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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의 내·외과계, 심혈관계, 신경외과계, 

암병원 중환자실에 재직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총

94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서는 2016년 5월 15일에서 2016년 5월

29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CRRT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65.6%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지식은 대상자의 근무부서(p=.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CRRT 

간호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p=.049)

2.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은 총 4점 중 3.2(±.4)점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직위(p=.002)와 총 임상경력(p=.026)이 높고 재직 중

받은 CRRT 교육횟수(p=.002)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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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CRRT 간호 수행능력은 총 4점 만점 중 평균 3.5(±.5)점이었고, 

대상자의 부서(p=.02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임상경력(p=.001)이

높고 CRRT 교육횟수(p<.001)가 많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RRT 간호에 대한 태도와 수행능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518, p<.001). 

5. CRRT 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특성 중 총 임상

경력과 총 CRRT 교육횟수, 간호사의 태도 점수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 임상경력이 높고(p=.048) 총 CRRT 교육횟수가 많을수록(p=.046), 

CRRT 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p=.004)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 수행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태도를 중재 요인으로서 고려

해야 하며, 부서 간의 수행능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간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중환자실 간호사, 지속적 신대체요법, 지식, 태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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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실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은 5-25%의 유병률을 보이며 이중 6% 

가량은 신대체요법을 필요로 한다(KDIGO, 2012; Uchino et al., 2005). 특히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간헐적

혈액투석(Intermittent hemodialysis, IHD)보다는 지속적 혈액투석(con-

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을 주로 시행하게 된다(서민정 외, 

2009). CRRT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 사용하기 용이하고 대사성

산증의 교정에 효과적이며, 세포 활성인자 제거율이 높은 등의 치료적 장점이

있어 임상에서 그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Legrand, Darmon, Joannidis, 

& Payen, 2013). CRRT를 시행하는 환자들의 중증도 및 치료의 복잡성이

높아지고(Galvagno et al., 2013), IHD와 달리 CRRT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치료 기간 동안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찰이

요구된다(최앵자 & 이영희, 2014). CRRT 치료를 시행하고 주도하는 인력은

신장내과 의사, 투석실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이들

인력이 혼합된 다학제간팀 등으로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Ricci et al., 2015), 치료를 시작하고 모니터링하며

종료하는 등의 전반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내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Graham & Lischer, 2011; 윤선영 외,

2013; Richardson & Whatmore, 2014).

이와 같이 CRRT 치료의 임상 이용률과 간호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CRRT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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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3)은 국내 2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 행위

현황 및 처치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서 중환자실 내 CRRT 관련 간호 행위의 총

수행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의 16%를 차지하는 등 간호 업무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RRT 간호 현황을 조사한 Alvarez et 

al.(2003)과 Ricci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각각 87%, 63%의 간호사가

CRRT 간호업무에 대한 주관적 부담을 호소하였고, 이들은 모두 CRRT 치료

도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하였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지식 부족은 오류를

증가시키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이경아 외, 2009; 

이수진, 2009),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대해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김금순, 김진아, & 박영례, 2011).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CRRT 간호와 관련하여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CRRT 간호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CRRT 관련 지식에 대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의하면, CRRT 치료의 이용률과 중요성에 비해 CRRT 관련 간호에 대한

지식 수준과 교육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간호사들 스스로도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Alvarez et al., 2003; 김희은, 2012; Ricci et al., 2015; 

윤선영 외, 2013; 이미미, 유정숙, & 장선주, 2010). 또한, 전문직 간호에서

태도는 지식과 함께 간호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있지만(라진숙 & 채선미, 2013), CRRT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해당 요소가 간호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CRRT 간호

수행능력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경력 2년 미만의 연차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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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에게서 CRRT 수행능력이 낮게 측정되었고(이금문, 2004), CRRT 관련

교육과 알람 대처, 카테터 위치 확인 등의 행위에서 특히 낮은 수행능력

정도를 보였다(윤선영 외, 2013). 그러나 이들 CRRT 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CRRT 간호와 관련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에 대한 한정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져 있을 뿐, 이들 요소를 함께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사를 위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교육 중재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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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RRT 간호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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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지속적 신대체요법

(1) 이론적 정의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대류, 확산, 초여과의 원리를 이용한 혈액 투석의

한 형태로 24시간 이상 용질을 서서히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며(서장원 & 박정식, 2001),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부전과 체액

과다에 대한 급성기 치료로서 시행되는 혈액 투석 요법을 의미한다(Windt, 

201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서울 소재 Y대학 부속병원 내의 내·

외과계, 심장내과, 심혈관외과, 신경외과,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Prismaflex(Gambro)와 Multifiltrate(FMC)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지속적

정정맥 신대체요법을 의미한다.

2) 지식

(1) 이론적 정의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한다(국립국어원, 2016). 

교육의 목표로서 서술되는 지식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정보를 보유하고, 

객관적으로 ‘무언가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이재경, 2002),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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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지식은 지식(Knowledge)은 간호에서 필요한 간호 원칙, 임상

지침, 간호 중재 등을 포함하는 임상 역량과 윤리적·법적인 사항, 의사

결정, 자기계발, 협력 등을 포함하는 전문직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ANA, 2008; Lakanmaa et al., 201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지식은 김희은(2012)이 개발하고 사용한 지속적

신대체요법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50 문항을 연구자가 요약·수정한 13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CRRT의 기본 이론 및 원리, 치료의 유지와 종료

그리고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지식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태도

(1) 이론적 정의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뜻한다(국립국어원, 2016). 

