
지식 총 예방간호 생리적지지 의사소통 투약 환경관리

총 지식 .03 .07 .00 .03 -.03

발생기전 .01 .01 .01 .03 .01

환경적 원인 .04 .11 ―.02 .12 ―.08

의학적 원인 .08 .06 .05 .07 .08

증상 ―.03 .05 ―.0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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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환환환자자자실실실증증증후후후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과과과 발발발생생생 후후후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발생 후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10>,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총 지식과 총 발생 후 간호활동과의
상관관계(r=.04,p=.54)는 없었다.총 지식과 발생 후 간호활동의 하위 영역인 생리
적 지지(r=.06,p=.43),의사소통(r=.04,p=.57),환경관리(r=-.01,p=.87)와도 상관관
계는 없었다.총 발생 후 간호활동과 지식의 하위 영역인 발생기전(r=-.01,p=.92),
환경적 원인(r=.05,p=.52),의학적 원인(r=.08,p=.25),증상(r=.01,p=.88)과도 상관
관계가 없었다.

표 10.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발생 후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 N=205

간호활동
지식 총 발생 후 간호 생리적지지 의사소통 환경관리

총 지식 .04 .06 .04 ―.01

발생기전 ―.01 .01 ―.01 ―.03

환경적 원인 .05 .08 .00 .01

의학적 원인 .08 .03 .09 .12

증상 .01 .05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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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전체 대상자 중 30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내용을 가지고 중환자실경력 5년
이상의 석사 과정생 5명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그 결과 총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고 각 범주에 대하여 환경 요인과 규정 요인 그리고 환자 요인으로 명명
하였다.각 범주별로 살펴보면 환경 요인은 통합된 공간으로 개인별로 빛의 밝기
와 소음을 조절할 수 없다는 진술이 있었고,규정 요인에서는 병원 규정상 보호자
상주가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또한 환자 요인으로서 간호사 개인이 담당해야 하
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 경우에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표 11>.

표 11.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N=30
범 주 내 용
환경 요인 -중환자실의 특성상 (통합된 공간)빛의 밝기와 소음을 조절할 수

없어서 6
-여러 기계들로 인한 소음 발생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3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3

규정 요인 -병실 규정상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으므로 4
-보호자 면회가 제한되어서 불가능하므로 3
-병실 규정상 반입이 안 되는 개인물품이 있어서 2
-보청기와 의치의 경우 고가로 분실 시 책임 우려가 있어서 2
-감염 등의 이유로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2
-개인별로 면회를 시켜 줄 경우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문제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

환자 요인 -환자 상태 위주로 간호를 하기에 정서적 지지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3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관들의 유지를 위해서 억제대는 꼭
필요하므로 2
-손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억제대는 사용해야 하므로 2
-환자의 의식 및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
-환자의 상태가 안 좋기에 1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1
-예기치 않은 환자 상태의 변화,입원,퇴원,사망 등으로
환자 개개인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워서 1

