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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간호자신감 및 스트레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및 섬망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는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

구도구로 섬망지식은 박용숙(2011)이 조귀래(2001)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

한 도구, 섬망간호자신감은 김문자(2014)가 Akechi 등(2010)의

‘Self-confide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SCPD)’도구를 번역 및

수정·보완한 도구, 섬망스트레스는 박용숙(2011)이 김연태(1989)가 개발한 도

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

월 15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Kolmogorov-Sminov,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le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각 변수 정도는 100점 만점에 섬망지식은 평균 64.2점, 섬망

간호자신감은 평균 57.5점, 섬망스트레스는 평균 79.6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는 섬망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t=-4.40, p=.000), 30대가 20대보다(F=4.05, p=.020) 높았고, 총 임상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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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r=.25, p=.008), 중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r=.22, p=.021) 섬망스트

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섬망지식

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r=.34, p=.000),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간호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r=.32, p=.001).

4)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섬망지식(β=.30, p=.001)과

성별(β=.29, p=.008)로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였으며 여성이 섬망스

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망지식과 성별이 섬망스트레스를 설명

하는 설명율이 18.6%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

며,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여성간호사가 섬망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망 교육 제공 시에 여성이 80%이상으로 구성된 중

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병동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높은 섬망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교육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

자를 대상으로 섬망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위험요인 사정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섬망 발생 빈도 감소와 섬망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침 등을 의료팀과 협력적으로 마련하여 실제

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핵심되는 말: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중환자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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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중환자실 증후군이라 불리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어나

서 몇 시간에서 수일의 짧은 기간 동안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의식 장애 및

기억력과 지남력 손실 및 환경에 대한 지각부전을 동반하는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증상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은 22-73%(김아린, 2010; 이현심, 2013)를 차지하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60-80%(Alexander, 2009; 박향미, 2016)에서 발

생하는 흔한 문제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하는 중

요한 문제이다.

섬망환자는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해 공격성, 불안성, 의료진에 대한 적개심

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수동성, 무감동, 기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섬망환자 간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Zamoscik,

Godbold, & Freeman, 2017). 중환자실에서 섬망 발생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

진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섬망환자의 경우 섬망의 발생이 입원기간

의 장기화, 요양병원으로 전원,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간호사

의 경우에도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미혜 등, 2011). 중환자실 간호사는 의료사고 및 간호사고 발생의 기회가

높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김신자, 2003), 섬망환자들은 가지고 있는

선이나 관 등을 임의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선 제거 시에 이차적인 손상의 발

생과 같은 간호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섬망환자 간호 시에 스트레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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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허인숙, 2011).

중환자실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간호사의 생리적, 정신적 체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

호능률 및 사기, 업무수행을 감소시켜서 환자 간호시 영향을 주게 된다(허인

숙, 2011).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중환자를 돌보는 데서 오는 과중한 업무와 함

께 섬망환자의 비협조와 섬망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간호의 어려움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강현진, 2005). 중환자실 간호사는 섬망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섬망환자의 위험요인을 일차적으로 사정하고, 섬망환자에 대해 간호중

재를 제공하고, 섬망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섬망환자 간호는 섬망

발생 전에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위험요인별 예방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

이 섬망 발생 이후 중재보다 중요하다(심미영 등, 2015). 또한 섬망환자의 보

호자에 대한 교육도 수행하여야 하며, 섬망환자를 간호하면서 발생하는 스트

레스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김미영, 은영, 2013).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섬망관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망지식이 필요한데, 간호지식

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질 높은 간호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

이다(Hijji, Parahoo, Hussein, & Barr, 2013).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

실에서 환자 옆에 24시간 함께하는 의료진으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섬망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섬망 발생의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김영하, 2006), 증상의 변동의 폭이 큰 섬망 증상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홍정호, 2015). 또한 이미 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

는 섬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간호활동으로 더 이상의 합병증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정윤정, 2019). 따라서 중

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환자 간호 지식은 질적인 간호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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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간호 지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섬망지

식이 증가하고 섬망사정 도구의 사용법을 아는 경우 섬망환자 간호 시 간호사

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며(McDonnell, & Timmins, 2012) 정형외과 환자

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우 섬망간호 지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져(김미

영, 은영, 2013) 지식향상은 섬망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

면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보고되기도 하고(서희정, 2006) 섬망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섬망스트

레스도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섬망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간호사는 섬망을 나타내는 환자가 재원기간의 연장, 사망률의 증가 등

좋지 않은 예후가 예상되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섬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환자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 있다

(함은경, 2011).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과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섬망환자의 사정 및 관리에 대한 자신감은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고, 환자의 가족들을 환자 간호에 참여시켜 섬망의 진행

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이려는 노력에 기울인다. 섬망간호에 대한 자신감 감소

는 환자에 대한 접근을 두렵게 하고 이것은 간호수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진다

(김문자, 2014). 섬망간호자신감은 섬망간호수행을 통해 섬망지식이 축적될수

록 상승하고 이는 간호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지연, 이은주, 2016). 섬망간

호 지식의 부족은 섬망간호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박영숙, 김금순, 송경자,

강지연, 2006), 자신감이 낮은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박

은아, 2005). 이와같이 섬망간호자신감은 섬망간호수행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박향미, 2016; 윤선희, 2017; 이은영, 2019) 섬망간호자신감과 중

환자실 간호사가 받는 섬망스트레스와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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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이외에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대상자 특성과 유의한

요인은 연령, 근무부서, 섬망환자 간호 유무,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강현

진, 2005),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허인숙, 2011), 섬망환자 간호교육 유무(정

윤정, 2019)가 관련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소진, 조직몰입(박형숙, 강은희, 2007; 임덕순,

조복희, 2007; 김성남, 유문숙, 2014)에 관한 것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여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과 섬망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섬망환자의 상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 가능

한 위치에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과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과 이들 변수들이 섬망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섬망스트레

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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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및 섬망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섬망지식과 섬망간호자신감과 섬망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4) 대상자의 특성과 섬망지식과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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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 섬망지식

이론적 정의 :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

된 인식의 총체이다(국립국어원, 2019). 섬망관련 지식은

섬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섬망의 원인, 사정, 증상,

중재에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박용숙, 2011).