교육의 목표로서 서술되는 태도는 업무에 대한 열정, 헌신 그리고 긍정적

자세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이재경, 2002). 또한 간호 교육에서의

태도(Attitude)는 간호에서 필요한 간호 원칙, 임상 지침, 간호 중재 등을

포함하는 임상 역량과 윤리적·법적인 사항, 의사 결정, 자기계발, 협력

등을 포함하는 전문직 역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특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ANA, 2008; Lakanmaa et al., 201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태도는 CRRT 치료에 대한 인식, 적극적 자세,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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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부담감 등에 대해 김성희(2014)가 개발한 심정지후 저체온 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14문항을 지속적 신대체요법으로 치환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총 15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

4) 수행능력

(1) 이론적 정의

수행이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능력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6).

간호에서의 수행능력은 상황에 맞는 지식, 판단 및 기술을 보여주고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Barrett & Myrick, 1998) 간호

교육에서의 수행능력(performance)은 간호에서 필요한 간호 원칙, 임상 지침, 

간호 중재 등을 포함하는 임상 역량과 윤리적·법적인 사항, 의사 결정, 

자기계발, 협력 등을 포함하는 전문직 역량과 관련된 행위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ANA, 2008; Lakanmaa et al., 201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수행능력은 미국신장간호사회(American Nephrology Nurses 

Association)에서 출간한 Nephrology Nursing Scope and Standards of 

Practice, 7ed(2011)에 수록된 CRRT에 대한 Performance Criteria Checklist 

및 서울의 Y대학 부속병원 간호국의 중환자 간호 역량 체크리스트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관련 항목들을 연구자가 수정한 총 1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CRRT 치료의 시작, 유지, 종료 관련 행위들에 대한 능력을 자기 보고방식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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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중환자실에서의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n Therapy, CRRT) 간호와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관련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에서의 CRRT 간호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중환자실 입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혈액투석요법으로, 대사성 산증의 교정에 효과적이며 세포 활성인자 제거율이

높은 등의 치료적 장점이 있어 임상에서 그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Legrand et al., 2013).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만의

독자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 신대체요법 관련 행위도 이와

같은 중환자실 간호사 고유의 업무 중 하나이다.

CRRT를 수행하는 동안의 간호 업무는 다양하며, CRRT 적용 준비부터 유지, 

종료와 더불어 24시간 동안 매 시간 감시 업무와 토탈케어까지 포함되는

복합적인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CRRT를 시작할 때에는 혈관

통로(vascular access)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준비과정(priming)을

위한 수액 준비, 혈액 검사 확인 및 항응고제 준비, 투석액(dialysate)이나

대체용액(replacement) 준비 등이 필요하다. CRRT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환자의 혈압을 자주 확인해야 하며 저체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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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교환 및 배액백 교환을 수시로 하게 된다. 전해질 검사 결과에 따라

투석 용액에는 전해질을 추가해야 하며,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액

응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출혈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혈의 위험이 있어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시간마다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환자의 카테터 삽입 부위에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균술을 항상 적용해야 하며, 카테터가

혈관에서 빠져나와 혈종 등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CRRT 기계의 모니터 또한 수시로 확인하여 변화를 감시하고, 

수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중재 및 알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들은 혈관 통로의 상태나 체외순환회로의 응고 진행 상태에 대해

알려주므로 간호사는 이 값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체액의 균형

유지를 위해 매시간 수분주입량, 배설량을 확인하여 설정된 만큼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치료를 종료할 때에는 기계로부터 모든 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과정이 중요하며 혈관통로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

catheter를 적절하게 flushing하고 잠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Baldwin &

Fealy, 2009; Dirkes & Hodge, 2007; 윤선영 외, 2013; 김희은, 2012).

CRRT 치료는 시행 초기에는 주로 투석간호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점차

신장내과 의사, 간호사가 포함된 다학제간팀, 중환자실팀, 신장전문팀에 의해

주도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시행되는 등 다양한 체계로 치료를 전달하게

되었다. 보통 CRRT 치료 수행은 24시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관련된 모든 업무 책임을 중환자실

간호사가 맡는 경우도 있고 중환자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Ricci et al., 2015; Graham & Lischer, 2011).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 분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CRRT 관련

업무인 CRRT 시작 간호와 종료 간호, CRRT 유지 간호 등의 업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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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가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CRRT 시작과 세트 교환 및 어려운

알람 해결 등은 전문간호사가 담당하고 기타 CRRT 간호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를 보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정희,

성영희, 이영희, 조용애, & 권인각, 2007; 최앵자 외, 2014; 윤선영 외, 

2013). 

그러나 이 두 업무 형태 모두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CRRT 간호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주고 있지는 않다. 윤선영 등(2013)이 일

지역 2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CRRT 관련 간호행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 근무 번 내 CRRT 관련 간호행위의 총 수행시간은

85.60분으로 전체 근무 시간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투석액 교체’, 

‘배액백 교체’,‘항응고제 주사기 교체’,‘CRRT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환자상태 확인’,‘알람 대처’등의 간호행위를 포함하는

CRRT 관리 및 유지 영역의 수행시간이 54.81분으로 가장 길게 측정되었으며, 

CRRT 시작을 위한 간호 영역 중‘CRRT 필터 프라이밍’행위가 30분 43초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일 항목 행위로 보고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모든 CRRT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담당 간호사는

해당 환자를 간호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중환자실 내

간호행위를 분류하고 소요시간을 측정한 국내 연구(유정숙 & 김금순, 2009)를

참고하면, 중환자실 내 거의 대부분의 간호 행위 소요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은 데 비해, CRRT 간호에는 단일 처치만으로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CRRT 필터 프라이밍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CRRT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CRRT 관리 및 유지 영역은 여전히

