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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및 섬망스트레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섬망지식, 공감역량 및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로 섬망지식은 박용숙(2011)

이 조귀래(2001)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공감역량은 이영진과 서문경애

(2016)가 이영진(2014)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섬망스트레스는 박용숙

(2011)이 김연태(1989)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왜도, 첨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각 변수 정도 중 섬망지식은 100점 만점에 평균68.86점, 공감역량

  은 85점 만점에 평균 62.38점, 섬망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85점으로 나

  타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섬망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

   보다(t=-4.36,p<.001), 섬망경험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한 달에 

   1~3번 경험한 사람보다(t=-2.35,p=.025)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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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r=.21,p=.017), 섬망지식의 하위요인 중 섬망위험요인 

   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r=.23,p=.007), 섬망지식과 공감

   역량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중 섬망사정지식이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았다

   (r=.19,p=.032). 

4)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33,p<.001)로 여성이 섬

   망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섬망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명율이 

   17.2%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들이 섬망증상 인지는 잘하나 섬망중재 지식이 

낮아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섬망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섬망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간호사의 판단이 섬망 예방 중재로 이어질 수 있는 섬

망간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

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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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의식수준의 변화, 사고장애, 지남력 장애, 주의력 및 기

억력 저하, 행동, 지각의 장애 등 인지기능 전반의 증상이 하루 중에도 여러번 바뀌

며 일시적이어서 회복 가능 한 특징을 가진 하나의 증후군이다(안태현 외, 2015). 중

환자실의 환자들은 생명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삽입 기구의 사용과 침습적 처치가 빈

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환자들에게 섬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있다(안지선,오주영,박재섭,김재진 & 박진영, 2019; Zaal, Devlin, Peelen & 

Slooter,  2015). 국내 병원의 환자 섬망발생률은 중환자실 27.2%, 일반병실 12.8%

(최수정 & 조용애, 2014)로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섬망간호는 중요하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 간호 시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하거나 부착된 

배액관이나 모니터링 선을 빼려는 행위를 할 때 스트레스가 높았고(김미향, 2020), 

섬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간호제공이 다른 중환자의 간호 제공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울 때 스트레스가 높았다(김혜심,김윤신,홍민희 & 김

진욱, 2015). 또한 섬망 환자는 섬망의 특성인 의식장애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과 낙

상, 자살과 같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간호사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을 지게 되므로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 간호에 심리적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높다(김

지혜, 2019).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는 섬망간호를 기피하고 적극적 간호중재보다 약

물치료로 증상조절을 하는 것을 적절한 중재로 인식하고(김정선,이수하,이승현 & 정

미선, 2019) 섬망환자 간호수행률을 낮게 한다(박성숙, 2021). 또한 간호사의 스트레

스는 사기저하와 간호 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 발휘를 방해하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을 감소시키며 간호사의 정신적 안녕 및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이직을 초래하여 병원

경영에 손실을 가져 오게 한다(이주연 & 이미향, 2019).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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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관련요인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섬망지식은 환자에게 올바른 섬망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한 선행적인 요소이다. 섬망지식은 간호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조건

으로 간호사는 섬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섬망환자에게 질 높은 섬망간호 

수행을 한다(강은경, 2016). 반면 섬망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지식은 섬망 환자간호

를 기피하게 만들고 소극적 간호를 제공하게 하며 섬망스트레스로 이어지게 한다(김

정선,이수하,이승현 & 정미선, 2019). 간호사의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

는 섬망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 써 섬망스트레스의 감소

에 도움을 주며(김지연, 2016) 섬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받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의 섬망스트레스가 낮았으며(김지혜, 2019), 회복실 간호사도 섬망간호에 대

해 교육을 받은 군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권영민, 2020). 섬망교육을 받은 간호

사들은 섬망지식, 사정의 정확도, 수행자신감이 높아지고, 섬망교육을 통해 섬망간호

지식의 향상은 섬망의 예방 및 섬망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이어진다(최은정 외, 

2011). 

  하지만 간호사의 섬망지식은 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도 보

고되고 있다(김미향, 2020; 정윤정, 2019; 김미영 & 은영; 2013, 함은경; 2011). 섬

망에 대한 지식이 높은 간호사는 섬망 간호업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업무량 증가가 예측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증가로 

인해 섬망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정윤정, 2019). 

  이 외에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서희정, 2006). 이처럼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 결과

들이 일관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지 않아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 외의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반복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공감역량은 간호사의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한다(홍민주 & 김윤화, 2016; Jang, 2013). 공감역량은 환자

에게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를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이정민 & 

염형희, 2013) 공감역량이 심리적 소진을 낮추어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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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김현옥, 2014).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 환자를 간

호할 때 환자의 섬망 증상에 공감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섬망스트레스를 받는다(서희정, 2006). 간호사가 환자를 이

해하는 공감역량이 높아질수록 환자를 간호하면서 예측가능 하지 못한 상황이나 스트

레스 상황에서 긴장감을 감소시키거나 약화 될 수 있는 개인의 조절능력이 높아진다

(이주연 & 이미향, 2019).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는 성별(김미향,2020), 연령, 학력(서희정, 2006), 총 임상

경력, 중환자실경력(강현진, 2005)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허인숙, 2011), 간호 지

침 여부, 섬망 간호 교육 경험(정윤정, 2019)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간호사의 섬망지식과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세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

으로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의 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섬망지식, 

공감역량, 일반적 특성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섬망 환자 간호 시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섬망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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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섬망지식과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5 -

1.3 용어의 정의

  1) 섬망지식

     

     이론적 정의 :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

                   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국립국어원, 2021). 섬망지식은 섬

                   망의 위험요인, 사정, 증상, 중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거나 이해

                   한 섬망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박용숙, 2011).

      조작적 정의 : 섬망지식은 조귀래(2001)가 간호사들의 섬망지식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한‘중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도구’를 박용숙

                    (2011)이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2) 공감역량

  

       이론적 정의 : 공감역량이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어려움

                     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의 기술 및 능력을 말한다(이영

                     진, 2014).

