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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 영향요인과 교육 요구도를 알아

보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과 병동 간호사 206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 달 이내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154명(74.8%)이었다.

섬망 간호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4.32±0.59점이었고, 섬망 환자 간호 시

느끼는 어려움은 5점 만점에 4.14±0.78점이었다. 섬망 교육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02±0.64점이었고 섬망 교육은 54명(26.2%)이 받았다. 또한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는 43명(20.9%)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섬망 간호 매뉴얼

은 40명(19.4%)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섬망 지식은 100점 만점에 73.10±10.89점이였고, 하위영역으로 섬망의 원인

및 위험요인은 69.50±15.13점, 섬망 증상 73.84±10.56점, 섬망 환자 관리

77.12±13.96점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3.54±0.37점, 섬망 간

호수행은 4점 만점에 2.95±0.43점이었다. 섬망 지식은 나이(F=12.790,

p<.001), 학력(t=-6.412, p<.001), 총 근무 경력(F=15.761, p<.001), 현 부서

근무 경력(F=6.506,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프리셉터십을

경험한 경우(t=-5.761, p<.001), 섬망 교육을 이수한 경우(t=-4.260, p<.001)

섬망 지식이 많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나이(F=3.432, p=.034), 학력

(t=-3.293, p=.001), 총 근무 경력(F=4.116,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섬망 간호수행은 나이(F=6.406, p=.002), 학력(t=-2.773, p=.006), 총

근무 경력(F=7.457, p=.001),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F=2.753,

p=.044), 프리셉터십을 경험한 경우(t=-3.491, p=.001)와 섬망 교육 이수 여

부(t=-2.072, p=.04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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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섬망 간호수행은 섬망 지식이 많을수록(r=.345, p<.001),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r=.403, p<.001), 섬망 간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r=.252, p<.001) 높았다.

4.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β=.335, p<.001),

섬망 지식(β=.176, p=.010),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유무(β=.175 p=.008),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 유무(β=.155, p=.029) 순이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9.3% 이다.

5. 섬망 교육 요구도는 4점 만점에 3.40±3.30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섬망 지식

영역은 3.47±0.41점, 섬망 중재 영역은 3.49±0.45점이었다. 교육방법, 빈도,

시간에 따른 선호도는 온라인 교육 153명(74.3%), 연 1회 교육 129명

(62.6%), 30분 초과-1시간 이하 108명(52.4%)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 영향 요인은 섬망

지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및 섬망 선별 도구였다. 부

서 내 섬망 관련 자원을 마련하고, 교육 요구도에 따른 교육 제공을 통해 간호사

들의 섬망 지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킨다면 섬망 간호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Key words) : 섬망 간호수행, 섬망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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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섬망(delirium)은 내과질환, 수술,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기능의 급

성 악화 상태를 의미한다(Soiza & Myint, 2019). 입원 환자의 섬망 유병률은

14-24%, 섬망 발생률은 6-56%로 추정되며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한 70세

이상 노인 환자의 45%에서 수술 후 섬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Neufeld et

al., 2013). 수술 후 발생하는 섬망에 대한 기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

술과 전신마취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말초신경내분비학적 반응이 신경염증을 일

으킨다고 하였으며 이는 섬망과 비슷한 신체행동과 생리적 변화를 유발한다고

하였다(Maldonado, 2013). 수술 후 섬망의 발생은 환자의 부정적인 예후와 연관

되며 이는 지속적인 인식 장애, 입원 기간의 증가, 비용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

래한다. 그러므로 섬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중재는 섬망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를 최소화하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Fong et al., 2009).

의료진의 섬망에 대한 지식은 섬망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급

성기 환자의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준다(Maldonado, 2013). 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 곁에 24시간 머물기 때문에 섬망 환자들의 조기 증상인 초조나 혼돈을 가

장 먼저 관찰할 수 있는 의료인이지만(Park et al., 2006), 섬망을 정확히 인지하

지 못하거나 섬망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간호 및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섬망 간호수행이란 섬망을 예방하거나 섬망 발생 시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행위를 의미하며(Cho, 2001), 섬망의 예방 및 중재에 관한 간호는 섬망의 발생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Inouye, 2006). 연구대상자 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섬망 간호에 대한 연구는 진료과를 구분하지 않은 중환자