-4명에서 5명의 환자를 보는 경우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1
-담당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 경우에 짬이 나지 않기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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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의 치료과정과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의 지식과 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연구로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대상자 중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
호사는 83.4%인데 반하여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단지
13.2%였다.이런 결과는 조귀래(2001)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경
험이 전혀 없었다고 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중환자
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는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였거나 간호사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비해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해서 낮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중
환자실 간호사들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또한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매뉴얼은
95.6%에서 없다고 응답하여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평균 27.88점으로 100
점 만점 환산 시 69.7점으로 조귀래(2001)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환자실증후군 지식 정답률인 78.6%와 양영애(2006)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조사한 중환자실증후군 지식 정답률인 7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각
연구에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달라서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 주의를
요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지식 점수가 다른 두 연구에 비해 낮음을 볼 때 우선적
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됨을 알 수 있었다.또한 지식의 하위
영역 중 환경적 원인 85.8점,증상 74.7점에 비해 발생 기전 58.2점,의학적 원인
67.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이런 결과로 중환자실증후군 환자의
기저질환,발생 시기,관련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지식 점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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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이는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
라고 사료된다.특히 ‘반응이 없어지는 무반응의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의 항목에
서 46.3점의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LGranbergetal.,2001;
Lipowski,1990)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항진형에 익숙해져 있고,활동저하형은 잘 인
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결과를
통해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시 환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활동항진형으로 나
타날 수도 있지만 무반응의 활동저하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간호
활동은 100점 만점 환산 시 평균 61점이었다.이런 결과는 조귀래(2001)연구에서
제시된 중환자실증후군 간호수행률 56%보다는 높고 양영애(2006)연구에서 제시
된 중환자실증후군 간호수행률 64%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각 연구에서 서로 다
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과 비교시 주의를 요해야 한다.중환자실증후군
간호활동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예방 간호활동은 평균 61.4점으로 투약관련 간
호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의사소통 관련 간호활동은 그
수행 정도가 낮았다.이는 중환자실간호사가 신체적 간호에 보다 치중함(이정희,
박인혜,1996)을 일부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특히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치료
및 질병 상태로 인해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낮은 간호활동 정도를 보
인 것으로 판단된다.‘환자와 친숙한 사람(가족이나 친구 등)이 환자의 옆에서 머
물도록 한다(또는 만나게 해 준다)’가 낮은 간호활동을 보인 것은 중환자실증후군
의 예방에 대한 가족들의 영향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후
간호활동은 평균 64.2점으로 생리적 지지,환경관리에서 높은 간호활동 점수를 보
인 반면에,의사소통에서 간호활동 점수가 낮았다.문항별로 특히 ‘정서적인 지지
를 위해 가능한 한 가족들이 옆에 있도록 한다’,‘다른 환자들과 독립되고 안정적
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낮은 간호활동 정도를 보였다.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신체적 간호에 우선점을 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또한 선
행 연구결과를 통해 수면 양상의 변화가 중환자실증후군을 야기하는 요인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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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으나(Balasetal.,2005;Geary,1994;Granbergetal.,1996;Justic,2000;
Tess,1991),간호활동 항목의 ‘밤 동안의 처치는 가능한 수면 주기(최소 90분 수
면)를 고려하면서 수행한다’는 중환자실증후군 예방 간호활동에서 50점,중환자실
증후군 발생 후 간호활동에서는 60.8점의 간호활동을 보여 수면의 중요성보다는
환자의 신체적 처치를 좀 더 우선시하며 이는 임상에서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기
본간호가 대부분 밤 시간동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중환자실
증후군 예방 간호활동(61.4점)이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후 간호활동(64.2점)보다 낮
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박영숙 등(2006)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에서 대부분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실 증후군을 예방
가능한 장애보다는 치료 가능한 장애로 간주한다는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환자실증후군
발생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환자 간호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높은 지식 정도를 보였다.또한 발생 후 간호활동 정도의 차이에서도
외과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환자
실증후군이 외과계중환자들과 같이 수술 및 마취를 경험한 환자에서 더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김영하,2005;박영숙 등,2006;장인실,2007;
Aldemiretal.,2001;Balasetal.,2004;Borthwicketal.,2006;Elyetal.,2001a;
Justic,2000)로 미루어 볼 때 중환자실증후군 환자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 습득과 간호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개
방형 질문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먼저 규정 요인으로는 면회가
제한되어 보호자 상주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환자
실이 보호자의 간호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특징(김창윤,1999)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중환자실증후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
지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의 특성(통합된 공간)상 빛의 밝기와 소음을
조절할 수 없다는 진술이 가장 많아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환경관리 간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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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또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서 중환자
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이것은 서희정(2006)
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담당환자수별 간호수행도 연구결과에서 4―5인의 환자를
담당하였을 때보다 2인의 환자를 담당하였을 때 간호수행도가 더 높았던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규
정이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
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수행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한 조귀래(2001)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하였다.본 연구에서의 지식 측정 도구와 간호활동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데 반하여 두 도구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은 도구의 내용에서 타당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추후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본 연구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하여 신뢰도는 검증되었지만 타당도에 대해서는 반복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고 신규 간호사는 물론 기존 경력 간호사들에게도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중환자실증후군의 예방과 사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간호사들이 올바로 중환
자실증후군을 인식하고 환자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또한 중환자실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치료 및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강원도와 경기도,충청도의 5개의 3차 종합병원 간호사를 편의 표집 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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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
식과 간호활동 정도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강원도와 경
기도,충청도에 소재한 5개 3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205명의 간호사
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본 연구에서 조귀래(2001)의 연구도구를 근간으로
문헌고찰 및 전문가 집단 타당도 검증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지식과 간
호활동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자료 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특성 중 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경험은 83.4%가 경험하
였고,중환자실증후군 환자 간호 매뉴얼은 95.6%가 없었으며,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은 86.8%에서 없다고 하였다.
2.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은 평균 27.88점이었고 하위 영역
으로는 발생기전 7.57점,환경적 원인 5.15점,의학적 원인 4.70점,증상 10.46점이었다.
3.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은 평균 128.71점이었고 예방
간호활동 영역 64.52점으로 생리적 지지 32.88점,의사소통 12.88점,투약 7.90점,환경
관리 10.86점이었고 발생 후 간호 활동 영역은 64.19점으로 생리적 지지 35.16점,의사
소통 19.60점,환경관리 9.43점이었다.
4.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점수
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t=―2.02,p=.04)와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환자 간
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t=2.16,p=.03)에서 높았다.
5.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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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3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예방 간호활동(t=―2.19,p=.03)과 발생 후 간호활동(t=
―2.32,p=.02)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현재 외과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서 발
생 후 간호활동(t=3.36,p=.00)이 더 높았다.
6.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총지식과 예방 간호활동
(r=.03,p=.65)및 발생 후 간호활동(r=.04,p=.54)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중환자실
증후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매뉴얼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2.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예방과 사정 및 중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3.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예방과 사정 및 중재에 관한 간호 프로토콜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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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분석