조작적 정의 : 섬망지식은 조귀래(2001)가 개발한 ‘중환자실증후군에 대

한 지식’ 도구를 박용숙(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섬망간호자신감

이론적 정의 : 섬망간호자신감은 섬망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Akechi et al.,

2010).

조작적 정의 : 섬망간호자신감은 Akechi 등(2010) 개발한 ‘Self–

confide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SCPD)’

도구를 김문자(2014)가 번역 및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7 -

3) 섬망스트레스

이론적 정의 : 스트레스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

의 한계를 초과하여 안녕을 위협하는 상태로 개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섬망스트레

스란 섬망환자를 간호할 때 간호사가 느끼는 위협정도를

말한다.

조작적 정의 : 김연태(1989)가 섬망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박용숙(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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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및 섬망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맞는 대상자

를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효과크기(f2)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

β) 0.80, 예측요인 5개(중환자실 경력(강현진, 2005),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

도(허인숙, 2011), 섬망환자 간호 교육 유무(정윤정, 2019), 섬망지식(함은경,

2011), 섬망간호자신감(김문자, 2014))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최소 표

본 수는 92명이었으며, 이중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03명을 연구 대상

자수로 선정하였다. 중간효과크기로 정한 근거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각하

는 중환자실 정신증에 대한 지식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연구 결과 r=.44(강현

진, 2005)를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11명이었으며, 응답

이 불충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109부를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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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진행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한 자

(2) 중환자실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간호사

발령시점부터 6개월까지의 간호사는 부서와 근무형태별 직무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역할과 직무

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호소한다(박현정, 2015)는 결과를 바

탕으로 중환자실 경력이 6개월 미만의 간호사는 중환자실이라는 환경

을 탐색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3) 섬망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

2) 제외기준

(1)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신생아 및 소아는 발달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희정, 2006).

(2) 간호 관리직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부서장은 직접 환자 간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은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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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대상자 특성으로 구

성되며 도구 개발자의 사용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2.3.1 섬망지식

섬망지식은 조귀래(2001)가 개발한 것을, 박용숙(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섬망의 위험 요인 15문항, 섬망의 사정

7문항, 섬망의 증상 11문항, 섬망의 중재 14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모른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질문에 정

답 1점, 오답 또는 모른다는 0점으로 전체 맞은 개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용숙(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다.

2.3.2 섬망간호자신감

섬망간호자신감은 Akechi 등(2010)이 개발한 ‘Self-confide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SCPD)’도구를 김문자(2014)가 번역 및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섬망간호자신감 관련 항목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자신감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신감 있음’ 100점까지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최소 0점에서 최대

15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환자 간호의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김문자(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6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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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섬망스트레스

섬망스트레스는 김연태(1989)가 개발한 도구를 박용숙(2011)이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섬망과 관련된 지식, 환경, 대인

관계, 간호행위 및 업무에 대한 5가지의 영역의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

로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에 대한 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용숙(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다.

2.3.4 대상자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인구학적특성(성별, 연령, 학

력)과 직무관련특성(근무부서,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 섬망환자 간호 경

험 빈도 및 간호 지침 여부, 섬망 환자 간호 교육 여부) 총 9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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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승인

(CR319182)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

터 4월 1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해당 종합병원 간호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병동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해당 병동 파트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파트장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간호사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에게 설문지와 밀봉봉투 배부

후에 응답된 설문지를 개별로 밀봉봉투에 넣어 수거를 부탁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1주일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총 14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11부를 회수하여

설문지의 회수율은 7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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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 특성,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과 섬망스트레스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wo

sample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le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 특성,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enter)방식을 이용한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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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W시 소재 Y대학교 W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연구승인

(CR319182) 후에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

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인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대

상자의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중도탈락에 대한 설명 후, 자발적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 도중 문의사항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심의위원회의 연락처를 기

재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제공한 서류봉투에

넣고 봉인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비밀로 보장하고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속병동, 임상경력

등의 개인정보가 연구 참여자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연구자의 컴퓨

터에 보안암호를 책정하여 보관하고 연구종료 시점부터 3년 동안 보관 후 전

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 종이문서는 파쇄기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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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자료의 정규성

분포를 Kolmogorov-Smirnov로 검정한 결과, 섬망지식(Z=.067, p=.200), 섬망

간호자신감(Z=.066, p=.200), 섬망스트레스(Z=.076, p=.151) 모두 정규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대상자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남자 19명

(17.4%), 여자 90명(82.6%)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평균 30.32세±6.89로

23세에서 51세까지 범위로 나타났으며 20대 69명(63.3%), 30대 25명(22.9%),

40대 이상 15명(13.8%)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93명(85.3%),

대학원 졸업 9명(8.3%), 전문대학 졸업 7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관

련 특성에서 근무부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22명(20.2%), 외과계 중환자실 20명

(18.3%), 응급 중환자실 26명(23.9%), 외상 중환자실 24명(22.0%), 신경외과 중

환자실 17명(15.6%)이었으며, 총 임상경험 평균 경력은 84.22개월±88.62로 6개

월에서 360개월로 나타났으며 37개월 이상 72개월 이하 39명(35.8%), 73개월

이상 31명(28.4%),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24명(22.0%), 12개월 이하 15명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평균 경력은 46.86개월±38.29로 6개월에

서 180개월로 나타났으며 37개월 이상 72개월 이하 40명(36.7%),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33명(30.3%), 12개월 이하 20명(18.3%), 73개월 이상 16명(1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섬망 경험의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39명(35.8%), 일주일

에 2-3회 39명(35.8%), 일주일에 4-5회 22명(20.2%), 한 달에 한번 9명(8.3%)



- 16 -

순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지에 섬망 환자 간호 지침 여부는 지침이 있는 경우

