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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중환자 조기 운동이 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의 중재로서 주목받으

면서, 국내외에서 이 중재를 방해하는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인 교육과 그 

효과들이 파악되고 있는 흐름이다. 본 논문은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

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

구이다. 2017년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급 이상 7개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경력 1

년 이상의 간호사 151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은 

Hoyer 등(2015)이 개발한 Overall Provider Barriers Scale을 국문으로 번역한 뒤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도구로 측정하였고, 교육요구도는 관련 문헌고찰과 전문가 의견

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프로

그램을 통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91.4%), 4년제 대학 졸업자(74.2%), 일

반간호사(77.5%)였다. 평균 연령은 30.38±6.16세, 평균 임상 경력과 중환자실 

임상 경력은 각각 6.99±6.03년, 4.72±3.95년이었다.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77.5%) 소속이었으며, 인력 배치의 경우, 소속 기관에 중환자실 교육 전담 간

호사가 55.6%,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가 60.3%, 간호 보조 인력이 90.7% 배치된 

것으로 응답되었다.

  2. 78.8%의 대상자가 속한 기관 및 부서에 중환자 조기 운동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

인이 없었던 반면, 52.3%에서 조기 운동 중재가 시행된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46.4%가 최근 1년 이내 중환자 조기 운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단계별 중환자 조기 운동 간호 행위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1.43±0.81점으로 정도로 낮았다. 또한 62.1%의 대상자가 중환자 조기 운동 관

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66.2%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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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총 방해요인은 5점 만점에 평균 

3.13±0.38점으로, 지식 영역 방해요인이 2.94±0.59점, 태도 영역 방해요인이 

3.25±0.49점, 행위 영역 방해요인이 3.21±0.44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식 영역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 부재’, 태도 

영역에서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일이 부과될 것,’ ‘환자가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픔’, 행위 영역에서 ‘시간의 부족,’ ‘부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방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4±0.51점으로 ‘중

환자 조기 운동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방법,’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

라인,’ ‘특수한 조건의 중환자에 대한 조기 운동’ 순으로 높은 교육요구도 

정도를 보였다. 

  5. 대상자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은 중상 

정도로 태도 영역 방해요인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을 보아, 새로운 근거 기반 중재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기관 차원의 교육과 사례 공유, 다학

제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등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인력의 부족, 숙련 

간호사의 부족 등이 행위 관련 방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중환자실 교육 간

호사나 전담 간호사의 실무와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부재가 지식 관련 방해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교육 

요구 항목들을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는 중환자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혁신적 근거 기반의 중재인 중환자 

조기 운동의 추후 국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

해, 중환자 치료 결과의 향상과 집중 치료 후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중환자실 간호사, 중환자 조기 운동, 방해요인, 교육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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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 치료에 관한 첨단 의료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중환자의 생존율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환자에게 장기적 손상을 입히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해

할 수 있는 중환자실 획득 위약(Intensive Care Unit Acquired Weakness:ICUAW)이나 섬

망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2012년 미국중환자의학회에서는 중증 질환 

치료 중 혹은 그 이후에도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건강의 

손상을 포괄하여 집중치료 후 증후군(Post-intensive Care Syndrome:PICS)이라 명명하면

서 그 원인과 관리에 대한 실무자, 연구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Needham et al., 

2012). 그 중 침상 안정은 이러한 장기적 부작용을 낳는 주요 유발인자로서 여전히 다

양한 첨단 기계의 적용, 깊은 진정 요법을 병행하며 환자의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중

환자실 실무에서 오래된 관습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Fan et al.,2014). 

  이런 침상 안정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전략 중 하나로서 최근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가 주목 받고 있다. 중환자 조기 운동은 중환자실 입원 후 가

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시작되어 환자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적용하는 

일련의 단계별 운동 중재이다(Bassett, Vollman, Brandwene, & Murray, 2012). 조기 운동

은 중환자들이 일어서고, 회전하거나, 무게를 지탱하는 등의 신체적 기능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기계적 환기의 적용 일수나 섬망의 지속 기간을 줄이며, 중환자실과 병

원 내 입원일수를 감소시키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Needham et al., 

2010; Pohlman et al., 2010; Schweickert et al., 2009). 

  하지만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임상 실무에의 적용과 정착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

이다. 미국과 유럽의 951개 중환자실 실무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60%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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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만이 조기 운동 중재를 수행하고 있었고(Bakhru, McWilliams et al. 2016), 국

내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기관들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안전성과 

시행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지만(Lee et al., 2015), 외국과 비교해 전반적

으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는 조기 운동의 실천적 적용을 

막는 다양한 방해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Hopkins, Spuhler, & Thomsen, 

2007; Needham & Korupolu, 2010). 환자의 혈액 역학적 불안정 상태, 진정제의 적용

과 같은 환자 관련 방해요인이나 관련 인력과 장치 및 기구의 부족, 거동 관련 프로

토콜의 부재와 같은 기관 차원의 방해요인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일관되게 언급되

고 있는 방해요인은 보건 의료 제공자들의 인식과 태도였다(Dubb et al., 2016; Koo et 

al., 2016; Winkelman & Peereboom, 2010). 

  중환자실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근접거리에서 24시간 돌

보며, 조기 운동 중재의 경우에도 전 범위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중환자의 혈액 역

학적 상태나 시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관찰하여 환자와 가족 그리고 다양한 직역군

간 의사소통 하며, 관련 처치의 준비나 감시와 같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Balas et al., 2012). 최근에는 간호사 주도의 중환자 조기 운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

게 개발되어 그로 인한 환자 결과의 향상도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Campbell, Fisher, 

Anderson, & Kreppel, 2015; Dammeyer et al., 2013).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나 물리 치료

사 등 환자를 둘러싼 다른 팀원들에 비해 여전히 조기 운동 중재에 대한 방해요인의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bb et al., 2016; Hoyer, Brotman, Chan, & 

Needham, 2015).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근거 기반 중재의 정착

과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질 향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중환자 

조기 운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연구진들은 Translating evidence into 

practice model 을 개발하여 이를 기초로 최신 근거의 요약, 방해요인의 규명, 과정과 

결과 측정 방법의 마련, 중재 적용이란 네 단계의 의료 질 향상 프로젝트를 시행하였

고 성공적인 조기 운동 중재 결과물을 보고하였다(Needham, Korupolu et al. 2010). 또

한 Vollman(2013)은 중환자 조기 운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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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환자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의 교육 중재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실무 증진을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 오랜 침상 안정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

한 실천적 노력과 더불어, 이에 관한 실무 현황 및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을 규명하

기 위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의 치료 결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

는 근거 기반 중재인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해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방

해요인과 교육요구도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전략의 구상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환자 조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 및 교육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정도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

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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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1) 이론적 정의

  중환자 조기 운동이란 중환자실 입원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신

체적 활동이며, 침상 내 관절범위 운동에서부터 침상 밖 걷기 운동까지 환자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적용하는 일련의 단계별 운동 중재를 의미한다. 방해요인

이란 행동적 변화를 막는 요소이다(Grol & Wensing, 2004). 즉 중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점진적 운동 중재의 적용을 방해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Hoyer 등(2015)이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내과 병동 환자의 조기 운동

에 있어서의 지식, 태도, 행동과 관련된 방해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국내 중환자실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2.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

  1) 이론적 정의

  교육요구도란 대상자가 미래에 희망하는 중요 수준과 현재의 수준 사이의 격차로 

생긴 것을 교육적 행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김진화, 2001), 간호 교육

요구도란 간호업무 수행 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이자형, 198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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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실무 현황 및 효과와 안전성을 포함하는 내

용을 살펴본 뒤, 본 연구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방해요인과 교육 중재를 포함한 조기 운동 중재의 활성화 전략에 대해 다룬 선행 연

구들을 고찰하였다.

A. 중환자 조기 운동

  중환자 조기 운동은 침상 안정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되

면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침상 안정은 그간 중환자실 문화 중에서 치

료적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임상 실무로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서 최근 시행된 국제적 조사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기계적 환자를 적용

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침상 밖 운동도 허용되지 않았다(Berney et al., 

2013; Nydahl et al., 2014). 거동 행위의 경우, 간호사들에 의해 시행되는 매 2시간마

다의 체위 변경이나 최소한의 관절범위 운동, 검사를 위한 이동 정도만이 허용되거나

(Morris, 2007), 최소한의 환자 체위 변경조차도 중환자의 3% 미만에서만 시행되고 있

었다는 보고가 있었다(Krishnagopalan, Johnson, Low, & Kaufman, 2002). 