N=205

영역 문 항 정답자수(비율)

발
생
기
전

재원 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 181(88.3)
젊은 사람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자주 발생한다. 166(81.0)
환자는 중환자실증후군에서 회복된 후 중환자실증후군
발생기간의 일에 대하여 모두 기억한다. 159(77.6)

중증 질환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142(69.3)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회복되거나 예방될 수 없다. 140(68.3)
질병의 경과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8(67.3)
마취,수술,시술을 받은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 118(57.6)
입원 전의 환자 정신 상태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 105(51.2)
기저질환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발생한다. 95(46.3)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92(44.9)
대개 중환자실 입원 1주일 이후에 발생한다. 81(39.5)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사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74(36.1)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 61(29.8)

환
경
적
원
인

환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중환자실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97(96.1)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으로 인한 감각 상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91(93.2)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신체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75(85.4)

중환자실의 퇴실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 170(82.9)
중환자실 내에서의 업무상으로 의료진이 소음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62(79.0)

수면 양상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1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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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대상자의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분석 (계속)
N=205

영역 문 항 정답자수(비율)

의
학
적
원
인

중증질환 치료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다. 200(97.6)

조절되지 않은 통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48(72.2)
전해질 불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140(68.3)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39(67.8)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약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25(61.0)
신체감염으로 인한 독소와 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17(57.0)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95(46.3)

증

상

의료진과 가족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다. 200(97.6)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198(96.6)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진다. 194(94.6)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진다. 190(92.7)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수 있다. 184(89.8)
정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83(89.3)
퇴행 증상을 보인다. 180(87.8)
땀을 흘린다. 169(82.4)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168(82.0)
혈압이 상승한다. 168(82.0)
사람(가족 포함)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진다. 140(68.3)
반응이 없어지는 무반응의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95(46.3)
환시보다는 환청의 빈도가 더 높다. 54(26.3)
밤보다는 낮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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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의 문항별 분석
N=205