가 56명(51.4%), 없는 경우가 53명(48.6%)이었다.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

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하여는 없는 경우가 27명(24.8%), 있는 경우가 82명

(75.2%)로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병원 자체 교육 36명

(33.0%), 학과교육과정 32명(29.4%), 병동 자체 교육 18명(16.5%), 보수교육 15

명(13.8%), 인터넷 15명(13.8%), 메스컴(TV, 신문 등) 1명(0.9%)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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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 특성

(N=109)
변수 범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19 (17.4)
여성 90 (82.6)

연령 20~29 69 (63.3) 30.32±6.89
30~39 25 (22.9)
≥40 15 (13.8)

최종 학력 전문대학 졸업 7 ( 6.4)
대학교 졸업 93 (85.3)
대학원 졸업 9 ( 8.3)

근무부서 내과계 중환자실 22 (20.2)
외과계 중환자실 20 (18.3)
응급 중환자실 26 (23.9)
외상 중환자실 24 (22.0)
신경외과 중환자실 17 (15.6)

총 임상경력(개월) 12≤ 15 (13.8) 84.22±88.62
13~36 24 (22.0)
37~72 39 (35.8)
≥73 31 (28.4)

중환자실 경력(개월) 12≤ 20 (18.3) 46.86±38.29
13~36 33 (30.3)
37~72 40 (36.7)
≥73 16 (14.7)

섬망 경험 빈도 한 달에 한번 9 ( 8.3)
일주일에 한번 39 (35.8)
일주일에 2-3회 39 (35.8)
일주일에 4-5회 22 (20.2)

섬망간호 지침 여부 유 56 (51.4)
무 53 (48.6)

섬망간호 교육 여부 아니오 27 (24.8)
예 82 (75.2)

섬망간호교육방법 학과교육과정 32 (29.4)
(‘예’인 사람만 중복 응답) 보수교육 15 (13.8)

병원 자체 교육 36 (33.0)
병동 자체 교육 18 (16.5)
메스컴(TV, 신문 등) 1 ( 0.9)
인터넷 1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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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정도는 <표 2>와 같다.

섬망지식 정도는 100점 기준으로 64.22±10.0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위험요인지식은 55.90±19.39점, 중재지식은 56.75±12.93점, 사정지식은

72.21±13.02점으로 증상에 대한 지식이 79.98±10.9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사정지식, 중재지식, 위험요인지식 순이었다.

섬망지식에 대한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위험요인

지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섬망은 주위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로 평균 88.99±31.44점으로, ‘섬망은 질병상태가 위중할수록 많이 발생한다’가

평균 24.77±43.37점, ‘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가 평균 23.85±42.82점으로 가장 낮았다. 증상지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섬망이 발생하면 자신의 몸에 부착된 기구를 뽑을 수 있다’로 평균

100.00±0.00점으로 모두 정답을 응답하였으며, ‘느린 말투나 움직임, 기면 등은

섬망의 증상이다’가 평균 21.10±40.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정지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입원시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평균

99.08±9.58점과, ‘섬망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사정한다’가 평균 99.08±9.58점이었고, ‘섬망과 사망률은 관계가 있다’는

평균 20.18±40.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재지식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

은 ‘섬망의 선별 및 모니터링은 입원 시 한번만 시행하면 된다’로 평균

97.25±16.44점이었고, ‘섬망 예방 중재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

다’가 평균 11.93±32.56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섬망간호자신감정도는 100점만점에 평균평점 57.48±15.74점으로

최소값 8.67점, 최대값 94.67점이었다.

섬망간호자신감의 문항별 분석결과는 <부록 2>와 같다. 섬망간호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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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문항은 ‘환자의 가족에게 섬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평균

65.32±19.22점과 ‘환자의 담당의에게 섬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평균

65.32±18.98점으로 나타났으며, ‘섬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 평균 46.97±20.84점으로 가장 자신감이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섬망관련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최소값 3점, 최대값 5점이었

고, 평균평점은 3.98±0.48점이었다.

섬망스트레스의 문항별 분석결과는 <부록 3>과 같다. 섬망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문항은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평균 4.63±0.62점과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평균 4.63±0.57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

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가 평균 3.25±0.89점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낮

게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정도

(N=109)

특성 문항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평점±표준편차

섬망지식 47 0 ~100 31.91 85.11 64.22±10.06

위험요인 15 0 ~100 13.33 93.33 55.90±19.39

증상 11 0 ~100 36.36 100.00 79.98±10.98

사정 7 0 ~100 42.86 100.00 72.21±13.02

중재 14 0 ~100 21.43 85.71 56.75±12.93

섬망간호자신감 15 0 ~100 8.67 94.67 57.48±15.74

섬망스트레스 20 1 ~ 5 3 5 3.98±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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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t=-4.40,

p=.000) 연령에 따라 섬망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F=4.05, p=.020), 사

후분석한 결과 30대가 20대보다 섬망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r=.25, p=.008), 중

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r=.22, p=.021)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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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차이
(N=109)

변수 범위 빈도
섬망스트레스

t/F/r p Scheffe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19 73.11± 6.46
-4.40 <.001

여성 90 81.00± 9.56

연령 20~29 (a) 69 77.70± 8.98

4.05 .020 a<b30~39 (b) 25 83.08± 9.75

≥40 (C) 15 82.73±10.03

최종 학력 전문대학 졸업 7 77.86± 9.62

0.28 .756대학교 졸업 93 79.58± 9.44

대학원 졸업 9 81.44±11.53

근무부서 내과계 중환자실 22 79.82± 9.74

0.34 .848

외과계 중환자실 20 78.70± 7.40

응급 중환자실 26 81.23±10.36

외상 중환자실 24 78.29± 9.76

신경외과 중환자실 17 79.88±10.72

총 임상경력(개월) 12≤ 15 75.60± 8.61

.25 .008
13~36 24 76.46± 9.72

37~72 39 80.18± 8.82

≥73 31 83.32± 9.63

중환자실경력(개월) 12≤ 20 77.35± 8.22

.22 .021
13~36 33 78.09± 9.48

37~72 40 80.25± 9.94

≥73 16 84.06± 9.48

섬망 경험 빈도 한 달에 한번 9 74.44±10.50

1.66 .180
일주일에 한번 39 79.28± 9.96

일주일에 2-3회 39 79.46± 9.53

일주일에 4-5회 22 82.64± 7.94

섬망간호 지침 여부 유 56 79.18±10.50
-0.50 .619

무 53 80.09± 8.53

섬망간호 교육 여부 아니오 27 80.78± 8.61 0.77 .472

예 82 79.24±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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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섬망지식과 섬망간호자신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32, p=.001)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간호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r=.34, p=.000)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