       조작적 정의 : 이영진(2014)이 간호사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공감역

                     량도구(Compassion Competence Scale)를 이영진과 서문경애

                     (2016)가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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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섬망스트레스 

         

         이론적 정의 : 스트레스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안녕을 위협하는 상태로 개인에 의해 평가

                       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섬망스트레스란 섬

                       망 환자를 간호할 때 간호사가 느끼는 위협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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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숙(2011)이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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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

하고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

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근접 모

집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맞는 대상자 134명을 편의표집하

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3.1.9.4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

로 효과크기(f2)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0, 예측요인 5개(섬망지

식, 공감역량, 중환자실 경력,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 섬망환자 간호 교육 유무)

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최소 표본 수는 116명이었으며, 이중 탈락률 20%를 고

려하여 총 148명을 연구 대상자수로 선정하였다. 중간효과크기로 정한 근거는 중환자

실 간호사의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r=.34(김미향, 

2020)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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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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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동의한 자

  (2) 중환자실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간호사 

      간호사는 발령 받고 첫 5~6개월 동안 자신의 직무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지 못한다(한상숙,손인순 & 김남은, 2009)는 선행

      문헌에 근거하여 중환자실 경력이 6개월이상인 간호사를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3) 섬망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

 2) 제외기준

   

  (1)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신생아는 발달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으로 섬망 진단이 어렵다

      (서희정, 2006).

  (2) 간호관리직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관리자는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은영, 2019).



- 9 -

2.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로 구성되며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하여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2.3.1 섬망지식

  섬망지식은 조귀래가(2001)가 간호사들의 섬망지식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한 ‘중

환자실증후군에 대한 지식 도구’를 박용숙(2011)이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7문항으로 섬망의 위험 요인 15문항, 섬

망의 사정 7문항, 섬망의 증상 11문항, 섬망의 중재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예’,‘아니오’‘모른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질문에 정답 1점, 

오답 또는 모른다는 0점으로 전체 맞은 개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소 0점에서 최

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박용숙(2011)은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

었다.

2.3.2 공감역량

  공감역량은 이영진(2014)이 간호사의 공감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공감역량도

구(Compassion Competence Scale)를 이영진과 서문경애(2016)가 문헌고찰을 통해 수

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소통력 8문항, 민감성 5문

항, 통찰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소 17에서 최대 8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

호사의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영진과 서문경애(2016)는 

Cronbach’s α=.91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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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섬망스트레스

 

  섬망스트레스는 김연태(1989)가 섬망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박용숙

(2011)이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섬망과 관련된 지식, 환경, 대인관계, 간호행위 및 업무에 대한 5가지 영

역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섬망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박용숙

(2011)은 신뢰도 Cronbach’s α=.88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였

다.

2.3.4 대상자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인구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 학력과 

직무관련 요소인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경력(강현진, 2005),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

도(허인숙, 2011), 간호 지침 여부, 섬망 간호 교육 경험(정윤정, 2019) 총 8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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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W시 소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IRB)에서 승인(CR320185)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 29일

부터 4월 12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해당 종합병원 간호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병동(내과중환

자실, 외과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 신경외과중환자실)에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해당 병동 파트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간호사에게 연구목적, 설문작성 시 주의사항 및 소요시간, 비밀보장 등

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에게 설문지와 밀봉봉투 배부 후 설문

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고 응답 완료한 설문지를 준비된 장소에 놓도록 하여 1주일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20분정도 소요되며, 총 148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여, 135부를 회수하여 설문지의 회수율은 91%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1부를 제외하여 134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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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여 코딩한 후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 첨도 척도로 분석하였다.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line(2005)이 제시한 왜도값, 첨도값으로 하였다. 

     Kline(2005)은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를 극단적인 왜도라고 

     하였고 첨도값의 절대값이 10.0보다 클 경우에 표본자료의 분포에 문제가 있다

     고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정도는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 일반적 특성,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enter)방식을 이용한 Multiple liner regression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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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W시 소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연구

승인(CR320185)을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영역의 중환자실 간호사에

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중도탈락에 

대한 설명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명 동의서에 서명

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도중 문의사항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심의위원회의 연

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제공한 서류봉투

에 봉인하여 수거하였다. 또한 설문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

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

집된 모든 자료를 비밀로 보장하고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

였으며,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입력한 정

보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안암호를 책정하여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 접근할 수 없도

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종료 시점부터 3년 동안 보관 후 전자문서는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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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정은 

본 연구 대상자가 134명으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한 변수당 30명이상이면 정규성(박지

영 외, 2018)을 이룬다는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자 수가 90명이상 되므로 정규성을 충족한

다고 생각하여 Kline(2005)이 제시한 왜도와 첨도로 정규성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분포 검정결과는 섬망지식(왜도=-.483, 첨도=1.136), 공감역량(왜도=-.440, 첨도

=-.681), 섬망스트레스(왜도=.092, 첨도=-.387)으로 왜도값이 3.0보다 작고 첨도값이 

10.0보다 작아 정규성 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3.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및 근무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남자 

25명(18.7%), 여자 109명(8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20대 71명(53.0%), 30대 42

명(31.3%), 40대 17명(12.7%), 50대 4명(3.0%)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10명(82.1%), 대학원 졸업 14명(10.4%), 전문대 졸업 10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

무특성에서 총 임상경험 평균 경력은 86.20±94.95개월이고 범위는 6개월에서 360개월이

며, 분포는 73개월 이상 43명(32.1%), 37개월이상 72개월이하 42명(31.3%), 12개월 이하 

25명(18.7%), 13개월이상 36개월이하 24명(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평균 경

력은 43.72±36.71개월이며 분포는 6개월에서 180개월이다. 범위는 37개월이상 72개월이

하 44명(32.8%), 12개월이하 36명(26.9%), 13개월이상 36개월이하 32명(23.9%), 73개월이

상 22명(16.4%)의 순이었다. 섬망 경험의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119명(88.8%), 한 

달에 1번~3번 15명(11.2%)이며, 현 근무지의 섬망 간호 지침 여부는‘있다’가 68명

(50.75%), ‘없다’가 66명(49.3%)이었다. 섬망 환자 간호 교육 경험이‘있다’가 94명

(70.1%), ‘없다가 40명(29.9%)이었다. 섬망 환자 간호 교육 방법은 병원 자체 교육 49명

(36.6%), 학과 교육과정 40명(29.9%), 보수교육 31명(23.1%), 인터넷 20명(14.9%), 병동 

자체 교육 18명(13.4%), 메스컴(TV,신문 등) 3명(2.2%)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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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빈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25 (18.7)