  이러한 침상 안정과 신체적 부동이 환자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Allen, Glasziou, & Del Mar, 1999) 이후,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젊고 건강한 성인에게서도 2주간의 부동 후에 사두근 근

육 질량의 5-9% 소실이 나타났으며(Jones et al., 2004), 이러한 부작용은 노인에서 3-6

배가량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Kortebein, Ferrando, Lombeida, Wolfe, & Ev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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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 사실은 중환자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기계적 환기가 흔히 적용되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후 첫 주 동안 12.5%의 골격근 

감소가 나타났고, 복합 장기 부전을 가진 기계적 환기 적용 환자의 경우 근육 소실의 

정도는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Puthucheary et al., 2013). 장기간의 침상 안정은 근

력 약화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222명의 급성 호흡기 증후군 환자를 3개

월마다 추적 관찰한 연구는 중환자의 침상 안정 일수가 늘어날 때마다 3-11%의 상대

적 근력 감소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Fan et al., 2014). 

  이렇게 중환자에서 발생한 전신 근력 약화 및 근육 신경 손상을 의미하는 중환자실 

획득 위약(Intensive Care Unit Acquired Weakness: ICUAW)은 적어도 5일 동안의 기계

적 환기를 적용받는 환자의 3분의 1 이상에게 진단될 수 있다고 한다(Denehy et al., 

2013). 또한 ICUAW를 가진 중환자실 생존자들은 호흡 근력의 손상, 신체적 기능을 

포함한 삶의 질 저하와 같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장기적 합병증을 경험하

기도 한다(Herridge et al., 2011). 미국중환자의학회에서는 2012년 전문가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ICUAW와 같은 신체기능의 손상과 더불어, 주의 집중력 저하, 섬망 등

의 인지 기능 손상,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집중치료 후 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PICS)을 소개하

며, 그 위험요인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였다(Needham et al., 2012).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예방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미국의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연구진들이 개발

한 ABCDEF 묶음이 대표적이다(Pandharipande, Banerjee, McGrane, & Ely, 2010). 묶음

이란 일반적으로 3-5가지의 근거 중심 실무의 모음을 뜻하며,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

리고 신뢰할 만하게 활용하였을 때 환자의 결과가 증진될 수 있다. ABCDEF 란 통증

의 사정, 예방 및 관리(Assess, prevent and manage pain), 자발적 깨우기와 호흡의 동

시 시도(Both spontaneous awakening trials and spontaneous breathing trials), 마취 진정제

의 선택(Choice of analgesia and sedation), 섬망의 사정, 예방 및 관리(Delirium: assess, 

prevent and manage), 조기 거동 및 운동(Early mobility and exercise), 가족의 참여 및 

권한(Family engagement and empowerment) 의 각 앞 영문자를 한데 묶은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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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집중치료 후 증후군과 같이 치료 경과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징후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근거들의 묶음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중 조기 운동(Early mobilization)중재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조기 운동

에 대한 정의나 시행 시점, 단계별 범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마다 다양했다. 부서 

단위별로 수립된 프로토콜에서의 정의나, 중재를 시행하는 주체, 즉 보건 의료 제공

자들에 따라서 중재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한 결정과 단계별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

되고 있었다(Amidei, 2012). 간호사 주도의 중환자 조기 운동 프로그램의 경우 대개 

표준화된 자세나 침대 위치의 변경, 근력 운동, 관절범위 운동 등 침상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침대에 걸터앉기, 이동하여 앉기, 걷기 등 침상 밖에서 진행될 수 있는 

운동으로 나뉘어져 그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Bassett, Vollman, Brandwene, & Murray, 

2012). 반면, 침상 내 수동적 활동에 대해서는 운동 범위에서 제외한 연구도 있었다

(Jolley, Regan-Baggs, Dickson, & Hough, 2014; Malone et al., 2015).

  이러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로 인한 환자 결과의 향상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

다. 회전, 체중 부하 및 기상하는 신체 기능적 능력(21.2% vs 42.7%, p<.001)의 증가

(Klein, Mulkey, Bena, & Albert, 2015), 중환자실 입원 일수(7.0일 vs 4.9일, p=.02)나 병

원 입원 일수(17.2일 vs 14.1일, p=.03)의 유의한 감소(Needham & Korupolu, 2010), 기

계적 환기 적용 일수의 감소(23.5일 vs 21.1일, p=.05), 입원 기간 중 섬망이 발생한 
기간(4일 vs 2일, p=.02)의 감소(Schweickert et al., 2009) 등이 보고되었다. Sosnowski 

등(2015)은 중환자실에서의 조기 운동에 대한 10개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조기 운동

이 중환자의 신경 근육의 합병증을 줄이고 기능적 상태를 향상시키며, 효과적이고 안

전하며, 시행 가능한 중재라고 설명하였다. Hodgson 등(2014)은 누적된 근거들을 바

탕으로 기계적 환기를 적용받고 있는 환자들이 운동 중에 적절히 관찰되기만 한다면, 

중환자 조기 운동으로 인한 추가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ydahl 등(2017)은 48개 문헌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을 통해, 7,546명 환자에게 

적용된 22,351 세션의 운동 중재 중 안전사고가 2.6%(583회) 발생하였으며, 혈액 역

학적 문제로 인해 약물 용량을 증가시킬 만한 심각한 잠재적 안전사고는 0.6% 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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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지속적 신대체 요법이나 심실 보조 장치, 체

외막 산소화 장치와 같은 특수한 치료 조건의 중환자에게도 조기 운동 중재가 적용되

어 그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Chavez et al., 2015; Lee et al., 2015). 

  앞에서 살펴본 조기 운동의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

함한 보건 의료 제공자들로 하여금 환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와 운동 가능 수

준을 쉽고 빠르게 평가하여 팀원들과의 소통을 돕는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이 수립되어야 한다(Vollman, 2013). 조기 운동을 포함하는 호흡기 중환자실의 프로세

스 모델에서는 간호사, 중환자 전담의, 물리치료사, 호흡기 치료사가 하나의 팀으로

서 일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조기 운동의 긍정적 환자 결과와 더불어 프로토콜 이행

의 부가적 효과로서 안전 문화의 자발적 형성과 팀워크의 증진을 보고하였다(Hopkins, 

Spuhler, & Thomsen, 2007). Bassett 등(2012)도 미국의 8개 병원, 13개 중환자실을 대

상으로 다학제 팀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을 중환자실 실무에 통합시키기 위한 연구 계

획에 착수하여, 보건 의료 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근거 기반의 중재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시행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미국, 유럽 국가 조사에 따르면, 

951개의 중환자실 중 40-59%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을 시행 중이었고, 그 중 20-30%만

이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구비하고 있었다(Bakhru, McWilliams, Wiebe, Spuhler, & 

Schweickert, 2016). 반면, 국내의 경우 국내 중환자실 실정에 맞게 개발된 프로토콜이

나 이에 근거한 이행 현황과 그 중재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렇

게 조기 운동 중재가 현재 중환자실 실무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는, 그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들에 대

해 탐색한 선행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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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 요인

  선행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 요인은 

복합적이고 동시 다발적이며 국가별로 혹은 병원 조직의 기존 문화와 자원에 따라 각

각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명확히 밝혀내려는 노력이 중환자 조기 운동

의 실무 정착이라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이다(Bassett, Vollman, Brandwene, & 

Murray, 2012; Hopkins, Spuhler, & Thomsen, 2007; Ross & Morris, 2010). 이에 따라 밝

혀진 방해 요인들을 각각 범주화하여 개별 요인간의 관계나 영향을 연구자 차원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실무에서 그 방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내기 위

해 관련 모델과 개념적 기틀이 활용되었다. 