(N=109)

변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

r (p)

섬망지식 1.00

섬망간호자신감 .32 (.001) 1.00

섬망스트레스 .34 (<.001) .01 (.9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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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특성,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섬망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섬망지식, 섬망스트레스에 대해 대상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을 독립

변수로 하여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변수에 대한 회

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95, p=<.001).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본 연구결과에서 섬망지식(β=.30, p=.001), 성별(β=.29, p=.008)이 섬망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식이 섬망스트레스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성별

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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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

*dummy variable: 성별(남성=0, 여성=1)

(N=109)

변수 B SE β t p

섬망지식 .61 .18 .30 3.44 .001

성별* 7.37 2.73 .29 2.70 .008

연령 .30 .57 .22 0.53 .598

총 임상경력 -.01 .05 -.13 -0.31 .759

중환자실 경력 .02 .03 .07 .62 .536

R2 =.224, Adj. R2 =.186, F=5.9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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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의 관

계를 확인하고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섬망지식과

성별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섬망지식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에 대한 지식수준이 63점에서 74점 사이인(서희정, 2006; 양영

애, 2006; 장기은, 2008; 함은경, 2011) 결과에서 낮은 편이며, 요양병원 간호사

72점(양영희, 2010), 정형외과병동 간호사 72점(김미영, 은영, 2013), 종합병원

간호사 60점에서 77점(강진선, 송효정, 2019; 김지연, 이은주, 2016; 박수정,

2014; 원종임, 2011; 이경아, 2012; 이영휘 등, 2007; 최은정 등, 2011), 회복실

간호사 70점(구현주, 양진향, 2016)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섬망에 대한 증상지식 80점과 사정지식 72점이고 중재지식 57점과 위험요인지

식 56점으로 증상지식이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박향미, 2016)와 요양병원 간호사(이은영, 201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섬망에 대한 증상영역의 지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인 것과 같은 결과로 간호사들은 섬망증상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도구와 분류방식에 차이는 있었으나 다른 섬망관련 지식 연구에서도

증상에 대한 지식에 비해 중재에 대한 지식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김

미영, 은영, 2013; 박수정, 2014; 이경아, 2012; 이영휘 등, 2007) 섬망증상지식

이 섬망중재지식보다 높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섬망위험요인에 대한 지

식이 가장 낮았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중재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게 나와(이

은영, 2019; 박향미, 2016)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중환자실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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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지식은 증상에 대한 지식에 비해 위험요인이나 중재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섬망 발생을 인지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간호수행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한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위험 요인에 대한 지식부족은 섬망

의 발생을 촉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섬망의 발생으로 인해 섬망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섬망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섬망지식에서 점수가 낮았던 내용을 살펴보면 섬망증상

지식에서 ‘느린 말투나 움직임, 기면 등은 섬망 증상이다’, ‘섬망이 발생하면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등의 점수가 낮아 섬망의 증상이 불안이나 공

격적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투가 느려지거나 기면 상태를 보인다

(Zamoscik, Godbold, & Freeman, 2017)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섬망사정 지식에서 ‘섬망과 사망률이 관계가 있다’가 20점으로 섬망이

사망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간호사들이 많았으며, 위험요인에서

‘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가 점수가 낮았

는데 이는 이은영(2019)과 박향미(2016)의 연구에서도 낮았던 문항으로 중환자

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암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음(박용

숙, 2011)을 고려할 때 간호사들에게 섬망 위험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

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섬망중재 지식에서는 ‘섬망 예방중재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가 12점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

중환자실의 섬망 발생률이 80%까지 증가하고 있으므로(이현심, 2013) 중환자

실 간호사 교육에서 섬망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섬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위험요인 사정에 따

라 모든 환자에게 섬망간호를 제공해야 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

조행동이나 배회행동 조절을 위해 억제대를 적용한다’에 대해 지식이 낮았는

데 중환자실에서 억제대 사용은 섬망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유미영,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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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선, 이영주, 2008)이 되기 때문에 섬망환자에게 억제대 적용 시 주의가 필

요하므로 환자의 섬망증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섬망간호자신감이 57.48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지연,

이은주(2015)의 종합병원 간호사의 58.9점과 비슷하였으며, 도구에는 차이가

있지만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섬망간호자신감 63.8점(양영희, 2010)보

다 낮게 나타났다. 섬망간호자신감은 섬망환자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

로 해낼 수 있는 확신 정도(Akechi et al, 2010)로 섬망간호자신감이 높을수록

섬망간호수행 능력이 올라가므로(이은영, 2019) 섬망간호자신감을 높이는 방안

이 필요하다. 섬망간호자신감 문항별 분석에서 ‘섬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 가장 낮았는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박향미(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말기 암을

가진 섬망환자를 위한 간호목표를 세울 수 있다’와 ‘섬망과 정신증을 구별할

수 있다’에 대한 섬망간호자신감이 낮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증상 구별에 어

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는 5점 기준 3.98점이었으며,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79.6점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섬망스트레스

60.8점(함은경, 2011), 63.9점(서희정, 2006)보다 높았으며, 암센터 병동에 근무

하는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 점수 64.3점(박용숙, 2011),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의 섬망스트레스 점수 59.4점(김미영, 은영, 2013)보다 높았다. 그리고 중환자