중환자실 간호사가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또한 CRRT 

간호는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임상에서 시행 빈도가 높지 않은 특수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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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속하여 일회성 교육으로는 완전히 익히기 어렵고, 간호사 개개인의

지식 수준이나 실무 경험에 따라 수준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정희, 

2002; Langford, Slivar, Tucker, & Bourbonnais, 2008). 때문에 CRR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 간호에 임하게 되면 오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이수진, 2009). 이는 CRRT 치료 중 알람

대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석 치료가 지연되거나 필터가 응고되어 혈액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하며(Uchino et al., 2003; 

최앵자 외, 2014), 활력증후 불안정이나 저체온증, 감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상황들을 포함한다(Endacott, 2012; Graham et al., 2011; 

최앵자 외, 2014).

CRRT 간호 행위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CRRT 

간호업무량의 과중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였고(윤선영 외, 

2013), 국외의 다른 연구(Alvarez et al., 2003)에서도 CRRT 관련 간호가

업무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CRRT 관련 간호는 그 다양성과 복잡성, 소요 시간과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며,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CRRT 관련 간호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및 기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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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관련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지속적 신대체요법 치료(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의

임상 이용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간호 요구도 또한 증가하게

되자(Legrand et al., 2013; Richardson & Whatmore, 2014), CRRT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Windt, 2016; 

Mottes et al., 2013, Rewa, Mottes, & Bagshaw, 2015). American Nurse 

Association과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등의 간호사협회에서는

흔히‘지식, 기술, 그리고 판단의 효과적인 적용(effective application)을

보여주는 수행의 수준’으로 설명되는 간호능력(competency)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간호 전문직 종사자와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의

능력(competency)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기술, 수행 또는 태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간호능력을 측정하고 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알아보아야 한다(Wright, 2005). 따라서 CRRT 간호에

대해서도 지식, 수행 및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RRT 간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주로 CRRT 간호업무 및 의료전달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 및 간호실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Alvarez et al., 2003; 이수진, 박향숙, 임은영, & 

심유미, 2007; Langford et al, 2008; 김희은, 2012; 나현심, 2012; Lopez-

Herce et al., 2012; 윤선영 외, 2013; 최앵자, 2013; Mottes et al., 2013; 

Przybyl, Androwich, & Evans, 2015; Ricci et al., 2015; Windt, 2016). 

반면 CRRT 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지식, 수행 및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드물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lvarez et al.(200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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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CRRT 간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CRRT 관련 지식을 함께 평가하였다. 총 10문항의 지식

측정도구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41.9%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였던 대상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54.5%였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의

평균은 36.3%로 나타나, 기본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교육이 지식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지식 영역에

따라서는 CRRT의 잠재적 적응증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74%), 

보충액(replacement fluids)의 선택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7.6%). 국내에서 CRRT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정도만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희은(2012)이 웹 기반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전평가로서 간호사들의 지식을

측정하였다. CRRT의 이론 및 실무 지식과 관련된 지식 평가에서 대상자들은

평균 정답률 56.6%를 기록하였는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 점수의

평균도 높았으며, 교육 중재를 제공받은 뒤에는 50점 만점의 측정 점수에서

평균 점수가 13.80(±1.04)점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간호 수행능력 또한 간호업무의 실태조사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부로서 시행되었다. CRRT 간호와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난이도, 업무 부담 또는 교육요구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심리적·내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금문(2004)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력단계별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체 실무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지각하는 수행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특수간호 업무 중 지속적 신대체요법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환자실 경력 2년

미만의 간호사들에게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시작, 유지, 종료 업무와



- 14 -

관련하여 ‘지침이나 조언 없이도 해당 간호행위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3점에 못 미치는 평균 수행점수가

측정되었다(1.78±0.83 ~ 2.67±1.04점). 또한 이미미 등(2010)이 간호행위별

실무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들 중 92.3%가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경력이 낮은 간호사들의 수행능력과 내적 요인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전체 간호사의 55.4%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윤선영

등(2013)은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전체 CRRT 간호행위를 분석하여 이들

행위별로 간호사가 지각하는 난이도와 수행수준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CRRT 간호행위는 크게 CRRT 기계준비 영역, 환자 준비 영역, CRRT 유지 및 관리

영역, 치료종료 영역, CRRT 관련 교육 영역의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영역별로 각각 기계 calibration(수행점수 4점 만점 중 평균 2.79±0.86점), 

카테터 위치 확인(2.44±0.85), 알람 대처(2.58±0.78), 혈액 반환(3.12±0.82),

CRRT 관련업무에 대한 자문에 답하기(2.51±0.80) 행위에 대한 수행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수행점수가 낮게 나타난 이들 영역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난이도 점수도 함께 높게 측정되어(난이도 전체 평균 4점 만점 중

2.28±0.50에 대하여, 알람 대처 2.60±0.82점, 카테터 사정 2.49±0.86점, 

관련업무 자문에 답하기 2.74±0.76점) 심리적 요인과 수행수준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간호사들은 CRRT 간호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CRRT 관련 업무 때문에 업무상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수행 수준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시하였다. 