실 간호사(Cho, 2001; Chung, 2019; Suh & Yoo, 2007)와 종합병원 간호사(Kang,

2016; Kang & Song, 2019; Kim & Lee, 2016; Lee, 2019; Lee et al., 2007; Park

& Chang, 2016)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분야별로는 정형외과 간호사(Kim &

Eun, 2013; Song, 2018), 회복실 간호사(Koo & Yang, 2016), 호스피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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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 Yeom, 2018)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외과 병동 간호사만을 대

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없었다. 특히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섬망 지식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Cho, 2001; Jang & Yeom, 2018; Kang, 2016; Kang & Song, 2019;

Kim & Eun, 2013; Kim & Lee, 2016; Koo & Yang, 2016; Park & Chang,

2016). 또한 프리셉터 역할 경험에 따라 간호사의 임상실무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Lee, 2002) 프리셉터 역할 경험과 섬망 간호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 간호 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해결방안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Sung & Eum, 2009). 또한 이

는 교육이나 경험에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 개념으로(Park &

Kim, 2009), 비판적 사고 성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와 간호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는 많았지만, 섬망

간호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아 섬망 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이 섬망 간호수행의 관련 요인인지 대상자를 확대하

여 반복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Kim et al., 2011), 이를 위해 간호사가

섬망에 대해 교육 받고 싶어 하는 주제 및 선호하는 교육 시간과 교육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섬망 교육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본 연구

에서는 섬망의 지식 영역과 중재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파

악하고 추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외과 병동 간호사들의 섬망 간호수행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섬망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섬망 간호수행 증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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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호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섬망 간

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섬망 교육 요구도를 확인

하여 간호사 교육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섬망 관련 특성에 따른 섬망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호수행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섬망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호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섬망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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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섬망 지식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

식이나 이해이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섬

망 지식이란 섬망에 대한 이해이며 섬망의 원인, 증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Lee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섬망 지식은 Demir Korkmaz 등

(2016)이 간호사의 섬망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2) 비판적 사고 성향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

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또는 바람을 말한다(Kwon et al., 2006).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은 Yoon (2004)이 간호학에서 사용하도록 개발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섬망 간호수행

섬망 발생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섬망을 예방하고, 섬망 상태를 조기에 발

견하며 섬망 환자 발생 시 치료를 위하여 수행하는 간호 행위를 말한다(Suh

& Yoo, 2007). 본 연구에서 섬망 간호수행은 Park (2011)이 암환자 섬망 가이

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발한 25문항을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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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수술 후 섬망

병동 입원 환자와 수술 환자 대상의 연구 35편을 바탕으로 시행한 메타분석

에서는 외과적 처치를 받은 이후 17-61%에서 섬망이 발생하였으며(Janssen et

al., 2019), 수술 후 섬망 발생률은 비뇨기과 수술 5.2%, 복부수술 11.0-23.0%, 혈

관수술 21.0-29.6%, 정형외과 수술 10.7-43.9% (Dasgupta & Dumbrell, 2006)였

다. 수술 후 섬망 발생은 외과적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높은 위험도의

외과적 치료’는 ‘낮은 위험도의 외과적 치료’에 비해 섬망 발생률이 높다

(Robinson & Eiseman, 2008). 외과적 위험도는 수술이나 시술의 위험도나 혈역

학적 변화에 따라 ‘Very Low Risk’ - ‘Low Risk’ - ‘Intermediate Risk’ - ‘High

Risk’ - ‘Very High Risk’ 로 분류한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health, 2020).