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70.1점(정윤정, 2019), 73.4점(오상민, 2019)보다도

더 높아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섬망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도움

이 되기도 하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

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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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하

게 된다(윤치근, 이안생, 2009).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소진정도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높은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져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이 낮아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박상례, 2005). 따라

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환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섬망스트레스를 문항별로 보았을 때 대상자들은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

거할 때’가 4.63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몸에 부착된 배

액관이나 모니터링 선을 뽑을 때’ 87.8점으로 가장 높은 강현진(2005)의 연구

와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까봐 불안하다’ 항목이 86.0점으로 가장 높았

던 서희정(2006)의 연구, ‘환자의 침습적 장치(C-line, A-line 등)를 제거할까봐

불안하다’ 항목이 81.8점으로 가장 높았던 함은경(2011)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

로 간호사들은 섬망환자들이 갖고있는 라인이나 배액관 등을 제거할 때 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 중환자실 환자는 억제대를 경험한 환자일수록 섬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유미영 등, 2008),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침습적 장

치를 제거하지 않게 하기위해 억제대를 적용하고 이는 섬망 발생을 증가시켜

결국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다음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4.63점으로 높았는데 이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나 관 제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섬망환자가 관이나 라

인을 제거한 경우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

므로 섬망의 예방간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와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섬망

스트레스가 낮은 항목으로는 ‘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 3.25점, ‘섬

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 때’ 3.28점, ‘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

능하다고 생각할 때’ 3.30점, ‘섬망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다고 동료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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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난 받을 때’ 3.43점으로 나타나 섬망에 대한 교육이 없거나 잘 몰라

서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지각이 낮았는데, 적절한

관리에 대한 지식부족이 섬망환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지각을 높일 수 있음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여성이 남

성보다 섬망스트레스가 높았는데, 함은경(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섬

망스트레스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직무스트레

스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이병헌, 2014). 연령에서는 20대보다

30대의 섬망 스트레스가 더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허신열, 2003)와 일치하나 연령이 낮을수록 중환자

실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결과(김연태, 1989)와는 상반되어 연령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연령은 임상경력과 관련이 되어 연령

이 많을수록 임상경력이 길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중

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게 나왔다. 함은경(2011)의 연구에

서 2-5년 경력 간호사가 2년 미만 경력 간호사보다 섬망스트레스가 높게 나왔

으며, 강현진(2005)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경력 1년 이상 간호사들이 1년 미

만 간호사들보다 섬망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중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

생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이현심, 2013, 박향미, 2016) 섬망환자 간호 경

험이 많아 섬망 증상의 특성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관이나 라인

을 제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섬망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을 더 높인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단위에서는 간호사의 근무경

력이 많을수록 간호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간호역량이 증가되는 것(김명선,

2016)을 고려할 때 중환자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

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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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간호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은아(2005)의 연구와 같

은 결과로 섬망간호자신감은 섬망간호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며 간호수행

을 통해 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는 또 다시 적극적 간호 수행을 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으며(김지연, 이은주, 2016) 섬망지식 부족은 간호자신감을 낮추

기 때문에(Flagg, Cox, McDowell, Mwose, & Buelow, 2010) 간호사의 섬망간

호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섬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섬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간호사 본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심리

적 부담이 증가하며, 제한된 시간 내 많은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섬

망스트레스 지각이 높아지게 한다(정윤정, 2019). 하지만 지식은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환자를 자

극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도움이 된다(Song, & Oh,

2015).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지식수준이 64점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서희정,

2006; 양영애, 2006; 장기은, 2008; 함은경, 2011), 요양병원 간호사(양영희,

2010), 정형외과병동 간호사(김미영, 은영, 2013), 종합병원 간호사(강진선, 송

효정, 2019; 김지연, 이은주, 2016; 박수정, 2014; 원종임, 2011; 이경아, 2012;

이영휘 등, 2007; 최은정 등, 2011), 회복실 간호사(구현주, 양진향, 2016)보다

섬망지식이 약간 낮았음을 고려할 때 섬망환자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대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간호자신감이 높아져 섬

망간호자신감이 섬망간호수행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섬망간호

자신감과 섬망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없게 나타나 간호자신감과 실제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섬망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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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섬망간호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게도 하므로(박향미, 2016) 섬망간호자

신감이 섬망환자 간호수행까지 연결되므로 섬망환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도록 섬망간호자신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특성 중 섬망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과 섬망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섬망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섬망지식과 성별이 유의하였다. 섬망지식은

섬망스트레스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

이는데 머무르지 말고 섬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사정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섬망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망스트

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은 섬망증상 지식은 있으나

위험요인과 중재지식이 낮았으므로 섬망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과

섬망 발생 시에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섬

망환자가 라인이나 관 제거와 같은 불안이나 공격성의 행동을 보일 때 스트레

스를 경험하며(김신자, 2003), 라인이나 관 제거가 손상으로 이어져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데(허인숙, 2011) 이러한 일은 중환자실 간호사만

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팀 간의 협력적 중재가 필요로 되는 내용으로 섬망환자

간호에 대한 의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사들은 라인이나 관을 제

거하려는 등과 같은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섬망의 발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유미영 등, 2008) 억제대

적용은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지식과 섬망간호자신

감은 낮았으며 섬망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으며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망지식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섬망의 위험요인, 예방, 원인과 진단, 증상,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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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병동 단위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의

료팀과 협력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섬망 발생 시에 실제적인 적용방법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종합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지로 측정한 것이므로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과 섬망간호자신

감과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규명하여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증상과 섬망사

정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위험요인, 중재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을 규명하여 교육 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교육을 통

한 단순한 지식의 증가는 오히려 섬망스트레스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교육

을 계획할 때 섬망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교육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3.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스트레스가 높

았으며 간호사의 중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아 섬망환자

간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축적되어 간호사들에게 스트레스 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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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간호사들의 섬망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간호사들의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이지 않도

록 위험요인 발견 및 예방,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팀이 노력하여 병동 내에 섬망환자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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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09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질문지 조사로 시

행되었다.