최앵자(2013)는 CRRT 알람 대처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투석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람 해결률을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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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행능력의 척도로서 사용하였다. 간호사들의 알람 해결률은 평균

32.4%였는데, 알람 프로토콜을 적용한 후에는 해결률이 45.8%로 개선되어

간호 수행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실무 프로토콜이 유용함을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는 CRRT 간호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일부 영역에

한정된 조사만을 진행하거나 중환자 간호 실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아직 CRRT 간호 영역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문헌고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중환자실에서 CRRT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CRRT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6 -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의 내·외과계, 심혈관계, 

신경외과계, 암병원 중환자실에 재직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Cohen(1988)의 표본추출공식에 따른 G *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을

때(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최소 대상자 90명이었으며,

설문지 미회수율 10%를 고려하여 총 99명의 간호사에게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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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CRRT 간호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

CRRT 간호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 정도는 김희은(2012)이 개발하고

사용한 지식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요약·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한 도구는 Y대학 간호대학 교수 1인,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Y대학 부속 병원의 현직 CRRT 전담간호사 2인,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총 7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기존 도구에서 연구가 진행된 병원의 내부 실무 규정과 상이한 부분 5문항,

간호 인력체계상 일반간호사가 담당하지 않는 부분 7문항,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구식 기기와 관련된 부분 5문항,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치료법과

관련된 부분 3문항, 내용이 중복된 10문항, 정답 선정기준이 모호한 5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병합하거나 표현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총

13문항의 지식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기존 도구는 주관식과 4지선다형

문항이 혼합된 형식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문항 형태는 모두 4지선다형으로

통일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식 측정도구의 세부 영역은 ‘기본 이론 및

원리’영역 4문항,‘유지 및 모니터링’ 영역 4문항,‘알람 해결’영역

3문항,‘종료 적응증 및 술기’영역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지선다형으로 정답 1점, 오답 또는 미답변 0점으로 점수가

책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지식 정도 측정에 관한 신뢰도 Kuder-Richardson 

formula 20 값은 .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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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RT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

CRRT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성희(2014)가 개발한

심정지후 저체온 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14문항을 CRRT로 치환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태도 측정 도구는 총 15문항으로‘CRRT에 대한 긍정적

인식’영역 3문항,‘치료 참여 및 교육에 대한 욕구’4문항, ‘직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긍심’영역 5문항,‘간호 부담’영역 2문항, ‘CRRT에 대한

부정적 인식’영역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Likert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1에서 12번까지의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3번에서 15번까지의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총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하는 3문항의 점수를 역산하여 합산하였다. 따라서 태도

영역의 총점이 높을수록 CRRT 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기존 문헌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정 후 사용한 도구에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1,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1 이었다.

3) CRRT 간호의 수행 능력 측정

CRRT 간호의 수행 능력 측정을 위해서는, 미국신장간호사회(American 

Nephrology Nurses Association)에서 출간한 Nephrology Nursing Sco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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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of Practice, 7ed(2011)에 수록된 CRRT에 대한 Performance 

Criteria Checklist 및 서울의 Y대학 부속병원 간호부의 중환자 간호 역량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행능력 측정 도구는 총 17문항으로,‘시작’영역

5문항,‘유지’영역 10문항,‘종료’영역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Likert식 4점 척도(전혀 시행하지 못한다 1점 -매우

적절하게 시행한다 4점)를 사용하여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CRRT 간호에

대한 수행능력을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다.

4)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나이, 성별, 직위, 현 근무지,

임상 경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CRRT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CRRT 관련 교육 경험, 교육

경로, 교육 횟수, CRRT 환자 간호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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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소재 Y대학 부속병원에서 2016년 5월 15일에서

2016년 5월 29일까지 총 14일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Y대 간호대학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고(IRB 승인번호: 2016-

0012-4) 대상 병원 간호국의 허락을 구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내과계, 외과계, 심장내과, 심혈관외과, 신경외과, 암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 총 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 총 98(98.9%)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94부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과 함께,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분석 후 Duncan’s 

test를 사용하여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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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특성, 지식과 태도가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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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으로 연령, 성별, 근무처, 총 임상경력, 직위, CRRT 

교육 경험의 유무, 경험하였던 CRRT 교육의 형태, 경험하였던 CRRT 교육의

횟수, 최근 6개월 내의 CRRT 간호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세부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주로 20대(74.5%)였으며 평균 연령은 29.1세(±5.4)였고, 성별은

여성(94.7%)이 가장 많았다. 이중 일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대상자는

81명(86.2%)이고 책임간호사는 13명(13.8%)이었으며, 근무처별 대상자 수는

심장내과 중환자실(CCU) 25명(26.6%), 내과계 중환자실(MICU) 22명(23.4%), 

외과계 중환자실(SICU) 18명(19.1%), 심혈관외과 중환자실(HICU) 10명

(10.6%), 암병원 중환자실(CAICU) 10명(10.6%), 신경외과 중환자실(NCU) 

9명(9.6%)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대상 병원의 경력개발체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3년 미만 대상자가 38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의 대상자가 20명(21.3%), 5년 이상 7년 미만 대상자와 7년

이상 대상자가 각각 18명(19.1%)이었다.