여자 109 (81.3)

연령 20대  71 (53.0)

30대  42 (31.3)

40대  17 (12.7)

50대  14  ( 3.0)

최종학력 전문대 졸업  10  ( 7.5)

대학교 졸업 110 (82.1)

대학원 졸업  14 (10.4)

총 임상경력(개월) 12≤  25  (18.7) 86.20±94.95

13~36  24 (17.9)

37~72  42 (31.3)

≥73  43 (32.1)

중환자실경력(개월) 12≤  36 (26.9) 43.72±36.71

13~36  32 (23.9)

37~72  44 (32.8)

≥73  22 (16.4)

섬망 경험 빈도 한 달에 1~3번  15 (11.2)

일주일에 한번 이상 119 (88.8)

섬망간호 지침 여부 유  68 (50.7)

무  66 (49.3)

섬망간호 교육 여부 유  94 (70.1)

무  40 (29.9)

섬망간호교육방법

(‘예’인 사람만 중복 응답)

학과교육과정  40 (29.9)

보수교육  31 (23.1)

병원 자체 교육  49 (36.6)

병동 자체 교육  18 (13.4)

메스컴(TV, 신문 등)   3  ( 2.2)

인터넷  20 (14.9)

<표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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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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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00점 기준으로 평균 68.86±11.14점이었으며, 최소값 31.91점, 최대값 91.49점이

었다. 하위 영역별로 증상지식 83.04±10.85점, 사정지식 77.08±16.15점, 위험요인

지식 63.33±20.79점, 중재지식  59.65±13.32점으로 증상지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사정지식, 위험요인지식, 중재지식 순이었다. 섬망지식에 대한 문항별 분석결과

는 <부록 1>과 같다.

  섬망위험요인 지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섬망은 주위 환경의 변화와 관

련이 없다.’로 평균 91.79±27.55점이고 반면‘섬망은 질병상태가 위중할수록 많이 

발생한다.’평균 30.60±46.25점,‘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평균 29.85±45.93점으로 낮았다. 섬망증상지식에서‘섬망이 발생하면 자

신의 몸에 부착된 기구를 뽑을 수 있다.’ 평균 99.25±8.64점으로 가장 높고 ‘섬망

이 발생하면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평균 31.34±46.56점으로 가장 낮았

다. 섬망사정지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입원시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

해야 한다.’가 평균 98.51±12.17점이며 ‘섬망과 사망률은 관계가 있다.’가 평균 

35.82±48.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섬망중재지식에서는‘섬망의 선별 및 모니터링은 

입원 시 한번만 시행하면 된다.’가 평균 97.01±17.08점으로 가장 높고 ‘섬망 예방 

중재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가 평균 14.18±35.01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간에 점수 차이는 82.83점으로 컸다.

  대상자의 공감역량 정도는 85점기준으로 평균 62.38±6.04점이었으며, 최소값 

49.00점, 최대값 74.00점이었다. 공감역량의 문항별 분석결과는 <부록 2>와 같다. 공

감역량의 소통력 항목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나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평균 65.08±8.47점과‘나는 대상자를 격려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다.’평균 65.08±8.21점이었고‘나는‘대인관계능력(환자, 동료 등)’을 향상시

키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다.’평균 55.95±12.48점으로 가장 낮았다. 민감성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나는 대상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평균 67.62±9.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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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문항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 평점

섬망지식 47 0~100 31.91 91.49 68.86±11.14 0.68±.46

  위험요인 15 0~100 6.67 100.00 63.33±20.79 0.63±.48

  증상    11 0~100  18.18 100.00 83.04±10.85 0.83±.40

  사정 7 0~100 28.57 100.00 77.08±16.15 0.77±.42

  중재 14 0~100 28.57 92.86 59.65±13.32 0.59±.50

공감역량 17 1~85 49.00 74.00 62.38±6.04 3.68±0.38

  소통력 8 1~40 18.00 37.00 29.34±3.11 3.67±0.39

  민감성 5 1~25 14.00 25.00 19.19±2.32 3.84±0.46

  통찰력 4 5~20  9.00 18.00 14.08±2.05 3.52±0.51

섬망스트레스 20 1~100 56.00 98.00 76.85±9.06 3.84±0.45

이었고‘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대한 편이다.’평균 63.31±11.48점으로 가장 낮은 

문항이었다. 통찰력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지장 받

지 않고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평균 60.01±11.17점이었고‘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

해 대상자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평균 59.75±11.17점,‘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한다.’평균 59.75±10.78점으로 낮았다.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 정도는 100점기준으로 평균 76.85±9.06점이었으며, 최소값 

56.00점, 최대값 98.00점이었다. 섬망스트레스의 문항별 분석결과 <부록 3>‘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가 평균 90.90±13.57점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간호사를 위한 섬망교육이 없을 때’가 평균 60.75±15.78점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정도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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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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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4.36,p=<.001), 섬망 

경험을 한 달에 1~3번하는 경우 일주일에 한번하는 경우에 비해 섬망스트레스가 유의

하게 높았다(t=-2.35,p=.025). 그 외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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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빈도
섬망스트레스

t/F p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25 70.16±5.07 -4.36 <.001

여자 109 78.39±9.10

연령 20대  71 76.30±8.89 1.22 .307

30대  42 76.07±9.76

40대  17 80.47±7.12

50대  4 79.50±11.33

최종학력 전문대 졸업  10 74.40±14.41 2.54 .082

대학교 졸업 110 76.45±8.63

대학원 졸업  14 81.71±6.40

총 임상경력

(개월)

12≤  25 75.16±7.72 2.28 .082

13~36  24 78.21±8.00

37~72  42 74.69±9.54

≥73  43 79.19±9.45

중환자실 

경력

(개월)

12≤  36 75.67±7.37 1.23 .301

13~36  32 77.16±8.89

37~72  44 76.02±9.49

≥73  22 80.00±10.70

섬망 경험 

빈도
한 달에 1~3번  15 73.73±4.71 -2.35 .025

일주일에 한번 이상 119 77.24±9.41

섬망간호 

지침 여부
유  68 76.62±9.13  -.30 .764

무  66 77.09±9.06

섬망간호 

교육 여부

유 106 76.80±9.24  .12 .904

무  28 77.04±8.53

<표 3>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차이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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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r (p)  

 섬망지식 1.00     .11(.204)    .21(.017)

  섬망위험요인     .11(.196)    .23(.007)*

  섬망사정     .19(.032)*    .16(.072)

  섬망증상     .03(.776)    .06(.500)

  섬망중재    -.01(.940)    .06(.530)

 공감역량 1.00         .14(.105)

 섬망스트레스 1.00

3.4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21,p=.017), 섬망지식 하위요인과 섬망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섬

망위험요인과 섬망스트레스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3,p=.007).