측정도구는 섬망지식은 박용숙(2011)이 조귀래(2001)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 섬망간호자신감은 김문자(2014)가 Akechi 등(2010)의

‘Self-confide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SCPD)’도구를 번역 및

수정·보완한 도구, 섬망스트레스는 박용숙(2011)이 김연태(1989)가 개발한 도

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Kolmogorov-Sminov,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le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각 변수 정도는 100점 만점에 섬망지식은 평균 64.2점, 섬망

간호자신감은 평균 57.5점, 섬망스트레스는 평균 79.6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섬망스트레스는 여성

이 남성보다(t=-4.40, p=.000), 30대가 20대보다(F=4.05, p=.020) 높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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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이 높을수록(r=.25, p=.008), 중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r=.22,

p=.021) 섬망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섬망지식, 섬망간호자신감,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섬망지식

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r=.34, p=.000),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간호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r=.32, p=.001).

4)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섬망지식(β=.30, p=.001),

성별(β=.29, p=.008)로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였으며 여성이 섬망스

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망지식과 성별이 섬망스트레스를 설명

하는 설명율이 18.6%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

며,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여성간호사가 섬망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망 교육 제공 시에 여성이 80%이상으로 구성된 중

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병동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높은 섬망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교육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

자를 대상으로 섬망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위험요인 사정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섬망 발생 빈도 감소와 섬망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침 등을 의료팀과 협력적으로 마련하여 실제

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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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 지각을 높이는 요인이 아

니라 섬망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망의 위험요

인, 예방과 증상, 진단방법, 예후, 치료, 간호와 관련된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간호자신감이 섬망간호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

육 제공 및 간호단위의 섬망환자 간호체계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확인

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환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

이 높았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안에 섬망환자

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관리 부분이 포함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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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자의 섬망지식 문항별 평균

(N=109)

하 위

요인
순위 평균±표준편차

위 험

요인

섬망은 주위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88.99±31.44

섬망은 수면 상태와 관련이 없다.  83.49±37.30

섬망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관련이 없다.  80.73±39.62

섬망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79.82±40.32

섬망은 수술 여부와 관련이 없다.  72.48±44.87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섬망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다.  66.97±47.25

섬망은 항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  58.72±49.46

섬망은 병실 내 소음이 큰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57.80±49.62

섬망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구로 인한 부동 상태시 자주 발생한다.  50.46±50.23

섬망은 대사장애와 관련이 있다.  44.95±49.97

섬망은 일차적 대뇌질환(감염, 뇌졸중, 외상 등)과 관련이 있다.  40.37±49.29

섬망은 저산소혈증과 관련이 있다.  33.03±47.25

섬망은 입원 전 환자의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다.  32.11±46.91

섬망은 질병상태가 위중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24.77±43.37

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  23.85±42.82

평균평점  55.90±19.39

증상

섬망이 발생하면 자신의 몸에 부착된 기구를 뽑을 수 있다. 100.00± 0.00

섬망이 발생하면 계속 간호사를 부르거나 가만히 있지 못할 수 있

다.
 98.17±13.48

섬망은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회복될 수 없다.  95.41±21.02

섬망으로 인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94.50±22.91

섬망은 주의력/집중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91.74±27.65

섬망 증상은 변화가 심하지 않다.  91.74±27.65

섬망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88.99±31.44

섬망으로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3.49±37.30

섬망이 발생하면 주위 상황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82.57±38.11

섬망이 발생하면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32.11±46.91

느린 말투나 움직임, 기면 등은 섬망의 증상이다.  21.10±40.99

평균평점  79.98±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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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입원시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99.08± 9.58

섬망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사정한다.
 99.08± 9.58

섬망 발생으로 병원 재원일수가 증가되지 않는다.  90.83±29.00

뇌 자기공명영상은 섬망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87.16±33.61

CAM(Confusion Assessment Scale)은 섬망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75.23±43.37

Neecham confusion scale은 섬망의 선별과 모니터링에 사용한다.  33.94±47.57

섬망과 사망률은 관계가 있다.  20.18±40.32

평균평점  72.21±13.02

중재

섬망의 선별 및 모니터링은 입원 시 한번만 시행하면 된다.  97.25±16.44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89.91±30.26

시계나 달력같은 도구는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81.65±38.89

개별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춘 간호중재로 섬망을 예방할 수 있다.  77.06±42.24

섬망환자에게 충분한 수분공급으로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77.06±42.24

인지자극을 위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간호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66.97±47.25

수면촉진을 위해 진정-수면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한다.  60.55±49.10

할로페리돌은 섬망 치료에 사용하는 일차선택약이다.  51.38±50.21

환자가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지적하여 고쳐 주어야 

한다.
 46.79±50.13

섬망환자에게 요정체의 경우 유치도뇨를 장기간 유지한다.  37.61±48.67

항콜린성 약을 사용하여 섬망을 치료한다.  37.61±48.67

섬망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의 조절을 위해 PRN 진통제 처

방을 한다.
 34.86±47.87

초조행동이나 배회행동 조절을 위해 억제대를 적용한다.  23.85±42.82

섬망 예방중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

다.
 11.93±32.56

평균평점  56.7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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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의 섬망간호자신감 문항별 평균

(N=109)

순위 평균±표준편차

환자의 가족에게 섬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5.32±19.22

환자의 담당의에게 섬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5.32±18.98

섬망 환자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61.93±18.38

약물 치료를 받는 섬망 환자를 올바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61.01±19.95

섬망을 조기발견 할 수 있다. 60.83±19.63

섬망 환자를 위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60.09±19.17

섬망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9.08±19.13

수술 후 섬망환자를 위한 간호목표를 세울 수 있다. 58.35±20.11

섬망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7.98±20.36

섬망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다. 55.23±22.34

섬망과 치매를 구별할 수 있다. 54.22±22.17

섬망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52.29±19.66

말기암을 가진 환자의 섬망 환자를 위한 간호목표를 세울 수 있다. 51.83±20.24

섬망과 정신증을 구별할 수 있다. 51.74±21.81

섬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6.97±20.84

평균 57.48±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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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 문항별 평균