우선 문헌들을 통해 밝혀진 방해요인들을 살펴보면, 40개의 문헌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을 각각 환자 관련 방해 요인, 

구조적 방해요인, 중환자실 문화적 방해요인, 절차 관련 방해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Dubb et al., 2016). 환자 관련 방해 요인은 질병의 중증도나 혈액 역학적 불안정, 통

증, 비만 등의 신체적 방해 요인, 깊은 진정 상태, 섬망, 불안, 피로감 등 신경 정신

적 방해 요인, 감시를 위한 장비나 라인, 튜브, 배액관 등 장치 관련 방해요인 등이

었다. 구조적 방해 요인의 경우 인력 부족, 시간적 제약, 조기 운동 프로그램이나 프

로토콜의 부족, 제한된 가이드라인이나 적정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인력 훈련, 제한

된 거동 및 재활 관련 장비 등이 있었다. 중환자실 문화적 방해요인은 다학제간 팀워

크 문화의 부족, 조기 운동의 해악이나 이익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전문성의 부족 

등이 있었다. 또한 다른 처치들에 비해 조기 운동 자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인

식되는 점, 환자나 가족들의 지식의 부족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절차 관련 방해

요인은 계획이나 협조 부족, 보건 의료 제공자들 간의 불명확한 기대치와 역할 및 책

임, 운동 가능 여부에 대한 감시의 누락 및 지연 그리고 중재 제공자들의 스트레스나 

부상의 위험성 등으로 설명되었다.

  Cabana 등(1999)은 의사들이 실무 가이드라인의 권고를 지키지 않게 하는 요소 즉, 

방해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개념적 기틀을 개발하였다. 7가지 방해요인이 추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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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인들이 각각 보건 의료 제공자의 지식, 태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

다. 그 중 인식의 부족, 익숙함의 부족은 인지적 구성 요소를 통해 지식에 영향을 미

치고, 동의 부족, 자기 효능감의 부족, 결과 기대의 부족, 동기의 부족은 정서적 구

성요소를 통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환자, 가이드라인, 환경적 요인은 

외부 요소를 통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의료진의 지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이후 태도, 행위에 이르러서야 실무 가이드라인이 비로소 환자 결

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 행위는 비록 지식이나 태도의 영향 없

이도 수정될 수 있지만,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한 행위의 변화가 

단독적인 행위의 변화보다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Jolley 등

(2014)은 Cabana의 기틀을 기초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 물리치

료사, 의사 등 보건 의료 제공자들이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중환자의 조기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

스로의 부상 위험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부족한 간호 업무 시간, 간호 인력 문제

를 가장 빈번한 간호 방해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조기 운동으로 인해 근무 일수

가 늘거나 일상적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ehm 등(2017)은 중환자 조기 운동을 포함하는 ABCDE 묶음에 대

한 보건 의료 제공자의 태도와 조직적 영역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

로 다학제 팀원 간의 묶음 중재 이행을 위한 개념적 기틀을 수립하였다. 태도는 지각

된 안전성, 자신감, 묶음 중재에 관한 지각된 근거의 강도를 의미하며, 조직적 영역

은 정책 및 프로토콜 요인, 팀워크와 조화 정도 등의 병동 환경, 업무 자율성, 전문

성이나 인력 관련 업무의 양과 질,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적 

영역이 보건의료 제공자의 태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이 관계는 

전문직 간의 프로토콜 이행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즉, 외부적 환경 요소인 조직적 

영역과 간호사가 가진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중재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 구

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시사했다.  

  국내의 경우,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을 탐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

으나, 최근 중환자 조기 운동을 포함하는 ABCDE 묶음의 실무 적용에 대한 방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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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극복방안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한 연구가 있었다. 정수아(2017)는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여, 7가지의 주제와 18가지의 하

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7가지 주제는 “의사결정 파워 불균형”과 “환자의 인지와 

정서 안정에 취약한 환경,”“섬망중재 프로토콜에 대한 인식 부족,”“간호사의 동

기 부족,”“낯섦 에서 오는 의료인의 배타적 태도,”“프로토콜 적용에 적합하지 않

는 임상체계”이었다. 특히 근거 기반 중재에 있어 제한된 간호사의 권한, 정서 안정

에 취약한 중환자실 환경, 중재 프로토콜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방

해요인에 따른 극복방안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간호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하였으며, 또한 의료진들의 인식 개선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교육적 중재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고,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를 중환자실 임상 실무

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행 문헌들에서 제시된 전략방안들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C. 중환자 조기 운동 활성화 전략 및 교육 

  현재 북미를 중심으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규명과 함께,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보고되고 있다. 각 기관별로 혹은 중환자 조기 운동을 시

행하는 주체, 즉 보건 의료 제공자에 따라 다양한 의료 질 향상 프로젝트와 조기 운

동 프로그램들이 고안되고 있었다. 

우선 미국의 ICU Liberation 은 통증, 불안, 섬망으로부터 중환자를 해방시킬 수 있

는 근거 기반 중재로서 ABCDEF 묶음의 적용과 확대를 주장해온 다기관 전문가 그룹

이다(Ely, 2017). 미국 전역의 67개 성인병원과 9개의 소아병원이 연합하여 활동하며, 

이와 유사한 미국중환자의학회의 THRIVE Initiatives와 함께 집중 치료 증후군(PICS)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들을 제시해왔다. 중환자 조기 운동의 경우 ABCDEF 

묶음 중재 중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근거 기반의 중재들과 함께 유기적이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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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Morris 등(2008)과 Bailey 등(2008)이 수행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실천과 효과

에 관한 유의미한 발표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Johns Hopkins Medical Center 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관한 연구와 실무 성과를 

활발히 보고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연구진들은 그간 밝혀진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효과에 대한 근거의 존재와 임상적 실무 적용과는 간극이 존재해 왔으며, 그 

간극을 성공적으로 좁히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다단계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이를 통해 Translating Research into Practice Model 을 제안하였고, 이는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는 최신 근거의 요약, 이행에 대한 지엽적 방해요인 

확인, 절차나 결과를 측정할 방법의 선택 및 개발, 마지막으로 모든 환자들이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고, 교육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Needham, 2008). Needham과 Koropolu(2010)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기관 내 중환자 

조기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해요인들이 규명되

었다. 그 중 관련 인력 문제, 중재로 인한 환자 안전성의 문제와 더불어 조기 운동에 

대한 보건 의료 제공자의 인식 부족이 주요 문제로 언급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들 중에 보건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중재들이 개발되

고 실행되었다. 중환자 조기 운동에 참여하는 다학제 팀원들 전원에게 조기 운동의 

최신 근거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간호사를 훈련시키거나, 물리치료사에게 기초 심전도 판독이나 흡인 방

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직군 간의 상호 교차 훈련이 진행되었다. 또한 깊은 진정제 

적용으로 인해 조기 운동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워크숍을 통해 진정제의 

지속적 투여에서 점적 투여 방법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팀 

접근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직역간의 소통이 향상되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의 증

가, 중재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라운딩 빈도의 증가 등 중재 제공자가 인

식하는 잠재적 방해요인의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본 의료 

질 향상 프로젝트에 참가한 보건 의료 제공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상자 중 95%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직업 만족도가 증가되었다고 말해 교육의 성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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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Eakin, Ugbah, Arnautovic, Parker, & Needham, 2015).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특성화된 교육 중재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한 연구

에서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조기 운동에 관한 방해요인을 규명하

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Castro, Turcinovic, Platz, & 

Law, 2015). 그 중 강의나 온라인 교육, 실시간 교육, 부서 회의 중 토론법 등 다양

한 형태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들은 삽관된 환자를 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며, 운동으로 인해 환자에게 많은 이득이 있음에 동의하게 되었다. 또한 

Messer 등(2015)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기 운동의 이익이나 부동의 부작

용,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물리치료사를 교육에 초청하여 상당 시간의 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관절범위 운동, 

걸터앉기, 의자로 이동하기 운동, 보조 장비의 사용법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 이후 간호사들의 운동 관련 활동이 평균 39%에서 60%로 크게 증가

하여 교육의 효과를 나타냈다. Hunter 등(2017)은 심혈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ICUAW의 정의와 중환자 조기 운동의 단계별 안내, 물리치료사와의 역할 차이, 

매일 단위의 운동 라운딩 소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조기 운동 기록에 관한 설명

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중환자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심혈관 중환자실에 

특화된 운동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하였다. 그 결과 중환자 조기 운동 중

재에 대한 간호 지식이 상승하였고 지각된 두려움 정도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훈련 