공감역량과 섬망스트레스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섬망지식과 공감역

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나 섬망지식 하위요인과 공감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섬망사정과 공감역량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9,p=.032).

<표 4>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의 간의 관계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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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β t p

(상수) 61.27 8.20 -  7.48 <.001

성별 * 7.61 1.90   .33 4.04 <.001

섬망경험빈도 * 3.00 2.31   .11   1.30 .197 

섬망지식 0.10 0.07   .13  1.56 .122 

공감역량 0.16 0.12   .11  1.41 .160 

F=6.69, p<.001, R²=.172

*Dummy variable:성별(남성=0,여성=1), 섬망경험빈도 (한달에 1~3번=0,일주일에 한번 이상=1)

3.5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섬망스

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섬망간호경험빈도를 포함한 섬망지식, 공감역량

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변수에 대한 회

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9, p<.001).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은 성별(t=4.04, p<.001)이 β값이 .33으로 섬망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의 설명력은 17.2%이다.

<표 5>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

                                                                        (N=134)



- 22 -

3.6 추가 분석: 성별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문항별 차이 

  대상자의 성별, 섬망 경험,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

석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섬망스트레스의 문항별 차이를 추가

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라 섬망스트레스 정도의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섬망 환자에 의한 소음이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될 때’의 평균의 차이(d=0.83)가 가장 큰 문항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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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남자

(n=25)

여자

(n=109)
d*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섬망 환자에 의한  소음이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될 때

3.44±.71 4.27±.66 0.83 -5.30 <.001

간호사 자신이 섬망  환자로부터 상해를 입을까봐 
불안할 때

3.12±.83 3.92±.90 0.80 -4.03 <.001

환자의 괴성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3.72±.68 4.41±.67 0.69 -4.62 <.001

섬망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3.40±.71 4.09±.73 0.69 -4.39 <.001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4.04±.73 4.59±.60 0.55 -3.96 <.001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3.20±.71 3.74±.88 0.54 -3.30 0.002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3.16±.69 3.67±.86 0.51 -3.18 0.003

간호사로서 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3.68±.85 4.16±.70 0.48 -2.60 0.014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4.16±.90 4.63±.59 0.47 -2.51 0.018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3.04±.68 3.51±.87 0.47 -2.99 0.005

근무 중 섬망환자가  상해를 입을까봐 걱정될 때
3.64±.70 4.09±.75 0.45 -2.87 0.007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하여 보호자가 불신임하거 
불평할 때

3.64±.76 4.04±.77 0.40 -2.36 0.024

의사가 섬망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킬 
때

3.76±1.0 4.07±.98 0.31 -1.36 0.183

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2.88±.67 3.16±.97 0.28 -1.70 0.096

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 2.84±.80 3.08±.78 0.24 -1.33 0.179

섬망 환자가  불안정하여 협조가 안 될 때 4.12±.60 4.33±.76 0.21 -1.50 0.141

섬망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3.68±.69 3.86±.71 0.18 -1.16 0.248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4.16±.75 4.33±.65 0.17 -1.05 0.300

섬망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다고 동료나 
상사로부터 비난 받을 때

3.36±.91 3.38±1.05 0.02 -0.08 0.938

섬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 때
3.12±.67 3.06±.85 -0.06 0.42 0.679

<표 6> 성별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문항별 차이

                                                                        (N=134)

 d*:여자의 섬망스트레스 문항 점수- 남자의 섬망스트레스 문항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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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성별이 섬망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섬망지식은 100점만점에 68점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

망에 대한 지식수준이 63점에서 71점 사이인(서희정, 2006; 박수정, 2014; 정윤정, 

2019; 김미향, 2020)결과에서 중간 정도이며, 임상간호사 71점(임은정, 2021), 회복실 

간호사 85점(조지훈, 2016), 정형외과병동 간호사 72점(김미영 & 은영, 2013), 소아중

환자실 간호사 74점(임은영, 2015)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일반병실 간호사 68점(김선

주, 2014)와 비슷한 수준이였으며, 요양병원 간호사 67점(이은영, 2019)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동안 섬망지식 점수 정도를 확인 했을 때, 비슷

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섬망간호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있다. 

  섬망지식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섬망에 대한 증상지식 83점, 사정지식 77점, 위험요인

지식 63점, 중재지식 59점으로 증상지식이 가장 높았고 중재지식이 가장 낮아 증상에 

대한 지식은 섬망발생을 빨리 발견하여 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서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김미향, 2020), 임상간호사 대상(임은

정, 2021)에서도 섬망지식 영역 중 섬망증상지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것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이은영, 2019), 일반병실 간호사(김선주, 

2014) 대상연구에서는 섬망에 대한 위험요인 영역의 지식이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들에

서 섬망지식이 높은 영역은 차이가 있었으나 섬망지식이 낮은 하위영역은 섬망 중재지

식이었다. 본 연구에서 섬망중재지식 59점이였으며, 선행연구의 섬망중재지식 점수는 

일반병실 간호사 60점(김선주, 2014), 요양병원 간호사 60점(이은영, 2019),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 57점(김미향, 2020)으로 섬망중재지식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섬망지식이 낮았던 문항들은 보면, 섬망증상지식에서는‘섬망이 발생하면 과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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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억하지 못한다.’‘느린 말투나 움직임, 기면 등은 섬망의 증상이다.’였다. 이는 

간호사들의 섬망에 대한 이미지가 과활동형 섬망 증상의 특징인 ‘시끄러움’,‘흥분

상태’(김정선,이수하,이승현 & 정미선, 2019)로 인식하고 있어 저활동형 섬망증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에게 과활동형 섬망, 저

활동형 섬망, 혼합형 섬망의 증상(Kotfis,Marra & Ely,2018)에 대해 구분하여 교육해야

한다. 섬망사정지식에서는 ‘섬망과 사망률은 관계가 있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섬망과 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았다. 이는 중환자실 간