영역 문 항 평균±표준편차
중환자실증후군 예방을 위한 간호활동

생
리
적
지
지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03±1.21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잘 경청한다. 3.75±1.40
(통증조절을 위해)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3.66±1.52
섭취량/배설량을 확인한다. 3.59±1.62
불필요한 억제대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3.29±1.84
탈수 증상(구강건조,피부건조,Hct변화 등)을 확인한다. 3.27±1.60
(전해질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전해질 수치를 확인한다. 3.06±1.67
환자에게 날짜,시간,장소에 대해서 말해준다. 3.05±1.42
(통증 조절을 위해)마사지,손 잡아주기 등의
간호중재/기법을 실시한다.

2.83±1.55

환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2.35±1.54

의
사
소
통

환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경청한다. 3.55±1.42
모든 처치 시행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3.50±1.50
주변 환경의 인지를 돕기 위해 보청기 또는 안경,
의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2.52±1.77

환자와 친숙한 사람(가족이나 친구 등)이 환자의 옆에서
머물도록 한다(또는 만나게 해 준다).

1.90±1.49

친숙한 물건을 환자의 곁에 둔다. 1.41±1.52
투
약

처방된 약물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를 확인한다. 4.16±1.36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한다. 3.74±1.54

환
경
관
리

의료진의 대화나 이동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인다. 3.09±1.66
모니터링용 기계 장치들의 경보소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보만 크기를 조정하여 켜둔다.

2.88±1.71

밤 동안의 처치는 가능한 수면 주기(최소 90분 수면)을
고려하면서 수행한다.

2.50±1.80

하루 중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 2.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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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활동의 문항별 분석 (계속)
N=205

영역 문 항 평균±표준편차
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후 간호

생
리
적
지
지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31±1.13
낙상예방과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한 억제대를 적용한다. 4.13±1.35
(통증조절을 위해)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3.75±1.49
섭취량/배설량을 확인한다. 3.68±1.61
필요시 안정을 위해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3.65±1.54
환자에게 날짜,시간,장소에 대해서 말해준다. 3.52±1.44
환자의 증상 및 징후와 관련된 신체 검진을 실시한다. 3.26±1.47
(전해질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전해질 수치를 확인한다. 3.25±1.69
(통증 조절을 위해)마사지,손 잡아주기 등의
간호중재/기법을 실시한다.

2.89±1.60

환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2.72±1.65

의
사
소
통

환자와의 대화시 천천히,또박또박 이야기 한다. 3.90±1.37
가족,친지 등의 면회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3.38±1.57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가족의 걱정,근심에 대해 들어준
다. 3.11±1.61

환자의 현재 기분상태,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2.93±1.46
환자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2.67±1.56
다른 환자들과 독립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02±1.73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 가능한 한 가족들이 옆에 있도록 한
다. 1.60±1.51

환
경
관
리

의료진의 대화나 이동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인다. 3.31±1.60
모니터링용 기계 장치들의 경보소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보만 크기를 조정하여 켜둔다.

3.08±1.73

밤 동안의 처치는 가능한 수면 주기(최소 90분 수면)를
고려하면서 수행한다.

3.0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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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연구도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환자 전문 간호사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예방 및 발생 후 간호활동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중환자실증후군(ICU syndromeorICU

psychosis)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중환자실증후군

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를 파악하여,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

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답하신 모든 질문의 내용은 컴퓨터 부호화 되어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

석사 6학기 장기은 올림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나는 이 설문조사에 자의로 참여합니다.이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언제
든지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으며 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것
을 들었습니다.

2008년 4월
서 명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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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환자실증후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증후군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젊은 사람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자주 발생한다.
2*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3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사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4 재원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
5*비가역적인 과정으로 회복되거나 예방될 수 없다.
6 기저질환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발생한다.
7 중증 질환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8 질병의 경과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
10 마취,수술,시술을 받은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
11*입원 전의 환자 정신 상태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
12*대개 중환자실 입원 1주일 이후에 발생한다.