(N=109)

순위 평균±표준편차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4.63±0.62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4.63±0.57

환자의 괴성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4.50±0.62

섬망 환자가 불안정하여 협조가 안 될 때 4.48±0.59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4.48±0.63

섬망 환자에 의한 소음이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될 때 4.33±0.75

간호사로서 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4.19±0.73

근무 중 섬망환자가 상해를 입을까봐 걱정될 때 4.15±0.72

의사가 섬망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킬 때 4.09±0.98

섬망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4.06±0.81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하여 보호자가 불신임하거나 불평할 때 4.04±0.86

섬망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4.03±0.74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3.88±0.86

간호사 자신이 섬망 환자로부터 상해를 입을까봐 불안할 때 3.86±1.01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3.55±0.86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3.45±0.89

섬망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다고 동료나 상사로부터 비난 받을 때 3.43±1.13

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3.30±1.03

섬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 때 3.28±0.90

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 3.25±0.89

평균 3.9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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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 김미향입니다. 본 연

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으로 중환자실간호사의 섬

망관련 지식, 간호자신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 참여에 있어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충분히 읽어보신 후 연구가 이루어지는 목적과 진행되는 방법

에 대해 이해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시는 분에게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것입니

다.

1. 연구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간호자신감 및 스트레스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의료진으로 섬망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 정확한 사정에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목적으로 시행되며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섬망에 관한 지식, 간호자신감이 섬망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

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섬망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임상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섬망환자를 경험한 본원 중환자실 간호

사 103명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으로 총 1회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9문항, 섬망관련 지식 47문항, 섬망관련

간호자신감 15문항, 섬망관련 스트레스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 설문지

조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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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참여 기간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내 1회 설문지조사로 20분 내외로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

입니다.

6.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본 연구 참여는 자율적인 결정입니다. 연구 참여 이후 언제든지 연구 도중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연구 부작용 및 위험요소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성은 없으나 설문지 작성 시 시간적 할애나

약간의 심적 부담감 등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감으로 인해 고통을 느

낀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본 연구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중

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간호자신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섬망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스트레

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9.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 참여 도중 설문에 응답을 중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 대상자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성별, 근무부서, 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 및 간호 지침 유무, 섬망 환자 간호 교육 유무, 섬망관련 지식, 섬망관련

간호자신감, 섬망관련 스트레스) 위의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모든 수집된 자료는 코

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결과는

학회지나 학회 등에서 보고 될 경우에라도 귀하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자 외 누구도 열

람 할 수 없도록 연구자만 알 수 있는 컴퓨터에 보완암호를 책정하여 보관하고 잠

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3년(법정의무보관기간)동안 보관 후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 종이문서는 파쇄기를 통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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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문의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도중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구담당자 : 김미향

전화번호 : 010-XXXX-XXXX

이메일 : rlaalgidXX@naver.com

또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전
화번호033-741-XXXX)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2.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및 비용

본 연구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03.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생

김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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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간호자신감 및 스트레스

l 본인은 연구의 설명문을 제공받고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l 본인은 연구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득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l 본인은 연구를 통해 수집된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l 본인은 본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l 본인은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결정이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l 본인은 설문지에 수집된 내용이 비밀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l 본인의 동의서 서명이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년 월 일

연구 담당자 성명 (서명) 날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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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도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원주)에서 석사학위 과정 중인 간호사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간호자신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섬망에 대한 스트레

스를 경감시키고자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참여대상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진행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

(2) 중환자실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간호사

(3) 섬망환자 경험이 있는 간호사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항에 표시해주시기 바라며, 설문지 작성은 각

병동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참여횟수는 1회,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릴 것이며, 연구 참

여 시 감사의 뜻으로 답례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답례품은 설문지 작성 후에 1개씩 가져가

시면 됩니다.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

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

니다.

본 설문지에 작성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써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학술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권

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전화번호033-741-XXXX)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담당자 : 김미향

전화번호 : 010-XXXX-XXXX

이메일 : rlaalgidXX@naver.com

지도교수 : 허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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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

※ 다음 각 문항의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남자 ⓶ 여자

3. 귀하의 근무 부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⓵ 내과계 중환자실 ⓶ 외과계 중환자실

⓷ 응급 중환자실 ⓸ 외상 중환자실

⓹ 신경외과 중환자실

4.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전문대학 졸업 ⓶ 대학교 졸업 ⓷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5. 귀하의 현재까지 총 임상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6. 중환자실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7. 근무 중 섬망 환자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⓵ 한 달에 한번 ⓶ 일주일에 한번

⓷ 일주일에 2-3회 ⓸ 일주일에 4-5회

8. 현 근무지에 섬망 환자 간호 지침이 있습니까? ⓵ 예 ⓶ 아니오

9.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 가능)

⓵ 학과과정 ⓶ 보수교육 ⓷ 병원 자체 교육

⓸ 병동 자체 교육 ⓹ 메스컴(TV, 신문 등)

⓺ 인터넷 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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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섬망간호자신감

※ 다음은 섬망 환자 간호수행의 자신감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에 O표 해주십시오.