호사 대상(김미향, 2020),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이은영, 2019)와 동일하였다. 섬망위

험요인지식에서는 ‘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의 

항목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현재 고령화로 70세 이상의 암환자가 많고 암환자에게 임

종을 앞두고 암환자의 82%가 섬망을 겪는 것을(박미애 & 최은숙, 2017)을 고려할때 구

체적인 섬망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섬망중재

지식에서는‘섬망예방 중재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가 14점으로 대

상자 대부분이 섬망예방 중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았다. 섬망환자의 질환 합병증

을 줄이고 재원일수 감소로(최은정 외, 2011)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중환자실 환자

의 섬망발생률은 일반병실보다 2배이상 되므로(최수정 & 조용애, 2014)중환자실 간호사

들은 입원 환자의 섬망발생률이 높음을 인지하고 위험요인 사정을 통해 모든 환자에게 

섬망 예방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조행동이나 배회행동 조절을 위해 억

제대 적용한다’에서 지식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섬망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

이 섬망발생의 위험요인(강이슬, 2020)이되므로 섬망환자에게 억제대 적용시 주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역량 점수는 85점 만점기준 62.38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종합병원 간호사(감현아, 2019), 임상간호사(이선아, 2019)와 비슷하였으며, 병원

간호사 58점(임현화, 2018)보다 높았다. 공감역량은 환자와의 상호적인 신뢰단계를 촉

진하고 이해를 공유하는 돌봄단계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말하고(백경화, 2020) 공감역량

이 높을수록 환자들의 감정표현, 상태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김영하, 2006) 공

감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섬망증상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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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역량에서‘나는 ‘대인관계능력(환자, 동료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다’가 가장 낮았는데, 공감역량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이므로 병원에서 공감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 100점 만점 기준 76.85점으로, 중환자실 간호사

의 섬망스트레스 점수 60.8점(함은경, 2011),대학병원 병동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 점수 

59.8점(박성숙, 2021), 정형외과 병원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 점수 59.4점(김미영 & 은

영, 2013)보다 높았다.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73.8점(황정옥, 

2018; 김옥주, 2020)보다 높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73.4점(오상민, 

2019), 68.0점(안은주, 2020)보다 높아 본 연구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동기부여나 자극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높은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직무 

불만족이나 낮은 조직몰입으로 이어져 경영효율성이 감소되고 비용손실 등 조직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안은주, 2020). 

  대상자들의 섬망스트레스는‘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가 90.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김미향, 2020; 조지훈, 2016; 강현진, 2005)도 ‘섬망환자가 침

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병실에서는 

섬망환자가 관이나 라인 등을 제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하는데, 억

제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섬망 발생률 위험을 높히게 되므로 섬망환자가 혼동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섬

망환자들은 의식의 변화를 동반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

에(김지혜, 2019) 환자들이 관이나 라인 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간호사

들은 섬망 환자가 안전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 할때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하였다(김정

선,이수하,이승현 & 정미선, 2019). 그 다음은 섬망스트레스가 높은 문항은‘ 섬망 환

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가 89.70점으로 높았는데 환자에게 섬망이 발

생한 경우 간호 인력이 섬망환자간호를 위해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업무의 지연을 초

래하는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해 섬망스트레스를 높게 받는다. 이는 섬망지식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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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섬망환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섬망지식은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섬망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김지연, 2016) 중환자실 모든 환자

에게 섬망위험요인 및 증상을 파악하고 예방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상자들은‘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섬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때’,‘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대하여 상대

적으로 섬망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나 섬망지식의 부족보다는 섬망환자의 과격한 

증상과 이로 인한 업무증가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섬

망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김미향(2020)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권영민(2020)에서도 성별에 따라 성별스트레스 정도가 차이가 낮았다. 임종간호 스트레

스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높았다(박은영 & 방경숙, 

2019). 

  섬망경험빈도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섬망환자를 경

험한 간호사가 한 달에 1~3번 섬망환자를 경험한 간호사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왔는

데, 권영민(2020)의 연구에서는 각성섬망 경험빈도와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서희정(2006)의 연구에서는 섬망환자경험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 간호사가 섬망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황정옥(2018)연구에서는 가족

이나 지인의 죽음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임종

간호스트레스가 높음을 보여준다. 중환자실은 일반병실보다 섬망환자의 발생률이 높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환자 경험 빈도가 높음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

를 낮춘다는 결과(권영민,2020; 김지혜,2019; 김지연,2016)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가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섬망위험요인 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다. 

김미향(2020), 정윤정(2019)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환자의 위

험요인과 예후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져 섬망환자간호의 중요성의 인지하는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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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서 의료진과 타부서간의 갈등이 많아지고(김미영 & 은영, 2013) 지식에 따른 본

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간호제공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업무량 증가에 대한 예상이 가능

하게 되어(정윤정, 2019) 섬망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섬망지식이 간

호수행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섬망중재 지식이 낮았던 것을 고려할 때 

섬망지식이 오히려 섬망스트레스를 높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섬망환자가 발생했

을 경우 중환자실 간호사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중재 수행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의료

팀간에 협력적 중재 방향을 통해 섬망스트레스를 감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특성 중 섬망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섬망경험빈

도, 섬망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섬망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

는 성역할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김경범,이주현,이예진,

노진원 & 권영대, 2018)것과 일치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섬망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문항을 보면‘섬망 환자 간호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근무 중 섬망환자가 

상해를 입을까봐 걱정될 때’였다. 여성은 외부적인 요인에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정서

적 불안정성이 높아 비슷한 환경에 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신

체적 반응이 유의하게 높다(김현진,지익성,이선우 & 김정란, 2019). 이처럼 성별에 따

른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다르고 대처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섬망스트레스 대처 방

안을 모색할 때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대처방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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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지식과 공감역량

    과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간호교육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망증상과 섬망사정 지식

    이 위험요인, 중재에 대한 지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규명하여 섬망간

    호 교육 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섬망지식 중 섬

    망위험요인지식이 섬망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단

    순한 지식의 증가가 섬망스트레스를 높힐 수 있으므로 섬망간호교육제공 시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섬망간호가 포함된 섬망지식을 포함하여 교육

    하고 이 교육을 통해 섬망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교육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3.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섬망스트레스가 높았고 여

   성일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므로 성별에 따른 섬망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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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지식, 공감역량이 섬망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여,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34명을 대상

으로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질문지 조사로 시행되었다. 측정도구는 섬망

지식은 박용숙(2011)이 조귀래(2001)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공감역량

은 이영진과 서문경애(2016)가 이영진(2014)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섬

망스트레스는 박용숙(2011)이 김연태(1989)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왜

도, 첨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le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각 변수 정도 중 섬망지식은 100점 만점에 평균 68.9점, 공감역량  

   은 85점 만점에 평균 62.4점, 섬망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9점으로 나타

   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섬망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

   보다(t=-4.36,p<.001), 섬망경험이 일주일에 한번이상 경험한 사람이 한 달에 1~3

   번 경험한 사람보다(t=-2.35,p=.025) 높았다.