13*환자는 중환자실증후군에서 회복된 후 중환자실증후군
발생기간의 일에 대하여 모두 기억한다.

14*수면 양상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15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으로 인한 감각 상실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다.

16 중환자실 내에서의 업무상으로 의료진이 소음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7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신체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8 환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중환자실의 상황으로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19*중환자실의 퇴실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
20 조절되지 않은 통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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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증후군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21 중증 질환 치료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22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약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23 신체감염으로 인한 독소와 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24*전해질 불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25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26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27*환시보다는 환청의 빈도가 더 높다.
28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진다.
29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진다.
30 사람(가족 포함)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진다.
31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32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3 혈압이 상승한다.
34 땀을 흘린다.
35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36 의료진과 가족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다.
37 퇴행 증상을 보인다.
38*정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39 반응이 없어지는 무반응의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40*밤보다는 낮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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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 및 발생 후 간호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수행하는 빈도를 생각하여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매 근무시마다 <8시간 기준>

전혀
수행
하지
않음

1회
수행

2회
수행

3회
수행

4회
수행

항상
수행함
(5회
이상)

0 1 2 3 4 5
1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2 환자에게 날짜,시간,장소에 대해서 말해준다.
3 환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4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잘 경청한다.
5 (통증조절을 위해)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6 (통증 조절을 위해)마사지,손 잡아주기 등의 간호중재/기법을 실시한다.
7 (전해질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전해질 수치를

확인한다.
8 섭취량/배설량을 확인한다.
9 탈수 증상(구강건조,피부건조,Hct변화 등)을

확인한다.
10불필요한 억제대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11환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경청한다.
12모든 처치 시행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13환자와 친숙한 사람(가족이나 친구 등)이 환자의옆에서 머물도록 한다(또는 만나게 해 준다).
14친숙한 물건을 환자의 곁에 둔다.
15주변 환경의 인지를 돕기 위해 보청기 또는 안경,의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16처방된 약물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를 확인한다.
17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한다.
18하루 중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
19밤 동안의 처치는 가능한 수면 주기(최소 90분

수면)를 고려하면서 수행한다.
20모니터링용 기계 장치들의 경보소리를 줄이고 꼭필요한 경보만 크기를 조정하여 켜둔다.
21의료진의 대화나 이동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인다.

위에 제시된 중환자실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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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증후군 발생 후 간호를 할 때
매 근무시마다

전혀
수행하
지
않음

1회
수행

2회
수행

3회
수행

4회
수행

항상
수행함
(5회
이상)

0 1 2 3 4 5

1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2 환자에게 날짜,시간,장소에 대해서 말해준다.

3 환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4 환자의 증상 및 징후와 관련된 신체 검진을 실시한다.

5 (통증조절을 위해)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6 (통증 조절을 위해)마사지,손 잡아주기 등의간호중재/기법을 실시한다.
7 필요시 안정을 위해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8 (전해질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전해질 수치를확인한다.
9 섭취량/배설량을 확인한다.

10낙상예방과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한 억제대를 적용한다.

11환자와의 대화 시 천천히,또박또박 이야기 한다.

12환자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13정서적인 지지를 위해 가능한 한 가족들이 옆에있도록 한다.
14다른 환자들과 독립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15환자의 현재 기분상태,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16가족,친지 등의 면회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관찰한다.
17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가족의 걱정,근심에 대해들어준다.
18모니터링용 기계 장치들의 경보소리를 줄이고 꼭필요한 경보만 크기를 조정하여 켜둔다.
19의료진의 대화나 이동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인다.

20밤 동안의 처치는 가능한 수면 주기(최소 90분 수면)를고려하면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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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당당당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성 별 남 여

2.연 령 만 세

3.교육정도 전문학사 학사 석사 과정 이상

4.종 교 무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5.근무부서 외과계중환자실 내과계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
심혈관계중환자실 신경외과계중환자실

6.근무경력
6-1총 근무경력 년 개월
6-2중환자실 근무경력 년 개월

7.직책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파트장)

8.중환자실증후군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8-1간호한 경험이 있다면?(기억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환자의 진단명 성별 나이

9.중환자실증후군 발생 예방 및 환자 관리를 위한 지침(매뉴얼 또는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0-1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디에서?