재직 기간 동안 CRRT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95.7%)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험하였던 교육의 형태는 신규간호사 교육(35.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담간호사에 의한 중환자실 부서 교육(28.8%), 의사나

간호사에 의한 원내교육(22.9%), 간호사 보수교육(5.9%)이 있었다. 그 외

기타 형태로는 ‘장비업체 담당자에 의한 교육’(5.1%) 및‘병동 내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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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명)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재직 기간 동안 받은

CRRT 교육 횟수로는 2회(35.1%)가 가장 많고, 3회 이상 받은 대상자가 31.9%, 

1회만 받은 대상자가 29.8%였다. 최근 6개월 내 CRRT 환자를 간호하였던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96.8%)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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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94)

Variable Category n (%) Mean±SD

Age (years) 20-29

30-39

≥40

70 (74.5)

17 (18.1)

7 (7.4)

29.1±5.4

Gender Female

Male

89 (94.7)

5 (5.3)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81 (86.2)

13 (13.8)

ICU type CCU

MICU

SICU

HICU

CAICU

NCU

25 (26.6)

22 (23.4)

18 (19.1)

10 (10.6)

10 (10.6)

9 (9.6)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s)

<3

3≤, <5

5≤, <7

≥7

38 (40.4)

20 (21.3)

18 (19.1)

18 (19.1)

Types of 

CRRT education

Training for novice RN

APN-led education

In-facility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Other

42 (35.6)

34 (28.8)

27 (22.9)

7  (5.9)

8  (6.8)

Total frequency of 

CRRT education

0

1

2

≥3

3 (3.2)

28 (29.8)

33 (35.1)

30 (31.9)

Nursing experience 

with CRRT

(within 6 months)

Yes

No

91 (96.8)

3 (3.2)

CCU; Coronary Care Unit, MICU; 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Care Unit, HICU; Heart 

Intensive Care Unit, CAICU; Cancer Intensive Care Unit, NCU; Neurosurgical Care Uni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RN; Registered Nurse, APN; Advenced Practional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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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1) 지식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식 평가지를 활용하였고, 각 문항별·영역별 정답률 및 전체정답률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CRRT에 대한 지식 점수는 13점 만점 중 평균 8.5±2.3점이었고,

전체 정답률은 65.6%였다. 세부 영역은‘기본 이론 및 원리’,‘유지 및

모니터링’,‘알람 해결’,‘종료 적응증 및 술기’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이 중 ‘기본 이론 및 원리’영역의 정답률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알람

해결’영역이 49.7%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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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s of correct answers in CRRT knowledge tests

(N = 94)

Item n(%)

Percentage 

of correctly 

answered

(%)

General principles of CRRT 74.2

Characteristics of CRRT 86(91.5)

Purpose of CRRT 78(83.0)

Principles of solute transport 65(69.1)

Characteristics of dialysis fluid 50(53.2)

Maintenance & Monitoring 67.6

Handling of anticoagulants 51(54.3)

Considerations for CRRT nursing 59(62.8)

Aggravating factors of blood clot 94 (100)

Monitoring Pt. with CRRT 50(53.2)

Alarm management 49.7

Alarm – access pressure 84(89.4)

Alarm – dialysis weight scale 37(39.4)

Alarm – blood leak detection 19(20.2)

End of the treatment 68.7

Method of blood return 62(66.0)

Indication for the end of the treatment 67(71.3)

Total 65.6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P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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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간호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은 총 4점 중

3.2(±0.4)점으로 나타났고, 세부 사항은 <Table 3>과 같다. 간호사들의

태도는‘CRRT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치료 참여 및 교육에 대한 욕구’, 

‘CRRT 간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긍심’,‘간호 부담’,‘CRRT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5개 영역으로 측정하였으며, 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영역에서 총 4점 중 평균 3.6(±0.1)점, 참여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는 영역에서 평균 3.4(±0.1)점, CRRT 간호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측정하는 영역에서 평균 3.1(±0.1)점, CRRT 간호에 대한 부담을

측정하는 영역에서 역산 후 평균 2.0(±0.1)점,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영역에서 역산 후 평균 3.4(±1.0)점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측정되는 등 간호사들의 태도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 부담을 묻는 영역에서 평균 2점

정도의 점수가 측정되어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는 CRRT 간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

어려웠던 점 · 타 의료진 및 전담간호사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시켰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전담간호사가 있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로 인해 일반간호사들이 CRR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므로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 

‘CRRT 기계마다 방법이나 용액 등이 달라서 헷갈린다’,‘CRRT 치료 중

발생하는 알람에 대해 대처하는 기본적 방법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장비의

기능, 시작, 종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몰라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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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CU nurses’attitudes to CRRT                             (N = 94)

Item Mean±SD

Positive perception of CRRT 3.6±0.1

Helpful for Pt. with renal failure 3.6±0.6

Helpful for renal function 3.6±0.5

Helpful to decrease mortality 3.7±0.5

Participation in the therapy

& self-development

3.4±0.1

I am interested in the therapy 3.2±0.7

I want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3.5±0.6

I need some protocols or manuals 3.6±0.6

I want to know about the device 3.3±0.8

Positive perception and self-esteem about CRRT nursing 3.1±0.1

The roles of nurses are important 3.2±0.7

I am skilled in nursing 2.9±0.8

I can deal with alarms well 3.0±0.7

I find CRRT worthwhile 3.1±0.7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and to communicate 

with other staffs

3.4±0.6

Workload on CRRT nursing 2.0±0.1

CRRT makes me uncomfortable 2.3±1.0

I find workload has increased 1.7±0.8

Negative perception to CRRT 3.4±1.0

CRRT is meaningless for Pt. 3.4±1.0

Total score   3.2±0.4

ICU; Intensive Care Uni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P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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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 능력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CRRT 간호에 대한 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평균은 총 4점 만점 중 3.5(±0.5)점이었고, 각

영역별로는‘시작’영역이 평균 3.6(±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유지’영역이 평균 3.6(±0.5)점,‘종료’영역이 평균

3.2(±0.7)점으로 측정되었다.