수술 후 섬망이 발생한 환자는 섬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보다 재원기간 중

사망률이 높았으며 재수술과 퇴원 후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입소하는 비율이 높

았다(Park & Kim, 2015). 이처럼 수술 후 섬망은 심각한 후유증과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지만 섬망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가

능성 있는 기전은 신경염증(neuroinflammation)의 증가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

콜린 활성도의 감소였다(Jin et al.,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약물적 간호 중재만으로도 수술 후 섬망 발생률이 감소

하였다. 비약물적 간호중재는 지남력 제공, 조기이상과 인지활동이 포함된 활동

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한 수술 환자의 섬망 발생률은 낮았다(Chen et al., 2011;

Colombo et al., 2012). 따라서 비약물적 간호중재를 포함하여 섬망을 예방하는

간호 수행은 수술 환자의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Park

& K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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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망 간호수행 영향요인

간호사는 섬망 간호수행을 통해 섬망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섬망을 조기에 발

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재원일, 사망률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Sendelbach & Guthrie, 2009).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섬망 관련 특성에

따라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나이가

많을수록(Kang, 2016; Kim & Eun, 2013; Kim & Lee, 2016; Lee et al., 2007;

Song, 2018), 총 경력과 현 부서 경력이 길수록(Cho, 2001; Chung, 2019; Jang &

Yeom, 2018; Kang, 2016; Kim & Eun, 2013; Kim & Lee, 2016; Lee et al.,

2007; Song, 2018) 높았으며,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Chung, 2019; Kim

& Eun, 2013; Park & Chang, 2016) 섬망 간호수행이 높았다. 섬망 관련 특성으

로는 한 달 이내 섬망 환자 간호 경험(Koo & Yang, 2016; Park & Chang,

2016)과 섬망 교육 이수 경험이 있을수록(Kim & Lee, 2016) 섬망 간호수행이 높

았다. 또한 섬망 간호가 중요하고(Koo & Yang, 2016; Park & Chang, 2016), 섬

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Park & Chang, 2016; Song, 2018) 섬망 간호

수행이 높았다.

1) 섬망 지식

간호사는 의사에 비해 환자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환자의 기분이

나 의식수준의 변화, 인지기능 상태를 관찰하여 섬망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odd et al., 2015). 그러나 섬망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은 섬망과 관련된 지식과 섬망 사정에 대한 지식 부족이었다(Nydahl et al.,

2018). 섬망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총 경력(Chung, 2019; Kim

& Eun, 2013; Lee, 2019), 학력(Jang & Yeom, 2018; Lee et al, 2007), 섬망

교육 이수 여부(Chung, 2019; Demir Korkmaz et al., 2016; Lee et al., 2007)

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섬망 지식이 많을수록 섬망 간호수행이 높았지만(Cho,

2001; Jang & Yeom, 2018; Kang, 2016; Kim & Eun, 2013; Kim & Lee,

2016; Park & Chang, 2016), 지식과 수행 간에 관련이 없는 연구도 있었다

(Kang & Song, 2019; Koo & Y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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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는 간호행위의 근거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최

선의 간호결과를 산출한다(Chang et al., 2009).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간

호사는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간호 행위에 대한 의의를 찾고, 그 과정 속에서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에 유의한 변수는 나이(Choi & Cho,

2011; Sung & Eum, 2009), 학력(Choi & Cho, 2011), 총 경력(Sung & Eum,

2009), 현 부서 경력(Choi & Cho, 2011), 근무 부서(Jung & Jung, 2011;

Sung & Eum, 2009)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

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는 임상수행능력과 의사결정능력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Choi & Cho, 2011; Jung & Jung, 2011; Lee et al.,

2020; Park & Kim, 2009; Sung & Eum, 2009). 비판적 사고 성향과 섬망 간

호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의 수는 적지만, 비판적 사고 성향은 섬망 간

호수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Song, 2018). 특히 대상자의 임상 경력과

학력에 따라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의사결정능력이

배양되었기 때문이다(Park & Kim, 2009; Park & Kwon, 2007). 하지만 빠르

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임상 상황과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정확히 수행해

야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은 간호사가 여유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

을 어렵게 하며,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보다 중점을 두게 한다(Park & Kim, 2009). 따라서 임상 현장의 간

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을 이어나가도록 환경적 지원이 필요

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섬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중재를 위해 외과 병동 간호사

의 섬망 간호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간호수행 향상 전략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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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 영향 요

인과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2,700병상 규모의 일 종합병원 외과 병동

에 근무하는 외과 병동 간호사이다. 외과적 위험도에 따라 중간위험등급

(intermediate risk)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

뇨의학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Intermediate Risk’ 에서 ‘Very High

Risk’ 에는 뇌 및 척추 수술, 복부 수술, 비뇨의학과 수술, 관절 치환술, 주요 암

수술, 흉부 수술, 주요 이식 수술 등이 있다(UCLA health, 2020).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임상경력