① 보수교육/직무교육 ② 저널/학회지
③ 병동집담회 ④ 기타(직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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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CCCUUUnnnuuurrrssseeesss'''kkknnnooowwwllleeedddgggeeeaaannndddnnnuuurrrsssiiinnngggaaaccctttiiivvviiitttiiieeesss

fffooorrrIIICCCUUUsssyyynnndddrrrooommmeee
Jang,KiEun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donetoidentifythelevelofknowledgeandnursingactivitiesforICU
syndrome.Theparticipantswere205ICU nurseswhoworkedin5generalhospitals,
excludingneonateintensivecareunitsaffiliatedwithuniversitiesinKangwon,Kyonggi
andChungcheongprovinces.Thestudywasdonefrom March25toApril20,2008.
DataanalysiswasdoneusingSASanddescriptivestatistics,t-test,ANOVA,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swereusedtoanalyzethedata.Thetoolusedforthisstudywas
a questionnairedeveloped by theresearcherbased on literaturereview.Itwas
composedof40itemsrelatedtoknowledgeand41itemsonnursingactivitiesforICU
syndrome.ThereliabilityoftoolwasCronbach'sα=.81forknowledgeandCronbach's
α=.95fornursingactivities.

Themajorresultsobtainedfromthisstudyareasfollows:

1)Levelofthenurses'knowledgeofICU syndrome:Scoresforknowledgeranged
from aminimum of12toamaximum of38,withameanof27.88.Scoresfor
subscalesofknowledgewere7.57foretiology,5.15forenvironmentalcauses,4.70for
medicalcauses,10.46forsymptoms.

2)LevelofthenursingactivitiesforICU syndrome:Scoresfornursingactivities
rangedfrom aminimum of37toamaximum of191withameanof128.71.Scores



- 52 -

forsubscalesofnursingactivitieswere64.52forpreventivenursingactivities,64.19for
nursingactivitiesafterthedevelopmentofICU syndrome.Scoresforthesubscaleof
preventive nursing activities were 32.88 for physiological support, 12.88 for
communication,7.90 for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10.86 for environmental
management.ScoresforthesubscaleofnursingactivitiesafterthedevelopmentofICU
syndromewere35.16forphysiologicalsupport,19.60forcommunication,9.43for
environmentalmanagement.

3)LevelofknowledgeofICU syndromeaccordingtocharacteristicofnurses:There
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forlevelofeducation (t=-2.02,p=.04),and
nursingexperienceofICUsyndrome(t=2.16,p=.03).

4)LevelofnursingactivitiesforICU syndromeaccordingtocharacteristicofnurses:
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between ageand preventivenursing
activities(t=-2.02,p=.04),andnursingactivitiesafterthedevelopmentofICUsyndrome
(t=-2.32,p=.02),andbetweensurgicalICUandnursingactivitiesafterdevelopofICU
syndrome(t=3.36,p=.00).

5)Correlationbetweenknowledgeandnursingactivities:Nostatisticallysignificant
correlationwasfoundamongknowledge,preventivenursingactivities(r=.03,p=.65),and
nursingactivitiesafterthedevelopmentofICUsyndrome(r=.04,p=.54).

In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show ICU nurses'scoresforknowledge
andnursingactivitiesforICUsyndrome.Therewasnosignificantrelationshipbetween
theICUnurses'knowledgeandnursingactivitiesforICUsyndrome.Thisatteststothe
necessityofrepetitiveresearchonthevalidityoftheresearchtool.Thisstudyalso
suggeststhatthereisaneedtodevelopeducationalprogram andprotocolsforICU
nursesonprevention,assessment,andinterventionforICU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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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ICU syndrome,knowledge,nursing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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