후 실제 환자 운동 적용의 이행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교육 전략과 함께 중환자실 간호사가 직접 주도하는 중환자 조기 운

동 중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Campbell, Fisher, Anderson, & Kreppel, 2015; 

Dammeyer et al., 2013). Vollman(2010)은 중환자 조기 운동이 단계별 범위가 다양하

며 팀 접근을 기초로 한 중재이긴 하나, 침상 내 운동의 경우 근거에 기초하여 간호

사 단독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침상 외 운동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의 보

조 하에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24시간 집중적으로 환

자를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조기 운동 중재에 대한 책임성과 인식 개선을 강조하

면서, 환자의 신체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간호사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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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미국 내 8개 병원의 13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의 

점진적 운동 연속성 도구를 개발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가 손쉽게 조기 운동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다른 의료인들과 의사소통하며 중재를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

정 나무모형도 소개하였다(Bassett, Vollman, Brandwene, & Murray, 2012).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학습 네 단계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고안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중환자실에서의 환자 및 가족 중심 치료 모델의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운동 중재의 경우에도 전문가 팀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환자 가

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므로, 환자와 의료진, 가족 간 중개자 역할을 해온 중환

자실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Rukstele & Gagnon, 2013). 이렇게 중환자실 

간호사는 교육 등 체계적 전략을 통해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해 그들이 인식하는 방

해요인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중재를 통한 중환자 치료 결과의 향상과 집중 치료 후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현황 조사 및 방해요인의 규명, 간호사 주도의 프로그

램 개발까지 관련 실무 및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그

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문헌의 

폭넓은 고찰을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 정도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소개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중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과 삶

의 질 증대를 목표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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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근

접 모집단은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

다. 연구 대상의 선정기준은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의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효과크기 .3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의 분산분석

(ANOVA)이며, 일반적 특성 구분이 최대 네 개의 항목으로 가장 크므로 집단 수를 4

개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크기는 12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료 수집 과정

에서 동의하지 않는 자와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목표 대상자 수를 총 155명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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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환자 조기 운동 관련 경험 및 교육 관련 특성

과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 교육요구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

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 측정도구는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구해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학력을 포함하였

다. 직무관련 특성에는 직위, 경력, 근무부서, 중환자실 경력, 소속 기관의 간호 인

력 배치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 관련 경험이나 교육과 관련된 문

항을 추가하였다. 

 

  2.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은 Hoyer와 동료들(2015)이 개발한 Overall Provider 

Barriers scale 을 개발자인 Hoyer의 허락을 받은 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제시하는 번역-역번역 권고에 따라(WHO, n.d.) 번역하였다. 번역 

과정은 최초 연구자가 원본 영문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forward translation)한 뒤, 한

국어판 설문지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보건의료 관련 전공 박사 학위를 가진 자 

1인이 다시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 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국내 

중환자실 실무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번역된 도구에 대하여 I-CVI(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와(Lynn, 1986) S-CVI/Ave(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Ave)

를 산출(Polit & Beck, 2006)하여 내용 타당도 검증(Content Validity Index:CVI)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방해요인 도구 문항 중 I-CVI 점수가 .80 미만인 2개 문항(15번, 26

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S-CVI/Ave 값은 계산 결과 .92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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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수정 및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지식 영역 4문항, 태도 영역 8문항, 행위 영역 12문항의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는 1점, ‘동의하지 않는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동의한다’는 4점, 

‘매우 동의한다’는 5점으로 구성하였다. 부정문항(지식과 관련된 방해요인 영역 

2,5,6,24번 문항, 태도와 관련된 방해요인 영역 17번 문항, 행위와 관련된 방해요인 

영역 8,9,11,14,15,19.21.23번 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

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는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 이었다.

  3.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I-CVI는 12문항 모

두 .78 이상이었으며, S-CVI/Ave는 .98로 측정되었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

에 따라 어휘 및 문장의 적절성을 조정하여 최종 12문항을 완성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 ‘필요하지 않

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필요하다’는 4점, ‘매우 필요하다’는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방해요인 도구와 교육요구도 도구 모두 내용 타당도 검정과 예비조

사를 시행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정의 경우 간호학 전공교수 1인, 중환자실 파트장 1

인, 석사 학위 이상 및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호흡기 전담간호사 2인, 석사 학위 이

상 및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중환자실 간호사 3인, 중환자 전담 전문의 1인, 박사 이

상의 물리치료사 1인 총 9인의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자가 소속

된 기관의 중환자실 간호사 10명을 편의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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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3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

행하였다. 대상 병원 간호본부에 허락을 받은 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

게 연구 목적, 설문 응답 방법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연구 설명문, 2,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배부

하였다. 완성된 동의서 한 부는 연구 대상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를 작성된 설

문지와 함께 각각 밀봉된 수거함에 넣어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총 155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무응답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97.4%의 회수율로, 151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서의 통계

적 유의수준은 p<.05 으로, 분석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 및 교육 관련 특성 분포는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과 교육요구도 정도는 평균과 표   

     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 및 교육 여부에 따른 중환자 조  

     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정도는 t-test 혹은 ANOVA 로 분석했고  

     사후 분석은 Scheffe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4. 대상자가 인식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정도 간의 상  

     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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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들을 고려하기 위해, 일 대학교 간

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간대 2017-0016-1)와 일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SMC 2017-03-054-001)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

구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자의적 거부권, 거부 시에도 불이익이 가해

지지 않을 것, 설문 자료 사용범위, 익명성의 보장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회수 시 각 부서에 밀봉된 수거함을 비치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 뒤, 작성

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입력 시에는 동의서와 설문지에 기입된 

고유번호에 따라 코딩하였다. 규정에 따라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관된 후 연구 종료 3년 이

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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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 병원은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3곳으

로 총 7곳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1명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17명

(77.5%),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34명(22.5%)이었다. 대상자는 여자가 138명(91.4%)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38±6.16세로, 23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임상 경력은 평균 6.99±6.03년이었고, 중환자실 

임상 경력은 평균 4.72±3.95년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가 112

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는 내과 중환자실과 외과 중환자실이 각각 55

명(36.4%)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17명(77.5%)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소속 기관 내 간호 인력 배치 유무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중환자실 내 교육 전담 

간호사가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84명(55.6%),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가 있다고 대답

한 대상자가 91명(60.3%)이었다. 또한 간호보조 인력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137

명(90.7%)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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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ICU Staff Availability
(n=151)

 ICU = Intensive care unit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SD
Gender Male 13 8.6

Female 138 91.4
Age(years) <30 79 52.3 30.38±6.16

30≤~<40 61 40.4
40≤ 11 7.3

Education Associate degree 26 17.2
Bachelor 112 74.2
Master or higher 13 8.6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117 77.5
Secondary hospital 34 22.5

Type of ICU Medical ICU 55 36.4
Surgical ICU 55 36.4
Coronary ICU 12 7.9
Neurology ICU 4 2.6
Mixed ICU 25 16.6

Nursing experience(years) <5 73 48.3 6.99±6.03
5≤ ~ < 10 45 29.8
10≤ 33 21.9

ICU experience(years) <3 63 41.7 4.72±3.95
3≤ ~ <7 55 36.4
7≤ 33 21.9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117 77.5
Charge/Head nurse 34 22.5

Presence of critical care 
nurse educators

Yes 84 55.6
No 67 44.4

Presence of critical care 
nurse specialists

Yes 91 60.3
No 60 39.7

Presence of nurse aids Yes 137 90.7
No 1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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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경험 및 교육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경험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79명(52.3%)이 소속 기관 혹은 부서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을 시행 중

이라고 대답하였다. 119명(78.8%)의 대상자가 조기 운동에 관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 없이 중환자 조기 운동을 시행 중이었으며, 최근 1년 

이내 중환자 조기 운동에 참여해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81명(53.6%)의 대상자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 

100명(66.2%)이 중환자 조기 운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중환자 조기 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100명(62.1%)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교육받은 적이 있을 경우, 경로는 기관 

내 소속 부서 단위 교육이 11.8%, 학회 및 세미나 단위 교육이 10.6%, 기관 내 전체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 단위 교육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중환

자 조기 운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위 교육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