에 따라 섬망 간호수행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근

무경력 6개월 이상의 신규간호사를 포함하였고 직접 간호 빈도가 낮은 관리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에서 17개의 투입

설명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208명이 산출되었다(Faul et al., 2009). 투입된 설명변

수는 선행연구에서 섬망 간호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15개 변수인 나이, 직

급, 총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 경력, 결혼 상태, 종교, 학력,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지식, 섬망 환자 매뉴얼, 섬망 교육 이수 여부, 한 달 이내 섬망 환자 간호

경험, 인지된 섬망 간호의 중요성, 인지된 섬망 교육의 필요성, 간호사 1인당 담

당 환자 수에 연구자가 판단하였을 때 영향요인이라고 생각한 프리셉터십 경험

과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포함하였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3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1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본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는 설문 2건, 불성실한 응답 6건으로 총 8건을 제외하여 최종 206부의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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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본 연구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력을 확인

하였을 때 98.1%의 검정력을 보여 설문 부수는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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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및 섬망 간호 관련 특

성, 섬망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호수행, 섬망 교육 요구도에 대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학력, 근무부서, 총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 경력, 중환자실 근무 경험, 프리셉터십 경험, 1인당 담당 환자 수로 총 9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섬망 간호 관련 특성

본 연구의 섬망 간호 관련 특성은 최근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 유무 및 섬망 간호 매뉴얼 유무, 섬망 교육 이수 여부 및 교

육 경로, 인지된 섬망 간호의 중요성, 섬망 환자 간호 시 느끼는 어려움 정도, 인

지된 섬망 교육의 필요성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섬망 지식

섬망 지식은 Demir Korkmaz 등 (2016)이 심혈관 외과 병동의 간호사와 심혈

관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개발자의 사

용 허락을 받았다.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도구의 번역을 받았으며, 총 69개의 문

항 중 연구 대상 기관의 지침과 맞지 않은 3문항을 제외하고 66문항에 대하여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외과계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외과

전문간호사 2인, 5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 외과·신경과·정신과 근

무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간호사 2인에게 받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

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80% 이상의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64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섬망의 원인

및 위험요인과 관련된 23문항, 섬망의 증상과 관련된 24문항, 섬망 환자의 관리

에 대한 지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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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0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KR-20은 .893이

었다.

4)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Yoon (2004)이 간호학에서 사용하도록 개발한 비판적 사

고 성향 측정 도구를 개발자의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번과 14번은 역문항으로 계산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8이었다.

5) 섬망 간호수행

섬망 간호수행은 Park (2011)이 암환자 섬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발한

25문항을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 도구의 ‘신체 억제대

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최신 지침을 반영하여 ‘탈관 등 환자의 안전에 위

협이 예상되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억제대를 적용한다’로 수정하였다

(Hong, 2015; Jeon, 2020). 또한 효과적인 섬망 예방 중재 중 하나인 ‘입원 이유

와 매일의 환자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를 문항에 추가하였다(Sim et al.,

2015). 총 26문항에 대하여 외과계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외과 전문간호사 2인,

5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 외과·신경과·정신과 근무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간호사 2인에게 받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CVI 산출 결과 모든 항목

이 80% 이상이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1점, ‘가끔 수행

한다’ 2점, ‘자주 수행 한다’ 3점, ‘항상 수행 한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해당자가 없어 평소 시행하지 않는 간호행위의 경우 ‘해당없음’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간호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746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9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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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망 교육 요구도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외과 병동에서 근무

하고 있는 간호사 13명에게 섬망 간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직접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예비연구를 거쳐 재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섬망 지식 영역 6문항과 섬망 중재 영역 4문항, 교육 형태 선호

도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식 영역은 섬망의 정의, 원인 및 위

험요인, 증상, 예방, 예후, 악화요인이 포함되었고 중재 영역은 섬망 진단 방법,

섬망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약물적 중재 방법, 사례를 통한 섬망 환자 간호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4점까지로 응

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936이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21-0207)과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의 승인을 받

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였

다. 외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1회의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참여 설명문