3) 대상자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섬망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았으며(r=.21,p=.017),섬망지식의 하위요인 중 섬망위험요인 

   지식이 높을수록 섬망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r=.23,p=.007), 섬망지식과 공감

   역량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중 섬망사정지식이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았다

   (r=.19,p=.032). 

4)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33,p<.001)로 여성이 섬

   망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섬망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명율이 

   17.2%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들이 섬망증상 인지는 잘하나 섬망중재 지식이 

낮아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섬망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섬망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간호사의 판단이 섬망 예방 중재로 이어질 수 있는 섬

망간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

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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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섬망지식이 섬망스트레스 지각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섬망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섬망지식 향상을 위한 전략 제공이 

   필요하다. 

2) 섬망지식과 공감역량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섬망사정지식과 

   섬망사정지식과 공감역량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두 변수간의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3)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다른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4)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으로 규명되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민감성이나 대처방법의 차이를 고려

   한 섬망스트레스 관리 중재가 필요함을 제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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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내용 평균±표준편차

위험

요인

섬망은 주위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91.79±27.55

섬망은 수면 상태와 관련이 없다. 88.81±31.65

섬망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87.31±33.41

섬망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관련이 없다. 83.58±37.18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섬망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다. 78.36±41.33

섬망은 수술 여부와 관련이 없다. 76.87±42.33

섬망은 병실 내 소음이 큰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73.88±44.09

섬망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구로 인한 부동 상태시 자주 발생한다. 73.13±44.49

섬망은 항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 58.96±49.38

섬망은 대사장애와 관련이 있다. 52.99±50.10

섬망은 일차적 대뇌질환(감염, 뇌졸중, 외상 등)과 관련이 있다. 51.49±50.17

섬망은 저산소혈증과 관련이 있다. 38.81±48.91

섬망은 입원 전 환자의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다. 33.58±47.40

섬망은 질병상태가 위중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30.60±46.25

70세 이상의 진행된 암환자가 섬망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다. 29.85±45.93

소계 63.33±22.37

증상 섬망이 발생하면 자신의 몸에 부착된 기구를 뽑을 수 있다. 99.25±8.64

섬망이 발생하면 계속 간호사를 부르거나 가만히 있지 못할 수 있다. 98.51±12.17

섬망은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회복될 수 없다. 97.76±14.85

섬망으로 인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97.76±14.85

섬망은 주의력/집중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97.01±17.08

섬망 증상은 변화가 심하지 않다. 94.78±22.33

섬망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91.04±28.66

섬망이 발생하면 주위 상황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90.30±29.71

섬망으로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79.85±40.26

느린 말투나 움직임, 기면 등은 섬망의 증상이다. 35.82±48.13

섬망이 발생하면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31.34±46.56

소계 83.04±25.10

<부록 1> 대상자의 섬망지식 문항별 평균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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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입원시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98.51±12.17

섬망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사정한다. 99.25±8.64

섬망 발생으로 병원 재원일수가 증가되지 않는다. 91.04±28.66

CAM(Confusion Assesment Scale)은 섬망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82.84±37.85

Brain MRI는 섬망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82.09±38.49

Neecham confusion scale은 섬망의 선별과 모니터링에 사용한다. 50.00±50.19

섬망과 사망률은 관계가 있다. 35.82±48.13

소계 66.79±28.90

중재 섬망의 선별 및 모니터링은 입원 시 한번만 시행하면 된다. 97.01±17.08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92.54±26.38

개별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춘 간호중재로 섬망을 예방할 수 있다. 82.09±38.49

섬망환자에게 충분한 수분공급으로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82.09±38.49

시계나 달력같은 도구는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81.34±39.10

인지자극을 위해 한명보다는 여러명의 간호사가 간호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78.36±41.33

수면촉진을 위해 진정-수면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한다. 55.97±49.83

환자가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지적하여 고쳐 주어야 한다. 54.48±49.99

haloperidol은 섬망 치료에 사용하는 일차선택약이다. 47.01±50.10

섬망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의 조절을 위해 PRN 진통제 처방을 한다. 41.79±49.51

섬망환자에게 요정체의 경우 유치도뇨를 장기간 유지한다. 41.04±49.38

항콜린성 약을 사용하여 섬망을 치료한다. 36.57±48.34

초조행동이나 배회행동 조절을 위해 억제대 적용한다. 30.60±46.25

섬망 예방 중재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14.18±35.01

소계 59.65±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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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소통력 나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65.08±8.47

나는 대상자를 격려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다. 65.08±8.21

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64.45±9.79

나는 간호를 통해 대상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주려고 노력한다. 64.32±9.17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 62.42±11.56

대상자는 나에게 질병에 관한 어렵고 힘든 감정에 대해 표현한다. 62.29±11.02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유머를 통해 대상자를 기분 좋게 한다. 59.12±11.92

나는 ‘대인관계능력(환자, 동료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다. 55.95±12.48

소계 62.34±6.61

민감성 나는 대상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67.62±9.88

나는 대상자의 말을 항상 경청한다. 66.10±10.14

나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준다. 65.72±10.59

나는 대상자의 정서적 상태변화를 잘 알 수 있다. 63.43±10.46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대한 편이다. 63.31±11.48

소계 65.23±7.89

통찰력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지장 받지 않고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 60.01±11.17

나는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해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다. 59.88±12.10

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한다. 59.75±10.78

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59.75±11.17

소계 59.85±8.72

<부록 2> 대상자의 공감역량 문항별 평균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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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1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90.90±13.57