는지 묻는 질문에는 91명(60.3%)의 대상자가 기관 내 전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교육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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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perience and Education of Early Mobilization 
(n=151)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SD
Implementation of EM Yes 79 52.3

No 72 47.7
Presence of 
guideline/protocol

Yes 32 21.1
No 119 78.8

Experience with EM 
in the past year

Yes 70 46.4
No 81 53.6

Sources of 
EM education
(Multiple responses
n=161)

No received education 100 62.1
Department education 19 11.8
Hospital education for newly 
graduated nurses

3 1.9

Hospital education for whole 
critical care nurses

12 7.5

Continuing nursing education 8 5.0
Academic conference and seminar 17 10.6
Graduate school education 2 1.2

Need of EM education Strongly not needed 1 0.7 3.71±0.78
Not needed 9 6.0
Moderate 41 27.2
Needed 82 54.3
Strongly needed 18 11.9

Preferred source of EM 
education

Department education 35 23.2
Hospital education for newly 
graduated nurses

6 4.0

Hospital education for whole 
critical care nurse

91 60.3

Continuing nursing education 15 9.9

 EM : Early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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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 간호 행위 정도

  연구 대상자가 최근 1년 이내 중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기 운동의 간호 행위 정

도를 묻는 질문에서,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1.43±0.81점으로 중환자 조기 운동의 단

계별 종류를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동적 관절 범위 운

동이나 자발적 관절 범위 운동 등 중환자가 침상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기 운동의 

초기 단계는 때때로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침상 내에서 환자 스스로 회

전하도록 교육하거나 조력하는 간호 행위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고, 체중 부하 

상태로 서기, 의자로 이동하거나 걷기와 같은 중환자 조기 운동의 단계 중 상위 수준

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Level of Early Mobilization Nursing Activities
(n=151)

Items Mean±SD

Bed activity : Passive Range of Motion Self turning on bed 2.15±0.90

Bed activity : Active Range of Motion 2.06±0.91

Self turning on bed 1.64±1.10

Dangling on edge of bed 1.31±1.22

Standing with weight bearing 1.10±1.22

Transfer to chair 0.91±1.09

Ambulation 0.82±1.16

Total Score 1.43±0.81

 Note. 5-point Likert scal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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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도구의 각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13±0.38점이었다. 그 중 태도 영역 방해요인의 평균 

평점이 3.25±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행위 영역 방해요인이 3.21±0.44점, 

지식 영역 방해요인이 2.94±0.59점 순이었다. 

  각 영역별 높은 방해요인 정도의 점수를 보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환자를 안전하게 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 부재’, 태도 영역에서는 ‘환자의 

운동 횟수가 증가하면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일이 부과될 것,’‘환자의 운동 횟수가 

증가하면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 치료사에게 더 많은 일이 부과될 것,’‘환자가 운동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픈 상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환자를 운동시키는 1차 

제공자이어야 함’이었다. 행위 영역에서는 ‘근무 중 환자를 운동시킬 시간의 부

족,’‘부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문항이 높은 방해요인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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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ived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n=151)

 Note. 5-point Likert scale (1-5)
 † : Reverse code scale item; ICU = Intensive care unit

Items Mean±SD

Knowledge 2.94±0.59

I have received training on how to safely mobilize my patients.† 3.48±0.89

I understand which patients are appropriate to refer occupational 
therapy.†

2.97±0.89

I understand which patients are appropriate to refer to physical 
therapy.†

2.70±0.86

Unless there is a contraindication, I educate my patients to exercise 
or increase their physical activity while on ICU.†

2.62±1.01

Attitude 3.25±0.49

Increasing mobilization of my patients will be more work for 
nurses.

4.30±0.77

Increasing mobilization of my patients will be more work for 
physical and/or occupational therapists.

3.68±1.01

My patients are too sick to be mobilized. 3.59±0.91

A physical therapist or occupational therapist should be the primary 
care provider to mobilize my patients.

3.51±1.01

I am not sure when it is safe to mobilize my patients. 3.07±0.87

I do not feel confident in my ability to mobilize my patients. 2.95±1.05

I believe that my patients who are mobilized at least three times 
daily will have better outcomes.†

2.46±0.85

Increasing mobilization of my patients will be harmful to them. 2.4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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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ived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Continued)
                           (n=151)

 Note. 5-point Likert scale (1-5)
 † : Reverse code scale item; ICU = Intensive care unit

Items Mean±SD

Behavior 3.21±0.44

I do not have time to mobilize my patients during my work day. 4.05±0.84

Nurse-to-patient staffing is adequate to mobilize patients on my 
ICU.†

4.01±0.96

My patients often have contraindication to be mobilized. 3.88±0.67

We don't have the proper equipment and/or furnishings to mobilize 
my patients

3.64±1.04

The physical functioning of my patients is regularly discussed 
between the patient's healthcare providers (nurses, physicians,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ists).†

3.26±1.17

Unless there is a contraindication, my patients are mobilized at 
least once daily by nurses.†

3.18±1.07

Unless there is a contraindication, I mobilize my patients at least 
once during my work day.†

3.07±0.97

My patients are resistant to being mobilized. 2.79±0.86

Family members of my patients are frequently interested to help 
mobilize them.†

2.57±0.86

My departmental leadership is very supportive of patient 
mobilization.†

2.55±0.93

I document the physical functioning status of my patient during my 
work day.†

2.16±0.87

Total score 3.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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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

균 평점 4.04±0.51점으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문

항별로 살펴보면, ‘중환자 조기 운동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방법,’ ‘관련 프

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특수한 조건의 중환자에 대한 조기 운동’순서로 높은 교

육요구도 정도가 나타났다. ‘침상 안정과 부동의 합병증’문항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교육요구도 정도를 보였다.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각 문항별 교육요구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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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ducational Parts of Necessity for Early Mobilization 
(n=151)

Items Mean±SD Ranking

Potential problems and solutions when implementing EM 4.21±0.63 1

Relevant protocol/guideline of EM 4.17±0.72 2

EM for patients in special condition
(MV, CRRT, ECMO etc)

4.16±0.83 3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of EM 4.07±0.67 4

Step of EM and related devices 4.04±0.67 5

Roles of critical care nurse in EM 4.03±0.72 6

Effectiveness of EM 4.00±0.65 7

Safety and feasibility of EM 3.99±0.69 8

ICU Acquired Weakness (ICUAW) 3.98±0.69 9

Screening tools for initiating EM 3.98±0.79 9

Sharing actual experiences with EM 3.93±0.79 11

Complications of bed rest or immobility 3.91±0.68 12

Total score 4.04±0.51

Note. 5-point Likert scale (1-5); EM = Early mobilization; MV = Mechanical Ventilation; 
CRRT =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ECMO =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ICU =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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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일반적 특성,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 및 교육특성에 따른 방해요

인과 교육요구도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 및 교육특성에 따른 방해요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에 따른 방해요인 점수의 차

이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력, 현재 근무 부서, 직위, 전담 

간호사 배치 유무,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의 존재 유무, 소속 기관 및 부서에서의 

중환자 조기 운동의 시행 여부, 최근 1년 이내 중환자 조기 운동에 참여한 경험 여

부, 교육 여부 이었다. 3년제 학력의 집단이 학사와 석사나 그 이상 학력 집단에 비

하여 태도 영역 점수(F=3.131, p=.047)가 높았다. 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집단이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집단에 비하여 전체 방해요인 점수(F=4.078, p=.004)와 

태도 영역 점수(F=3.482, p=.009)가 높았다. 일반 간호사가 책임 및 수간호사 집단보

다 전체 방해요인 점수(F=2.632, p=.009)와 태도 영역 점수(F=3.020, p=.003)가 유의하

게 높았다. 중환자 전담 간호사(F=-2.074, p=.040)나 교육 전담 간호사(F=-2.150, 

p=.033)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배치된 경우에 비해 각각 행위 영역 점수가 높았다.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인

식하는 전체 방해요인의 점수(t=-2.206, p=.031)와 태도 영역(t=-2.065, p=.041), 행위 

영역(t=-.3.660, p=.001)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지 않

다고 응답한 집단이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전체 방해요인 점수

(t=-5.188, p<.001), 태도 영역(t=-2.986, p=.003), 행위 영역(t=-8.144, p<.001)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중환자 조기 운동에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