에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

보호, 설문 조사 중에도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설명문과 설문지를 함께 배부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간호사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완료된 설문지

는 봉투에 봉인한 상태로 회수하여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연구가 끝난 후

향후 점검을 위해 설문지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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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0 for Windows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섬망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섬망 관련 특성에 따른 섬망 관련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호 수행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

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섬망 간호수행과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섬망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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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총 대상자 206명의 평

균 연령은 29.32세이며 29세 이하가 139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자

가 197명(95.6%), 학력은 학사학위 이하가 172명(83.5%)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

반외과 95명(46.1%), 흉부외과 32명(15.5%), 정형외과 31명(15.1%), 비뇨의학과

28명(13.6%), 신경외과 20명(9.7%)이었다. 총 경력은 평균 6.21±6.70년으로 5년

이하가 136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현 부서 경력은 평균 3.18±2.50년으로 5년

이하가 171명(83.0%)으로 가장 많았다. 중환자실 근무는 11명(5.3%)이 경험하였

고 프리셉터십을 경험한 간호사는 86명(41.7%)이었으며 평균 3.40±1.86명의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였다. 최근 한 달 이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평균

10.71±3.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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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 (yr) 29.32 ± 6.71
≤29 139 (67.5)

30-39 46 (22.3)
≥40 21 (10.2)

Gender Male 9 (4.4)
Female 197 (95.6)

Academic degree ≤Bachelor 172 (83.5)
≥Master 34 (16.5)

Working unit General surgery unit 95 (46.1)
Cardiothoracic surgery unit 32 (15.5)
Orthopedics surgery unit 31 (15.1)

Urology unit 28 (13.6)
Neurosurgery unit 20 (9.7)

Total clinical ≤5 136 (66.0) 6.21 ± 6.70
career (yr) 6-10 23 (11.2)

≥11 47 (22.8)

Current clinical ≤5 171 (83.0) 3.18 ± 2.50
career (yr) 6-10 31 (15.0)

≥11 4 (2.0)

Experience of working Yes 11 (5.3)
at ICU No 195 (94.7)

Experience of Yes 86 (41.7) 3.40 ± 1.86
preceptorship ≤1 14 (16.3)

2-4 52 (60.5)
≥5 20 (23.2)

No 120 (58.3)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10.71 ± 3.3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6)

ICU =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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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섬망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섬망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최근 한 달 이내 섬망

환자를 경험한 대상자는 154명(74.8%)이었다. 섬망 간호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32±0.59점이었으며 섬망 환자 간호 시 느끼는 어려움은 5점 만점에 평균

4.14±0.78점이었다. 섬망 교육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02±0.64점이었으나

실제 섬망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54명(26.2%)이었고 그 중 92.6%는 2회 이하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 경로는 부서 컨퍼런스 27명(50.0%), 학부과정 18명(33.3%),

보수교육 9명(16.7%)이었다.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3명(20.9%)이었으며, 섬망 간호 매뉴얼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0명(19.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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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Experience of delirious Yes 154 (74.8)
patients within 1 month 1-2 100 (64.9)

3-4 35 (22.7)
≥5 19 (12.4)
No 52 (25.2)

Screening tool for delirium Have 43 (20.9)

Not have 163 (79.1)

Manual for delirium nursing Have 40 (19.4)
Not have 166 (80.6)

Experience of education Yes 54 (26.2)
on delirium 1.41 ± 0.77

1 39 (70.4)
2 12 (22.2)
≥3 4 (7.4)

No 152 (73.8)

Sources of education College/University 18 (33.3)
on delirium*(n=54) /Graduated school

Continuing nursing 9 (16.7)

education program
Department conference 27 (50.0)
Academic conference 3 (5.6)
Others 8 (14.8)

Importance of delirium nursing 4.32 ± 0.59
Difficulties in nursing delirious patients 4.14 ± 0.78
Necessity of education on delirium 4.02 ± 0.64

Table 2. Delirium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6)

* Duplica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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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섬망 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

호수행

섬망 지식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73.10±10.89점이며 하위영역으

로 섬망의 원인 및 위험요인은 69.50±15.13점, 섬망 증상 73.84±10.56점, 섬망 환자

관리 77.12±13.96점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4±0.37점, 섬망

간호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95±0.43점이었다(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섬망 지식