개별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유지’영역의‘배액백

비우기’(3.9±0.4)였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종료’영역의

‘혈액반환 시행’(3.0±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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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CU nurses’performance on CRRT                               (N = 94)

Item Mean±SD

Initiation 3.6±0.6

Prescription and permission 3.7±0.6

Preparation for initiation 3.7±0.6

Assessment of adequacy of vascular access 3.4±0.8

Monitoring Pt. & vital sign 3.7±0.5

Understanding of CRRT mode 3.3±0.7

Maintenance 3.6±0.5

Understanding of settings 3.6±0.6

Change of dialysis solution 3.8±0.5

Change of waste bag 3.9±0.4

Change of anticoagulant syringe 3.8±0.5

Assessment for adequacy of anticoagulant 3.5±0.7

Distinguishing catheter lumens 3.7±0.6

Assessment of catheter patency 3.7±0.6

Assessment of complication 3.5±0.7

Decision on the priority about alarms 3.3±0.7

Management to common alarms 3.3±0.7

End of the treatment 3.2±0.7

Indication of the end of the treatment 3.3±0.6

Performing blood return 3.0±1.0

Total score 3.5±0.5

ICU; Intensive Care Uni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P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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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점수는 대상자 특성 중 근무부서(F=2.802, 

p=.021)와 CRRT 간호경험 유무(t=-1.994, p=.04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부서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심장내과 중환자실(CCU), 

내과계 중환자실(MICU), 외과계 중환자실(SICU), 암병원 중환자실(CAICU)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신경외과 중환자실(NCU)에 근무하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특성 중 직위(t=-3.480, 

p=.002), 총 임상경력(F=4.982, p=.003), 재직기간 중 받은 총 CRRT 

교육횟수(F=5.529,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임상경력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경력이 5년 이상인 대상자들이 5년 미만인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RT 교육횟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교육을 3번 이상 받은 대상자들이 1번만 받은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수행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근무부서(F=2.746, 

p=.024), 총 임상경력(F=6.654, p<.001) 및 CRRT 교육횟수(F=7.59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부서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CAICU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NCU에 근무하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총 임상경력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로는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가 3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RT 교육횟수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로는 3번 이상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교육을 1번만 받은 대상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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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RRT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94)

Variable Category n(%)

Knowledge Attitudes Performance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Age(year) 20-29 70(74.5) 8.7±2.2 .425 3.1±0.4 .667 3.5±0.5 2.494

30-39 17(18.1) 8.1±2.0 (.655) 3.2±0.3 (.516) 3.7±0.4 (.088)

≥40 7 (7.4) 8.3±3.0 3.3±0.2 3.8±0.3

Gender Female 89(94.7) 8.6±2.3 -1.15 3.2±0.4 -1.488 3.2±0.4 -1.488

Male 5 (5.3) 7.4±1.1 (.254) 3.0±0.2 (.140) 2.9±0.2 (.140)

Position Staff nurse 81(86.2) 8.5±2.2 -0.11 3.1±0.4 -3.480 3.2±0.4 1.134

Charge nurse 13(13.8) 8.5±2.6 (.991) 3.4±0.2 (.002) 3.0±0.4 (.260)

ICU type† CCUa 25(26.6) 9.4±2.3 2.802 3.2±0.4 2.163 3.6±0.3 2.746

MICUb 22(23.4) 8.4±1.7 (.021) 3.3±0.4 (.065) 3.6±0.4 (.024)

SICUc 18(19.1) 8.7±2.6 f<a,b,c,e 3.1±0.3 3.6±0.4 f < e

HICUd 10(10.6) 7.7±2.1 3.2±0.4 3.3±0.9

CAICUw 10(10.6) 9.0±2.4 3.3±0.3 3.7±0.3

NCUf 9 (9.6) 6.6±1.5 2.8±0.3 3.1±0.5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3a 38(40.4) 8.1±2.2 1.390 3.1±0.4 4.982 3.3±0.6 6.654

3≤, <5 b 20(21.3) 8.6±2.3 (.251) 3.1±0.3 (.003) 3.5±0.3 (<.001)

5≤, <7 c 18(19.1) 9.4±2.2 3.4±0.3 a,b

< c,d

3.7±0.4 a < c

≥7 d 18(19.1) 8.4±2.5 3.3±0.3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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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RRT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 = 94)

Variable Category n(%)
  Knowledge     Attitudes    Performance

Mean±SD F/t(p) Mean±SD F/t(p) Mean±SD F/t(p)

CRRT education 

experience

Yes 89(94.7) 8.5±2.3 .133 3.2±0.4 .038 3.2±0.4 .038

No 5(5.3) 8.4±2.6 (.895) 3.2±0.3 (.970) 3.2±0.3 (.970)

Frequency of 

CRRT 

education†

1a 28(29.8) 8.3±2.2 1.325 3.0±0.3 5.529 3.2±0.4 7.592

2 b 33(35.1) 8.2±2.1 (.271) 3.2±0.4 (.002) 3.6±0.6 (<.001)

≥3 c 30(31.9) 9.0±2.5 3.3±0.3 a < c 3.8±0.3 a < c

Nursing 

experience in 

CRRT within 6 

months

Yes 91(96.8) 8.6±2.2 -1.994 3.2±0.4 1.134 3.2±0.4 1.134

No 3(3.2) 6.0±2.0 (.049) 2.9±0.4 (.260) 3.0±0.4 (.260)

†:Post-Hoc Duncan’s tes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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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CRRT 간호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태도는 CRRT 간호 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r=.518, p<.001), 대상자의 CRRT 

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CRRT

( N= 94 )

Knowledge Attitude Performance

Knowledge

Attitude .005

(.962)

Performance .093

(.373)