단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전체 방해요인 점수(t=-3.365, p=.001), 태도 

영역(t=-2.377, p=.019), 행위 영역(t=-4.356, p<.001)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교육받은 경우에 비해 전체 방해요인 점수(t=3.148, 

p=.002), 지식 영역(t=3.384, p=.001), 행위 영역(t=3.515, p=.001)의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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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Perceived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51)  

 Note. * : p<.05, ** : p<.01, *** : p<.001; ICU = Intensive care unit

Characteristics n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Total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13 3.28±0.31 1.454

(.148)
3.29±0.50 2.228

(.027)*

3.26±0.47 0.099
(.921)

3.29±0.50 0.714
(.476)Female 138 3.12±0.39 2.91±0.59 3.25±0.49 3.20±0.43

Age (years)

<30 79 3.15±0.39 2.195
(.115)

2.99±0.61 2.220
(.112)

3.28±0.45 1.717
(.183)

3.19±0.45 0.488
(.615)30≤~＜40 61 3.15±0.39 2.94±0.60 3.25±0.53 3.24±0.43

40≤ 11 2.90±0.29 2.59±0.26 2.99±0.52 3.12±0.36

Education
Associate degree 26 3.17±0.34 1.748

(.178)
2.92±0.58 0.804

(.450)
3.34±0.46 3.131

(.047)*

3.24±0.42 1.748
(.178)Bachelor 112 3.14±0.38 2.97±0.61 3.26±0.45 3.21±0.45

Master of higher 13 2.94±0.46 2.75±0.52 2.94±0.77 3.14±0.41

Type of hospital
Tertiary 117 3.14±0.41 0.444

(.659)
2.97±0.63 1.544

(.126)
3.25±0.49 0.055

(.957)
3.19±0.46 -0.782

(.436)Secondary 34 3.11±0.28 2.83±0.42 3.24±0.50 3.26±0.35

Type of ICU

Medical ICU 55 3.20±0.31 4.078

(.004)**

3.06±0.54 1.331
(.261)

3.35±0.40 3.482

(.009)**

3.20±0.44 5.912

(<.001)***
Surgical ICU 55 2.98±0.40 2.81±0.62 3.07±0.48 3.04±0.41

Coronary ICU 12 3.30±0.36 2.88±0.57 3.48±0.51 3.56±0.38

Neurology ICU 4 3.17±0.19 2.81±0.52 3.22±0.12 3.48±0.08

General ICU 25 3.23±0.44 3.00±0.65 3.32±0.60 3.3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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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Perceived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1)

  Note. * : p<.05, ** : p<.01, *** : p<.001; ICU = Intensive care unit

Characteristics n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Total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Nursing experience (years)
＜5 73 3.14±0.39 0.054

(.947)
3.00±0.61 0.670

(.513)
3.25±0.45 0.294

(.746)
3.18±0.46 0.495

(.611)5≤~ ＜10 45 3.12±0.35 2.89±0.60 3.28±0.43 3.20±0.39

10≤ 33 3.12±0.43 2.89±0.55 3.20±0.64 3.27±0.44

ICU experience (years)
＜3 63 3.11±0.39 0.161

(.852)
2.99±0.64 0.322

(.725)
3.25±0.42 0.210

(.811)
3.10±0.43 3.607

(.030)*3≤ ~ ＜7 55 3.14±0.39 2.91±0.57 3.22±0.54 3.29±0.44

7≤ 33 3.16±0.38 2.91±0.57 3.28±0.54 3.28±0.39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117 3.18±0.37 2.632

(.009)**

2.99±0.61 1.659
(.099)

3.31±0.44 3.020

(.003)**

3.23±0.44 1.269
(.206)Charge/Head nurse 34 2.98±0.39 2.79±0.52 3.03±0.57 3.12±0.42

Presence of critical care nurse educators
Yes 84 3.08±0.42 -1.743

(.083)
2.89±0.61 -1.141

(.256)
3.22±0.54 -0.743

(.459)
3.14±0.44 -2.074

(.040)*
No 67 3.19±0.32 3.00±0.57 3.28±0.42 3.29±0.43

Presence of critical care nurse specialists
Yes 91 3.11±0.41 -0.774

(.440)
2.95±0.62 0.286

(.776)
3.24±0.51 -0.279

(.781)
3.14±0.45 -2.150

(.033)*
No 60 3.16±0.34 2.93±0.55 3.26±0.47 3.30±0.41

Presence of nurse aids
Yes 137 3.13±0.39 -.186

(.852)
2.94±0.61 -0.029

(.977)
3.25±0.49 -0.098

(.922)
3.20±0.44 -0.343

(.732)No 14 3.15±0.38 2.95±0.47 3.26±0.50 3.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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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Perceived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1)

 Note. * : p<.05, ** : p<.01, *** : p<.001; EM = Early Mobilization

Characteristics n
Barriers to Early Mobilization

   Total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Presence of guideline/protocol
Yes 32 3.02±0.30 -2.206

(.031)*

2.97±0.56 0.286
(.776)

3.09±0.50 -2.065

(.041)*

3.00±0.33 -3.660

(.001)**
No 119 3.16±0.40 2.93±0.60 3.29±0.48 3.26±0.44

Implementation of EM

Yes 79 2.99±0.38 -5.188

(＜.001)***

2.85±0.62 -1.915
(.057)

3.14±0.49 -2.986

(.003)**

2.98±0.38 -8.144

(＜.001)***
No 72 3.29±0.32 3.04±0.55 3.37±0.46 3.46±0.35

Experience with EM in the past year
Yes 70 3.02±0.41 -3.365

(.001)**

2.87±0.64 -1.362
(.175)

3.15±0.51 -2.377

(.019)*

3.05±0.44 -4.356

(＜.001)***
No 81 3.23±0.33 3.00±0.55 3.33±0.46 3.34±0.39

EM educational status
Received 51 3.00±0.34 3.148

(.002)**

2.72±0.56 3.384

(.001)**

3.24±0.37 0.204
(.839)

3.04±0.40 3.515

(.001)**
Not received 100 3.29±0.39 3.06±0.58 3.25±0.54 3.29±0.43

EM educational needs

No needed 10 3.36±0.34 6.915

(.001)** 

2.95±0.56 2.023
(.136)

3.69±0.45 11.254

(＜.001)***

3.43±0.26 2.661
(.073) moderate 41 3.27±0.35 3.10±0.58 3.43±0.45 3.28±0.36

Needed 100 3.05±0.38 2.88±0.60 3.13±0.46 3.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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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환자 조기 운동 경험에 따른 교육요구도

  연구 대상자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관한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

적 특성은 소속 기관과 현재 근무 부서,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의 유무였다. 소속 기

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집단이 종합병원 집단에 비해 높은 교육요구도 점수(t=2.629, 

p=.009)를 나타냈고 소속 중환자실 단위에 따라 교육요구도 점수(F=3.167, p=.016)에 

차이가 났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없다고 응답한 집

단에 비하여 교육 요구도 점수(t=3.173, p=.002)가 높았다. 

  소속 기관 및 부서에서의 중환자 조기 운동의 시행 여부와 최근 1년 이내 중환자 

조기 운동의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 소속 기관 및 부서에서 조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교육요구도 점수(t=3.600, p<.001)가 높았다. 또한 중환

자 조기 운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교육요구도 점수(t=3.144,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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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for Early Mobilization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51)

Note. * : p<.05, ** : p<.01, *** : p<.001;  ICU = Intensive care unit

Characteristics Categories Educational needs
   M(SD) t of F     p

Gender Male 3.94±0.75 -0.508 .620
Female 4.05±0.49

Age(years) <30 4.01±0.40 0.383 .682
30≤ ~ <40 4.08±0.64
40≤ 4.08±0.48

Education Associate degree 3.86±0.55 2.129 .123
Bachelor 4.07±0.49
Master or higher 4.15±0.54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4.10±0.50 2.629 .009 **

Secondary hospital 3.84±0.52
Type of ICU Medical ICU 4.01±0.47 3.167 .016 *

Surgical ICU 4.14±0.51
Coronary ICU 4.21±0.51
Neurology ICU 4.35±0.46
Mixed ICU 3.77±0.52

Nursing 
experience
(years)