2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89.70±13.15

3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85.97±13.44

4 섬망 환자가 불안정하여 협조가 안 될 때 85.82±14.68

5 환자의 괴성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85.67±14.43

6 섬망 환자에 의한 소음이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될 때 82.24±14.85

7 간호사로서 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81.34±14.96

8 의사가 섬망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킬 때 80.90±19.92

9 간호사 자신이 섬망 환자로부터 상해를 입을까봐 불안할 때 80.15±15.22

10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하여 보호자가 불신임하거나 불평할 때 79.25±15.59

11 섬망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79.2±15.40

12 섬망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76.57±14.20

13 근무 중 섬망환자가 상해를 입을까봐 걱정될 때 75.37±18.82

14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72.84±17.41

15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71.49±17.06

16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68.51±17.06

17 섬망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다고 동료나 상사로부터 비난 받을 때 67.46±20.47

18 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62.09±18.56

19 섬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 때 61.34±16.30

20 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 60.75±15.78

<부록 3> 대상자의 섬망스트레스 문항별 평균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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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및 섬망스트레스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허혜경교수 

이 설명문은 이 연구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 설명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어떤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지, 이 연구에 
참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하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가족이나 그 외의 사람들과 의논하셔도 됩니다. 만약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동의 의사를 동의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께서 받게 될 치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1. 임상연구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목적
 귀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써 중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섬망 발생하는 것을 처
음으로 발견하는 의료진이며 섬망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 정확한 사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과 섬망스트
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
다.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섬망지식과 섬망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공감역량을 조사하여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와의 관
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임상연구는 연구목적
으로 시행될 것이며 추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섬망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포함하여 국내 1 개 기관에서 총 
128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본원에서는 128 명의 대상자가 등록될 
것이며, 총 2주 동안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자가 2021 년 3 월 29 일 ~ 2021 년 4 월 12 일 사이의 기간 동안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의 본 임상연구 설문조사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상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연구자의 
임상연구 목적을 듣고 임상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약 20분가량 
소요되는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임상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설문작성을 2021 년 3 월 29 일 ~ 2021 년 4 월 12 일 사이의 기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부록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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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연구의 절차 및 방법 
이 임상연구에서 귀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연구담당자로부터 임상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 들은 후 이 
임상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연구담당자로부터 귀하의 설문지를 
받은 후 하단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신 이후 연구담당자가 확인 후 
연구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난 후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명 전 본 임상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구자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구자는 귀하가 설문에 응답하신 답변을 확인하고 귀하가 이 
연구에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 임상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귀하가 응답해준 답변을 바탕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귀하에게 일반적 특성 8 문항(성별, 연령, 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 간호 지침 여부, 섬망 간호 교육 경험), 
섬망지식 47 문항, 공감역량 17 문항, 섬망스트레스 20 문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한 번 참여하시게 되며 설문응답 하는데 걸리는 
총 소요시간은 약 20 분 정도입니다. 
응답 후 설문지와 밀봉봉투에 넣어 밀봉해주시고 준비된 수거함 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1 주일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할 예정입니다.

4.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 및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본 연구에서는 인체유래물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5. 임상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본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나 궁극적으로 귀하의 
참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섬망간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관련요인 및 공감역량과 섬망지식 교육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섬망지식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섬망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조직관리 강화에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임상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임상연구 참여기간 동안 한 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은 있지만, 그 외의 임상연구와 관련된 큰 불편감 및 
예상되는 위험성은 없습니다. 

7. 대체 치료 방법
본 임상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어 대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8.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비용
본 임상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됨으로 귀하께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9.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금전적 보상
귀하가 본 임상연구의 설문조사를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은 없으며 
설문완료 시 2 천원 상당의 사례품인 플라스틱 물병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귀하의 병동에 설문지 수거함 통 옆에 준비된 
사례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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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와 관련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본 임상연구의 참여로 예상되는 위험성은 없으나 설문지 작성 시 시간적 
할애나 약간의 심적 부담감 등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감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임상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귀하는 이 임상연구에 참여 하시는 동안,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임상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연구자가 알려 드리는 임상연구의 
목적과 진행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지 일정을 준수하여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지 응답 후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구자에게 
문의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임상연구 참여에서의 중도 탈락
본 임상연구의 참여는 자율적인 결정입니다. 임상연구 참여 이후 언제든지 
임상연구 도중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할 경우 중도 탈락 될 수 있으며, 중도 
탈락하신 참여자의 설문지는 확인되는 즉시 파쇄기를 통해 파쇄를 할 
것입니다. 

13.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목적은 중환자실 간
호사의 섬망지식과 섬망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귀하의 연령, 성별, 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임상경
력,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 섬망간호 지침 여부, 섬망 
환자 간호 교육 경험, 공감역량 , 섬망스트레스, 섬망지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연구 종
료 후 3 년 동안이며, 이 후 즉시 폐기 될 것 입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
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연구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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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에서 수집된 대상 개인정보의 타인* (제 3 자 또는 연구진이 본 연구 
목적 외에 2 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주까지 포함) 제공 여부와 만일 
제공한다면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이 연구에서 수집하는 위의 개인(민감)정보는 본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민감) 정보의 제공 관련한 수락 여부는 
마지막 페이지 ‘동의서’ 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4.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가 본 임상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본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임상연구 대상자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성별, 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임상경력, 섬망환자 
간호 경험 빈도, 간호 지침 여부, 섬망 환자 간호 교육 경험, 공감역량, 섬망스트
레스, 섬망지식) 임상연구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모든 수집된 자
료는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본 임상연구에서 
수집된 결과는 학회지나 학회 등에서 보고 될 경우에라도 귀하의 개인정보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
여자 외 누구도 열람 할 수 없도록 연구자만 알 수 있는 컴퓨터에 보완암호를 책
정하여 보관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3년(법정 의무보관기간)동안 보관 후 전
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 종이문서는 파쇄기를 통해 폐기됩니다. 
15.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임상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상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임상연구 참여 중 중도에 그만두기로 결정한 경우 연구자가 귀하의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이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귀하는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결정은 향후 귀하가 받게 되실 어떠한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임상연구에 계속해서 참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될 경우, 연구자는 이 정보를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에게 적시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

16. 연락처

연구에 관한 질문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가 답변을 할 것입니다. 연구기간 
중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언제라도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의문점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책임자 성명: 허혜경
연구기관 주소: 
☎033-741-**** / 연락처: 010-****-****
연구 담당자 성명: 김지혜
☎ 033-741-****/ 연락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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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로서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연구심의위원회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33-741-1702, 03, 12 



- 46 -

1.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
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아
래 두 질문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만 □에 V 표시가 필요하며, 해당
이 없다면 해당 없음 □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설명문에 기술된 목적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해당 없음            □ 예              □ 아니오
② 귀하의 개인(민감)정보가 제공될 때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해당 없음            □ 예              □ 아니오

5.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았습니다.