.51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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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 특성, CRRT 지식 및 태도가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 특성 중에서‘직위’, 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근무지’,‘총 임상경력’및‘총 CRRT 교육횟수’와 함께,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지식 점수, 상관분석에서 수행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간호사의 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Table 7>와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도 F값은 4.8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회귀식의 R2이 .451로 나타나 45.1%의 설명력을 보였다. 총 임상경력, 총

CRRT 교육횟수, 간호사의 태도의 총 3개 변수가 수행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군에 비하여 7년

이상인 군이(p=.048), CRRT 교육을 1번만 받은 대상자에 비해 3번 이상 받은

대상자군이(p=.046), 그리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p=.004)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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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associated with CRRT performance

(N = 94)

Variables    B     β t   p

Characteristics

ICU type NCU

MICU .241 .211 1.363 .177

SICU .280 .228 1.576 .119

CAICU .357 .218 1.673 .098

CCU .161 .142 .879 .382

HICU -.060 -.038 -.309 .758

Position Staff

Charge -.003 -.002 -.014 .989

Total clinical <3

experience 3≤, <5 .220 .182 1.815 .073

(years) 5≤ .248 .198 1.768 .081

≥7 .319 .159 2.011 .048

Total number of 1

CRRT education 2 .167 .164 1.541 .127

≥3 .254 .244 2.030 .046

Knowledge -.005 -.024 -.248 .804

Attitudes .426 .315 2.970 .004

R2 =.451, Adj.R2 =.358         F = 4.856 (p<.001)

ref.; referenc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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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고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사를 위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교육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CRRT 간호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 13점

만점 중 평균 8.5(±2.3)점이고 평균정답률은 65.6%로 조사되었다. 이는

Alvarez et al.(2003)이 중환자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CRRT 관련

지식 측정에서 총 10점 만점 중 평균 4.19점으로 정답률 41.9%를 기록한 것과,

김희은(2012)이 웹 기반의 CRRT 간호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전 측정한 지식

점수가 총 50점 만점 중 평균 28.30(±0.99)점으로 정답률 56.6%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세부 영역과 관련해서는 CRRT 간호의

지식에 대한‘기본 이론 및 원리’,‘유지 및 모니터링’,‘알람

해결’,‘종료 적응증 및 술기’의 영역들 중‘기본 이론 및 원리’영역의

평균정답률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알람 해결’영역이 평균정답률 49.7%로

가장 낮았다. 이는 Alvarez et al.(2003)이 시행한 지식 측정에서 CRRT의

적응증과 관련된 문항이 가장 높은 정답률(74%)을 보인 것과, 실제 술기와

관련된 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것(38.5%)과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알람 해결 영역에서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과

관련하여, 최앵자(2013)는 낮은 알람 해결 실태 및 알람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식화된 알람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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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률이 평균 32.4%에서 45.8%로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

정도가 특히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매뉴얼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지식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최종 학력, 현

근무지와 최근 6개월 내 CRRT 간호경험의 유무에 따라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최근 6개월 내에 CRRT 간호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지식 점수가 높았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

경험과 지식 정도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임은영 & 박호란,

2015; 나선경 & 이영희, 2013). 또한 대상자가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그 중에서도

심장내과 중환자실의 지식 점수가 가장 높고(평균 9.4±2.3점)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평균 6.6±1.5점). 심장내과 중환자실은 CRRT 

가동률이 높은 부서이며 신경외과 중환자실은 조사한 부서 중 CRRT 가동률이

가장 낮은 부서였기 때문에, 이는 앞서 설명한 CRRT 간호 경험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rzybyl et al.(2015)은 간호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CRRT 경험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서별 지식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RRT 간호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을만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은

개인적 특성 또는 부서 간 환경과 자원의 차이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실무

능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Przybyl et al., 2015; Windt, 2016).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교육 환경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간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기 워크샵이나 온라인 모듈,

시뮬레이션 및 도식화된 프로토콜 등 다양한 형태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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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수행해왔다(Przybyl et al., 2015; Windt, 2016; Lopez-Herce et al.,

2012; 김희은, 2012; 최앵자 & 이영희, 2014). 반면,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은 강사의 강의 및 시범이 주가 되는 형태의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간호사 간에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동일한 간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실질적 지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또는 부서간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전문간호사가 치료에 관련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간호 전달체계를 마련하거나(Graham & Lisher, 2011; 

Ricci et al., 2015)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Alvarez et al., 

2003)의 대처도 생각해볼 수 있다. Kee et al.(2014)은 국내 일개

대학병원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및 CRRT 전담간호사로 구성된 CRRT 전담팀을

운영하였을 때, 전담팀이 없었던 이전에 비해 필터 사용갯수(p=.042),

계획되지 않은 치료 중단 시간(p<.001) 및 중환자실 재원일수(p=.02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보고하며, 전문 치료인력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직접

CRRT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이정희 외, 2007; 

윤선영 외, 2013) CRRT에 특화된 치료전달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자원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대체로 CRRT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윤선영

등(2013)의 연구에서 업무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에 대해 간호사들이 CRRT 

간호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답변한 것, Alvarez et al.,(2003)의 연구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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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84.7%가 CRRT가 간호 업무량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간호사들이 CRRT 치료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중환자실 간호 업무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를 경험할 기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 Nishisaki et al.(2010)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 및

의사를 대상으로 소아 기도삽관 교육을 수행하여 기도삽관 관련 치료행위의

성공률과 의료진의 태도를 평가하였는데, 연구결과 행위의 성공률 등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도삽관 치료에 대한 참여 및 도전과 같은 태도는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의 개선은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삽관이 어려운 환자에게서도 결국 치료