<5 3.99±0.46 0.843 .432
5≤ ~ <10 4.10±0.53
10≤ 4.08±0.59

ICU experience
(years)

3< 4.01±0.49 0.629 .534
3≤ ~ <7 4.02±0.45
7≤ 4.13±0.64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3.40±0.52 -1.846 .067
Charge nurse/Head nurse 4.19±0.44

Presence of 
critical care nurse 
educators

Yes 4.05±0.50 0.143 .886
No 4.03±0.53

Presence of 
critical care nurse 
specialists

Yes 4.14±0.48 3.173 .002 **

No 3.88±0.53

Presence of 
nurse aids

Yes 4.05±0.49 0.736 .474
No 3.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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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for Early Mobilization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ducational needs

      M±SD t or F      p

Presence of 
protocol/guideline

Yes 4.11±0.48
0.923 .358No 4.02±0.52

Implementation
on EM

Yes 4.18±0.44
3.600 <.001 ***

No 3.89±0.54
Experience with 
EM in the past 
year

Yes 4.18±0.50
3.144 .002 **

No 3.92±0.50

Note. * : p<.05, ** : p<.01, *** : p<.001 ; EM = Early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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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대상자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

요구도의 관계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점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29, p=.005).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해 인식하는 방해요인의 하위 영역과 전체 교육요구도의 

평균 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지식 영역 방해요인을 제외하고 태도 영역 방

해요인(r=-.324, p<.001), 행위 영역 방해요인(r=-.184, p=.0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8).

Table 8.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Barriers and Educational Needs for Early 
Mobilization
                                                                   (n=151)

Total Barriers Educational Needs

Total Barriers 1 -.229 **

  Knowledge related Barrier .782 *** -.042

  Attitude related Barrier .723 *** -.324 ***

  Behavior related Barrier   .764 *** -.184 *

Educational Needs -.229 ** 1

 Note.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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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교육요구도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7개의 상급종합병원과 종

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A.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소속된 기관 혹은 부서에서의 중환자 조기 운동의 시행 여부

와 최근 경험 여부, 실제 중환자 조기 운동 수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 중 

52.3%가 소속 기관 혹은 부서에서 조기 운동을 시행 중이며, 46.4%가 최근 1년 이내 

소속 기관 및 부서에서 조기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 약 40-59%의 중환자 조기 운동 시행 분포를 보고한 국제 연구

(Bakhru, McWilliams et al. 2016) 결과와 유사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근 1년 이내 

단계별 조기 운동 수행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서, 수동적,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과 

같이 침상 내에서 하는 조기 운동의 초기 단계는 때때로 수행하나, 침상에 걸터앉기, 

서거나 의자로 이동하기, 걷기와 같은 침상 밖 단계는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호주와 뉴질랜드 연구에 따르면, 서기나 걷기 운동 수행의 경우 514명 중 각

각 25, 18%에 그쳤으며, 이조차도 중환자실에서 흔히 이용되는 기계적 환기 적용 환

자에게선 전혀 수행되지 않았고(Berney, Harrold et al. 2013), 독일의 경우 기계적 환기

를 적용한 783명의 환자 중 24%만이 앉기 이상의 적극적 조기 운동을 수행한 것을 보

고한 연구(Nydahl, Ruhl et al. 2014)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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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국내외 실무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근거 기반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전략의 수립은 다양한 방해요인들의 규명

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방해요인 정

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인식된 총 방해요인은 중상 정도로서, 하부 영역별로는 

태도, 행위,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태도 영역 방해요인의 각 문항들을 종합했

을 때, 연구 대상자들은 중환자 조기 운동의 예후와 이익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

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중환자 조기 운동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늘 

것,’‘환자가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픔’을 방해요인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조기 운동으로 인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과 함께, 중재 자체의 안전

성과 시행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부담감을 보고한 선행 연구(Eakin, Ugbah et al. 

2015; Hoyer, Brotman et al. 2015; Jolley, Regan-Baggs et al. 2014) 결과와 유사하였다. 

정수아(2017)도 중환자 조기 운동을 포함한 ABCDE 묶음 중재에 대해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간호사의 동기 부족,’‘낯섦 에서 오는 의료인의 배타적 

태도’등을 방해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조기 운동 관련 의료 질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양한 기관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건 의료 제공자의 태도와 관련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중재의 시행과 참

여 경험을 보고하였다(Bakhru, Wiebe, McWilliams, Spuhler, & Schweickert, 2015; 

Boehm, Vasilevskis, & Mion, 2016; Castro, Turcinovic, Platz, & Law, 2015). 본 연구에

서도 연구 대상자의 소속 기관 및 부서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을 시행하거나 혹은 최

근 1년 이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식된 방해요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성공적으로 이행해

본 경험과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공유 및 전파될 수 있다면, 중재에 대한 보건 의료 

제공자간 조직적,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정적 인식 또한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담당 환자를 운동시키는 1차 제공자이어야 한

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방해요인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높아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조기 운동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행하는 처치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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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중환자 조기 운동을 위한 다학제간 팀워크 중 간호사 역할의 불분명함과 

그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도 해석된다. 간호사들이 중환자 조기 운동이 업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낀다거나(Anekwe et al., 2017; Costa et al., 2017), 환자 거상 

관련 업무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그

룹에 비해 실제 수행 정도가 낮았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Doherty-King 

& Bowers, 2013). Vollman(2010)은 치료와 생존을 위한 고도의 의학적 기술과 처치에 

치중된 중환자실 환경에서도 환자의 거동 및 활동성의 증가와 관련된 중재는 중환자

실 간호사의 핵심적인 기초 업무이자, 근거에 기초한 실무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의 단계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관되게 실현하려면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중환자실의 실무 여

건에 알맞은 팀 기반의 주기적인 환자 라운딩과 의사소통을 통해 직역간의 명확한 역

할 정립과 책임감 부여가 필요하다. 

  한편 오랜 시간 답습된 중환자 침상 안정 문화를 벗어나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가 

지속 시행 가능하려면, 보건 의료 제공자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들도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Boehm 등(2017)은 기관의 정

책과 프로토콜, 인력 및 장비의 구비 여부를 의미하는 병동 환경 그리고 업무의 양과 

질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영역과 보건 의료 제공자의 태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

을 밝히며, 이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환자 조기운동을 포함하는 ABCDE 묶

음의 실무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환자, 

가족, 부서 내 리더십 요소에 비해 ‘시간의 부족,’‘부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

율’을 행위와 관련된 방해요인으로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 시간의 증가

와 간호의 질 향상으로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꼽힌다(이현정 

& 배홍범, 2013). 선진국들이 중환자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최소 1:2에서 1:1까지

로 권고 중이며(Gill, Leslie, Grech, & Latour, 2012), 인접 아시아 국가에서도 1:2인 

경우가 83.3%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국내는 17.9%에 불과하여(Phua et al., 2011), 매

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 기계적 환기, 지속적 혈액 투석



- 41 -

기, 체외막 산소화 장치의 사용일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병원중환자간호

사회, 2016). 즉 인력에 대한 구조적 향상 없이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요구도만 늘어

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숙련 간호사의 부족이다. 2013년 미국 보

고에 따르면 미국 중환자실 간호사의 평균 경력은 19.5년인데 비해(Ulrich, Lavandero, 

Woods, & Early, 2014), 국내는 중환자실 간호 관리자, 간호사의 평균 경력이 각각 

6.1년, 4.3년에 불과했다(병원중환자간호사회, 2016). 특히 노동 집약적 중재인 중환

자 조기 운동의 경우 숙련되고 교육받은 간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본 연구

에서도 3년제 졸업 혹은 학사 학력의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가 숙련도나 경력이 높은 

석사 학력의 간호사나 책임 간호사 및 관리자보다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해 더 높은 

정도의 방해요인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나 교육전담 간호사와 같이 특수 간호 인

력이 배치된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부적 요인을 의미하는 행위 영역 

방해요인을 낮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임상실무에서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는 기계적 환기나 지속적 혈액 투석기, 체외막 산소화 장치와 같은 고위험 의료 장비

의 관리와 관련 교육 및 실질적 중재를 담당하며, 중환자실 교육 간호사는 늘어난 환

자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의 실무 경력 단계에 따른 주기적 교

육과 평가를 전담하고 있다. 팀 접근을 강조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에 대해 이러

한 전문 간호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일반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환

자실 현장의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라는 방해요인을 해소할 보완 전략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중환자실 전담인력 배치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크며, 교육전담 간호사의 배치도 19.4%에 그쳐(병원중환자간호사회, 2014) 기

관과 조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한 지식 관련 방해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중‘환자를 안전하게 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를 방해요인으로서 인

식하고 있었다. 이는 다학제 팀워크 중 팀원들의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의 부족을 방해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Cost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중환자 조기 운동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룹이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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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룹에 비해 방해요인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거 기반 실무 

지식 향상과 더불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중환

자 조기 운동 관련 교육 요구도 정도와 구체적인 우선순위 요구 항목을 파악하였다. 