(100점: 매우 자신감 있음, 0점: 전혀 자신감 없음)

1. 섬망을 조기발견을 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 섬망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섬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 섬망과 치매를 구별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5. 섬망과 정신증을 구별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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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망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 환자의 가족에게 섬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8. 환자의 담당의에게 섬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9. 섬망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섬망 환자를 위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 섬망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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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섬망 환자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3. 약물 치료를 받는 섬망 환자를 올바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4. 수술 후 섬망 환자를 위한 간호목표를 세울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 말기암을 가진 환자의 섬망 환자를 위한 간호목표를 세울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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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섬망스트레스

※ 다음은 섬망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 상황에 대해 귀하

가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섬망 환자가 불안정하여 협조가 안 될 때 ① ② ③ ④ ⑤

2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하여 보호자가 불신임하거

나 불평할 때
① ② ③ ④ ⑤

3
의사가 섬망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시

킬 때
① ② ③ ④ ⑤

4
간호사로서 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

계를 느낄 때
① ② ③ ④ ⑤

5 섬망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① ② ③ ④ ⑤

6
근무 중 섬망환자가 상해를 입을까봐 걱정될

때
① ② ③ ④ ⑤

7 섬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 때 ① ② ③ ④ ⑤

8 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 ① ② ③ ④ ⑤

9
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① ② ③ ④ ⑤

10
섬망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다고 동료나 상

사로부터 비난 받을 때
① ② ③ ④ ⑤

11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① ② ③ ④ ⑤

12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① ② ③ ④ ⑤

13 섬망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① ② ③ ④ ⑤

14 환자의 괴성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① ② ③ ④ ⑤

15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① ② ③ ④ ⑤

16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① ② ③ ④ ⑤

17
섬망 환자에 의한 소음이 다른 환자들에게 영

향을 끼칠까봐 걱정될 때
① ② ③ ④ ⑤

18
간호사 자신이 섬망 환자로부터 상해를 입을까

봐 불안할 때
① ② ③ ④ ⑤

19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① ② ③ ④ ⑤

20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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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섬망지식

※ 다음의 문항은 섬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예

아

니

오

모

른

다

1 섬망의 선별 및 모니터링은 입원 시 한번만 시행하면 된다.

2 섬망은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회복될 수 없다.

3 섬망 발생으로 병원 재원일수가 증가되지 않는다.

4 섬망으로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5 섬망은 주의력/집중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6 섬망으로 인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7 섬망이 발생하면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8 섬망이 발생하면 계속 간호사를 부르거나 가만히 있지 못할 수 있다.

9 입원시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10 섬망환자에게 요정체의 경우 유치도뇨를 장기간 유지한다.

11 섬망이 발생하면 자신의 몸에 부착된 기구를 뽑을 수 있다.

12 섬망이 발생하면 주위 상황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13 섬망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14 섬망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사정한다.

15 섬망은 질병상태가 위중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16 섬망은 입원 전 환자의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다.

17 섬망환자에게 충분한 수분공급으로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18 섬망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의 조절을 위해 PRN 진통제 처방을 한다.

19 섬망은 항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

20 섬망은 수술 여부와 관련이 없다.

21 섬망은 수면 상태와 관련이 없다.

22 인지자극을 위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간호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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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섬망은 병실 내 소음이 큰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24 섬망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구로 인한 부동 상태시 자주 발생한다.

25 섬망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26 Neecham confusion scale은 섬망의 선별과 모니터링에 사용한다.

27 섬망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관련이 없다.

28 개별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춘 간호중재로 섬망을 예방할 수 있다.

29 환자가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지적하여 고쳐 주어야 한다.

30 초조행동이나 배회행동 조절을 위해 억제대를 적용한다.

31 Brain MRI는 섬망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32 느린 말투나 움직임, 기면 등은 섬망의 증상이다.

33 섬망은 일차적 대뇌질환(감염, 뇌졸중, 외상 등)과 관련이 있다.

34 수면촉진을 위해 진정-수면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한다.

35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36 섬망은 저산소혈증과 관련이 있다.

37 섬망은 대사장애와 관련이 있다.

38 섬망 예방 중재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39 CAM(Confusion Assessment Scale)은 섬망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40 섬망과 사망률은 관계가 있다.

41 항콜린성 약을 사용하여 섬망을 치료한다.

42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섬망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다.

43 섬망은 주위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44 haloperidol은 섬망 치료에 사용하는 일차선택약이다.

45 섬망 증상은 변화가 심하지 않다.

46 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

47 시계나 달력같은 도구는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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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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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aiming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lirium-related knowledge, confidence in delirium care, and

delirium-related stress, as well as the impact on this last factor from both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the first two factors mentioned. The

study enrolled 109 nurses work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of a

general hospital in Gangwon Province. Delirium-related knowledge was

assessed using a tool developed by Cho (2001) and modified by Park

(2011); confidence in delirium care by the self-confiden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 tool developed by Akechi et al. (2010) and translated

and modified by Kim (2014); and delirium-related stress by a tool

developed by Kim (1989) and modified by Park (2011).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April 15, 2020, cod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IBM® SPSS® 25.0 for WIN to calculat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erform the Kolmogorov

–Sminov tes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key findings were:

1) From a score of 100, the means of delirium-related knowledge,

confidence in delirium care, and mean delirium-related stress were 64.2,

57.5, and 79.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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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higher levels of

delirium-related stress were experienced by women more than men (t=

–4.40, p=.000), nurses in their 30s rather than their 20s (F=4.05,

p=.020), with longer clinical careers (r=.25, p=.008), and longer ICU

careers (r=.22, p=.021).

3)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rium-related knowledge,

confidence in delirium care, and delirium-related stress, as knowledge

increased, so did stress (r=.34, p=.000) and confidence (r=.32, p=.001).

4) Predictors of delirium-related stress were delirium-related knowledge (β

=.30, p=.001), and gender (β=.29, p=.008); stress increased with greater

knowledge and among women. These predictors explained 18.6% of the

variance in delirium-related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show that delirium-related stress

increases among ICU nurses with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symptoms and assessment of delirium but little about risk factors and

intervention. Consequently, they struggle to provide preventive care or

administer appropriate interventions on the onset of dementia symptoms. It

can be concluded that ICU nurses need not only accurate and systematic

education on the risk factors, prevention, symptoms, diagnostic methods,

prognosis, treatment, and care of patients with delirium but also relevant

strategies to manage stressful situations related to delirium care in the

ICU.

Keywords: delirium-related knowledge, confidence in delirium care,
delirium-related stress, ICU n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