6.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
의합니다.

나는 위의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체크 필요) 
□ 예

※ 본 동의서는 우측 상단에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승인 직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연구대상
자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자필서명 서명일
(YYYY/MM/DD)

본인

대리인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 서명 사유: 

참관인(필요시)
참관인 서명 사유:

연구자

연구와의 관계 성명 자필서명 서 명 일
(YYYY/MM/DD)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 제목: 중환지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및 섬망스트레스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간호학과 허혜경교수

▶ 각 관계자 1명만 기입하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 본인을 포함 법정대
리인 서명 필요
※ 본 동의서는 책임연구자 또는 책임연구자의 위임을 받고 IRB에 승인받은 연구

자만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구가 삭제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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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원주)에서 석사학위 과정 중인 간호사로 중환

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공감역량 및 섬망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섬망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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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에

서 이루어질 것이며 참여횟수는 1회,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릴 것이며, 연구 참여 시 감사의 뜻

으로 답례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답례품은 설문지 작성 후에 1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

고 싶다면 언제든지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작성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써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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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질문이 있다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전화번호 033-741-170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담당자 : 김지혜

전화번호 : 010-****-****

이메일 : gyp00067@naver.com

지도교수 : 허혜경

<부록 5> 연구 도구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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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학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4. 귀하의 현재까지 총 임상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5. 귀하의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6. 근무 중 섬망 환자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① 한달에 한번    ② 일주일에 한번    ③ 일주일에 2-3번  

  ④ 일주일에 4번 이상

7. 현 근무지에 섬망 환자 간호 지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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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과과정      ② 보수교육   ③ 병원 자체 교육   ④ 병동 자체 교육

  ⑤ 메스컴( TV, 신문 등)    ⑥ 인터넷   ⑦ 없음

Ⅰ.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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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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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섬망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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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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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망은 수면 상태와 관련이 없다.

22 인지자극을 위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간호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23 섬망은 병실 내 소음이 큰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24 섬망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구로 인한 부동 상태시 자주 발생한다.

섬망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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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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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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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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2 나는 대상자를 격려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유머를 통해 대상자를 기분 좋게 한다.

4 대상자는 나에게 질병에 관한 어렵고 힘든 감정에 대해 표현한다.

5 나는 간호를 통해 대상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주려고 노력한다.

6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

7 나는 ‘대인관계능력(환자, 동료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다.

8 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9 나는 대상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10 나는 대상자의 말을 항상 경청한다.

11 나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준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대한 편이다.

13 나는 대상자의 정서적 상태변화를 잘 알 수 있다.

14 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15 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한다.

16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지장 받지 않고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

17 나는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해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다. 

Ⅲ. 공감역량

 ※ 다음은 공감역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해당 칸에 “V”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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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섬망 환자가 불안정하여 협조가 안 될 때

2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하여 보호자가 불신임하거나 불평할 때

3 의사가 섬망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킬 때

4 간호사로서 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5 섬망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6 근무 중 섬망환자가 상해를 입을까봐 걱정될 때

7 섬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를 때

8 간호사를 위한 섬망 교육이 없을 때

9 섬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10 섬망에 대한 간호를 소홀히 한다고 동료나 상사로부터 비난 받을 때

11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12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13 섬망 환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14 환자의 괴성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15 환자가 침습적 장치를 제거할 때

16 섬망 환자 간호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지연될 때

17 섬망 환자에 의한 소음이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될 때

18 간호사 자신이 섬망 환자로부터 상해를 입을까봐 불안할 때

19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20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Ⅳ. 섬망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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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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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rium knowledge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delirium stress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Kim, Ji Hy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aiming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lirium knowledge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delirium stress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s well as the impact on this last factor from both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the first two factors mentioned. The study

enrolled 134 nurses working in th intensive care unit(ICU) of a general hospital in

Gangwon Province. For measuring delirium knowledge, the tool developed by Jo

Gwi-rae(2001),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Park Yong-sook(2011) was used,

for measuring compassion competence, the tool developed by Lee Young-jin(2014),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Lee Young-jin and Seo Mun Gyeong-ae(2016)

was used, and for measuring delirium stress, the tool developed by Kim

Yeon-tae(1989),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Park Yong-sook(2011) was used.

After encoding the data collected, they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WIN 25. For data analysis, skewness, kurtosis, frequency,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r regression were carried out. Th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delirium knowledge was 68.89 points out of 100, the

average score of compassion competence was 62.38 points out of 85, and the

average score of delirium stress was 76.85 points out of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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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n analyzing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variables depending on

c h a r a c t e r i s t i c s o f t h e s u b j e c t s , f em a l e s ( t = - 4 . 3 6 , p < . 0 0 1 ) a n d

nurses(t=-2.35, p=.025), who experienced delirium more than once a week had a

higher level of stress than males and those that experienced delirium one to

three times a month.

3) In the relationship among delirium knowledge, compassion competence and

delirium stress of the subjects, a higher level of delirium knowledge was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delirium stress(r=.21, p=.017). Among the

sub-factors of delirium knowledge, a higher level of delirium risk knowledge

was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delirium stress(r=.23, p=.007), and a

higher level of delirium assessment knowledge was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compassion competence(t=.19, p=.032).

4) Gender(β=.33, p<.001) influenced delirium stress of the subjects and females

increased delirium stress. Gender explained delirium stress 17.2%.

As explained above, these study results imply that although the subjects perceived

delirium symptoms well, but they received delirium stress by failing to provide

proper interventions, because they lacked delirium intervention knowledge.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build a delirium nursing system,

which makes a nurse’s judgment on delirium risk factors lead to a delirium

prevention intervention, and for reducing delirium stress, a stress 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gender ha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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