B.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 요구도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2008)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 기준에 

간호사 교육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려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수용해내는 교육 항목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 62.1%의 간호사가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정작 66.2%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일찍이 혁신적 중재 

도입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의료 제공자들

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실무 역량을 함양해온 외국(Bassett, Vollman, Brandwene, & 

Murray, 2012; Hunter et al., 2017)과 달리, 아직 국내에서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공론화나 정착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교육 노력이 부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중환자 조기 운동에 관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중환자 조기 운동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방법,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

라인, 특수한 조건의 중환자에 대한 조기 운동 항목 순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 정도를 

보였다. 반면 중환자실 침상 안정 및 부동의 합병증 항목은 비교적 낮은 교육 요구도 

정도가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 조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중재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경험

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높은 교육 요구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해당 항목의 경우 그간 교육이 부족했던 영역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기 운동시 발생 가능한 문제나 해결방법,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높은 교육 요구도 정도가 나타난 것은 현재 실무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의 구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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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질문에 대해 21.2%의 간호사만이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하

였다. 이는 조기 운동 관련 프로토콜의 구비 정도를 20~30%라고 보고한 북미, 유럽

(Bakhru, McWilliams, Wiebe, Spuhler, & Schweickert, 2016)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이 구비된 경우 조기 운동에 대해 인식된 방

해요인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이 근거에 기

초한 표준화된 기준으로서 팀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와 중재의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방해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ssett 등

(2012)은 환자의 기능적 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간호사 주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근

거 기반의 5단계 점진적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들

의 환자 운동에 관한 역량과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시킨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과 중재 실천율의 향상이란 의미 있는 효과를 보고하였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재 중환자실 임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토콜 및 가이

드라인의 수립이 시급하다.

  한편 중환자 조기 운동의 적용 대상이 지속적 신대체 요법이나 체외막 산소화 장치

와 같은 특수 치료를 적용 중인 환자에게까지 확장되면서, 그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

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Chavez et al., 2015; H. Lee et al., 2015). 본 연구에서 

특수 조건하의 조기 운동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은 중환자 간호의 전문

화와 그에 알맞은 역량이 요구되는 현재 실무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이러한 요구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파를 통해, 보건 의료 제공자와 조직의 인식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근거 기반의 중

재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자가 보고 설문을 이용한 조사였기 때문

에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기인하여 실제 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다. 연

구 대상자가 일부 포함된 종합병원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으며 선택 편의의 가능성

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은 팀 기반의 

중재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 제공자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중환자실 임

상 현장의 여건에 맞는 중재의 도입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추후 다직종, 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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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보건 의료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상급종합병원 4곳과 종합병원 3곳에 속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방

해요인과 추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요구도에 관해 폭넓은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한 것에 의의가 분명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 결과는 추후 국내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이란 근

거 기반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중

환자 치료 결과의 향상과 집중 치료 후 삶의 질 증대라는 공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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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7개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15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현재 

국내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조기 운동의 시행 및 참여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

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 정도는 중상 수준으로, 

특히 태도 영역 방해요인 정도가 높았는데, 중환자실 간호사의 새로운 중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재의 성공적 이행

을 외부적 차원에서 제약할 수 있는 인력, 시간의 제약 등 행위 영역 방해요인 정도

도 높았는데, 적정 간호 인력의 확보와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 및 중

환자실 전담 간호사, 교육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 

영역 방해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교육의 부재가 방해요인으로 인식되었

으므로 체계적으로 고안된 교육의 제공이 방해요인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중환자 조기 운동과 관련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으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재의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토

콜 및 가이드라인이나 특수 치료 조건 하의 조기 운동 중재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

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근거 기반 중재

의 국내 도입 초기 단계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방해요인과 교육요구도를 최초로 규명한 점에 의의가 크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중

환자 조기 운동 중재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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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 실무, 연구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중환자 조기 운동이란 새로운 근거 기반의 중재가 조직 문화 속에 정착되고 이행되

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개선과 역량 증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 병원 중환자실 단위의 교육을 선호했으므로, 중환자

실 교육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잠재적 문제 대처방안,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특수 조건

에서의 중재 등 본 연구를 통해 우선순위로 나타난 항목들을 우선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전달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하여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강의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의 의료 질 향상 프로젝트 사례를 참

고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 조기 운동에 함께 협력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함께 실제 사례에 기초하여 학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방식

의 활용을 제언한다. 또한 중환자실 교육 간호사나 팀 리더를 통한 코칭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병용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에 대한 보건 의료 제공자 및 환자와 가족들 간의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중재의 시행 여부나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방해

요인 인식에 차이가 나고, 기관별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국내외 중환자 

조기 운동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참석하는 중환자간호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체의 합동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공 사례와 관련 연구 근거의 공유, 실천방안을 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중재를 제공받은 환자나 가족을 초청하여 실

제 체험 사례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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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 실무 

  국내는 중환자 조기 운동이 도입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 관련 수가 등 국내 

중환자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이후 파악된 국내 

중환자실 임상 조건에 기초하여 각 기관별, 부서별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부터 다학제, 다직군의 전문가들

이 참여하는 질 향상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한 직군이 단독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중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군별 보건 의료 제공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

하고, 간호 분야에서는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등 중환자실 전담 

간호 인력이나 부서 관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성된 팀

을 기반으로 매일 단위의 환자 라운딩과 주기적인 토론을 통해 일선 중환자실 간호사

를 훈련시켜 간호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3. 간호 연구

  우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중환자 조기 운동 중재에 관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또한 중재에 대한 환자와 조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나, 

외국에서 개발된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수용 개작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시

도해볼 수 있겠다.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방해요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한 도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를 국외 연구와 비교하기에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국내 

임상 조건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중환자 조기 운동은 근거기반 중재 묶음인 ABCDEF 묶음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다. 

이 묶음을 구성하는 각각의 중재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성이 뚜렷하다. 따라

서 개별 중재뿐만 아니라 묶음을 전체로 수행하는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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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Early mobilization of critically ill patients is an evidence-based intervention to 

improve treatment outcomes and enhance quality of life following intensive care. However, 

several barriers exist to its establishment in clinical practice. Thu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barriers perceived by critical care nurses and corresponding 

educational needs,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rogram implementation in Korea.

METHODS : A structured survey was self-administered by 151 critical care nurses from 3 

tertiary hospitals and 4 secondary hospitals located in Seoul from April to June, 2017. It 

was designed to rate experiences with early-mobilization, identify educational experiences, 

measure nurses’ barriers regarding attitude, behavior and knowledge and their education 

need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 Participants rated their performance of early mobilization as low, with a mean 

score of 1.43±0.81 out of 4. The mean score of nurse-perceived barriers was 3.13±0.38 

out of 5. Attitude-related barriers scored highest than behavior and knowledge-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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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s , with a mean score of 3.25±0.49. The high scored items of barriers were high 

workload, patients’ inability to exercise, lack of time, inappropriate nurse/patient ratio, and 

absence of relevant education. Two thirds of the participants (66.2%) indicated the 

necessity for education of early mobilization. Educational needs were prioritized as 

identifying potential problems in early mobilization and possible solutions, related protocols 

and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special conditions. Perceived barriers correlated 

negatively with educational needs (r=-.229 , p<.01).

 

CONCLUSIONS : The present study findings show that critical care nurses in Korea 

perceive diverse barriers imped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evidence-based early 

mobilization intervention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nd educational needs to overcome them. 

Accordingly, to enhance the nurses’ performance of the intervention, an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educational need items revealed in the present 

study. In parallel, organizational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meet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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