목표를 달성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치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Savage et al.(2010)은 심부전 환자들을 위한

순환보조장치에 대한 강의 및 실습 교육을 수행한 후 이에 대한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새로운 장비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Windt(2016)은 CRRT 치료에 대한 온라인 모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중재가 간호사들의 안위 수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였고, 대상자들의 72%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안위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CRRT 관련 간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식 점수, 알람 해결률 및 수행 테스트 점수 등 지식

및 수행에 대한 측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Przybyl et al., 

2015; Lopez-Herce et al., 2012; 김희은, 2012; 최앵자 & 이영희, 2014) 

간호사의 업무 관련 부담과 안위 수준을 평가 변수로서 고려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직위, 총 임상경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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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T 교육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이는

정혜선(2011)이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와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태도에 연령, 총 임상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및 과거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CRRT 관련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태도 점수가 높게 측정된 것은, 약물 유해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김미연(2012)의 연구에서 과거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p<.001)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사들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간호 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 총 4점 만점 중

평균 3.5(±0.5)점이 측정되어, 윤선영 등(2013)의 연구에서 수행수준의 평균

점수가 총 4점 만점 중 2.98(±0.56)점이었던 것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 중환자실 간호사의 CRRT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은 근무지,

총 임상경력, 현 부서경력(p<.05) 및 CRRT 관련 교육 횟수(p<.001)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박현희 등(2015)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임상경력이

올라갈수록 간호역량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태도와 수행능력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r=.518,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RRT 간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파악된 상관관계는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증가하고(최향옥, 2005; 조현수, 

2013) 지식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관련이 있다고 한 선행

연구(이경아, 2011; 라진숙 & 채선미, 2013; 김성희, 2014)와는 다른

결과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수행을 높이는 데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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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경아, 2011; 조현수, 2013; 이현심 외, 2008)와는 일치한다. 특히

이현심 등(2008)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침상각도 상승 교육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수행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인식과 수행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식은 인식 및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상관관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침상각도 상승과 관련하여 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침상각도 상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간호사들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특성 중에서는 총 임상경력과 재직기간 동안의 총

CRRT 관련 교육횟수에 따라 수행능력이 달라졌고, 그 외에는 간호사의 태도

점수에 따라 수행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은아(2009)와 김미정 등(2013)은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간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때 간호 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간호사들의 CRRT 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수행능력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횟수 또한 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교육 횟수가 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을

미루어볼 때 교육이 태도 및 자긍심을 포함하는 내적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학적·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태도(attitude)는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교육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홍영일, 2014). 또한 Lindberg(2006)는 간호능력은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태도 또한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을 설계할 때, 그들의 태도도 함께 목표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CRRT 간호의

수행능력을 간호사의 자기보고형 설문으로 조사하고 있다. Matta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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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4)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Heron et al.(2001)과 김정희 외(2016)의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높고 연령이 많은 간호사들의 간호 수행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간호수행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는 간호사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수행능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자기보고식 수행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임의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아직

지속적 신대체요법에 대한 표준화된 간호 지침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간에 각기 실무 기준과 환경이 달라(Langford et al., 2008; Ricci et 

al., 2015; 윤선영 외, 2013) 일개 대학병원에서 행해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였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CRRT 간호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태도가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RRT 간호 중재를 설계할 때 태도에 대한

중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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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지속적 신대체요법 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고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CRRT에 대한 지식 점수는 대상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CRRT 간호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나 수행능력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CRRT 간호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직위와 총 임상경력이 높고 재직기간 중 받은 CRRT 교육횟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RRT 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으로는 총 임상경력,

CRRT 교육횟수, CRRT간호에 대한 태도로 확인되어, 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CRRT 교육횟수가 많을수록, CRRT 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CRRT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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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RRT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태도를 중재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개인적 특성 또는 부서간 차이로 인한 CRRT 간호수행 능력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 교육이나 간호 지원체계의 수립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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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 Attutudes and Performance

on CRRT Nursing among ICU Nurses

Kim, Yeon Ji

Dep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assess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amce o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CRRT) nursing among 

intensive care unit(ICU) nurses, and to identify the associations of these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94 nurses who is working at the ICU of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from May 15, 2016 to May 29, 2016. The 

self-reported survey was done to investigate participant’s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on CRRT nursing.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Participant’s knowledge on CRRT nurs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units(p=.021). The average percentage of correctly answered was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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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an score of attitudes on CRRT nursing was 3.2(±0.4). 

Participants who were at higher position(p=.002), more

experienced(p=.026), and more educated(p=.002) had more positive 

attitudes on CRRT nursing.

3. The mean score of performance on CRRT nursing was 3.5(±0.4), an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units(p=.024). And participants who were 

more experienced(p=.001), more educated(p<.001) showed higher 

performance score for CRRT nursing.

4.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and 

performance on CRRT nursing(r=.518, p<.001). 

5. The factors affecting CRRT performance were identified as total 

clinical experience, total number of CRRT education experience, and 

attitdues on CRRT nursing. Participants who were more

experienced(p=.048), more educated(p=.046), and had more positive 

attitudes on CRRT(p=.004) showed higer performance score for CRRT 

nur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CU nurses’attitudes and performance on CRRT nursing. 

Further stud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CRRT nursing should consider 

nurses’attitudes on CRRT nursing as an interventional target. In addition, 

continuous education and supportive nursing system is required to minimize 

performance gap between different units.

Key words: ICU nurses,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Knowledge, 

Attitudes,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