에서 유의한 변수는 나이, 학력, 총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 경력, 프리셉터십

경험, 섬망 교육 이수 경험이었다.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29세 이하에 비해

30-39세와 40세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2.790, p<.001), 학력에 따

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412 p<.001). 총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에 비해 6-10년, 11년 이상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F=15.761, p<.001), 현 부서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에 비해

6-10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506, p=.002). 또한 프리셉터십을 경험한

경우(t=-5.761, p<.001), 섬망 교육을 이수한 경우(t=-4.260, p<.001) 섬망 지식이

많았다. 반면, 성별, 근무 부서, 중환자실 근무 경험, 프리셉터십 경험 횟수,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 섬망 선별 도구, 섬망 간호 매뉴얼은 섬망 지식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 유의한 변수는 나이, 학력, 총 근무 경력이었다. 29세 이

하에 비해 40세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432, p=.034), 석사학위 이

상 소지자가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93,

p=.001). 총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에 비해 11년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F=4.116,

p=.018). 반면, 성별, 근무 부서, 현 부서 근무 경력, 중환자실 근무 경험, 프리셉

터십 경험 및 횟수,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 섬망 선별 도구 및 간호

매뉴얼, 섬망 교육 이수 여부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섬망 간호 수행은 나이, 학력, 총 근무 경력, 프리셉터십 경험, 한 달 이내 경

험한 섬망 환자 수, 섬망 선별 도구 및 간호 매뉴얼, 섬망 교육 이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는 29세 이하에 비해 30-39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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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405, p=.002), 학력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73, p=.006). 총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에 비해

11년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7.457, p=.001). 프리셉터십을 경험한 경우 섬

망 간호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491, p=.001), 한 달 이내 경험한 섬

망 환자 수에 따라 섬망 간호수행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2.753, p=.044). 또한 섬망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섬망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가 섬망 간호수행(t=-2.072, p=.040)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 근무부서, 현 부서 근무 경력, 중환자실 근무

경험, 프리셉터십 경험 횟수는 섬망 간호수행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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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Total

Delirium knowledge 73.10±10.89 100.0

Etiology and risk factors 69.50±15.13

Symptoms of delirium 73.84±10.56

Management of delirious patients 77.12±13.9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4±0.37 5.0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2.95±0.43 4.0

Table 3. Scores of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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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erforman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yr)
≤29

a 139 (67.5) 70.62 ± 10.63 12.790 (<.001) 3.51 ± 0.38 3.432 (.034) 2.88 ± 0.40 6.405 (.002)

30-39
b 46 (22.3) 78.98 ± 9.73 a<b,c 3.56 ± 0.36 a<c 3.09 ± 0.42 a<b

≥40c 21 (10.2) 76.71 ± 9.30 3.73 ± 0.31 3.12 ± 0.46

Gender

Male 9 (4.4) 79.34 ± 10.56 1.766 (.079) 3.62 ± 0.29 0.646 (.519) 3.0 ± 0.31 0.347 (.729)

Female 197 (95.6) 72.82 ± 10.84 3.54 ± 0.38 2.95 ± 0.43

Academic degree
≤Bachelor 172 (83.5) 71.55 ± 10.85 -6.412 (<.001) 3.51 ± 0.38 -3.293 (.001) 2.91 ± 0.42 -2.773 (.006)

≥Master 34 (16.5) 80.98 ± 7.09 3.73 ± 0.31 3.13 ± 0.41

Working unit
General surgery 95 (46.2) 73.60 ± 12.51 0.475 (.754) 3.53 ± 0.34 0.733 (.570) 2.94 ± 0.45 1.300 (.271)

Cardiothoracic surgery 32 (15.5) 73.63 ± 8.50 3.64 ± 0.45 3.06 ± 0.39

Orthopedics surgery 31 (15.0) 72.08 ± 9.33 3.53 ± 0.40 2.88 ± 0.41

Urology unit 28 (13.6) 70.98 ± 10.46 3.48 ± 0.37 2.87 ± 0.43

Neurological surgery 20 (9.7) 74.46 ± 9.11 3.56 ± 0.36 3.05 ± 0.33

Total clinical career (yr)
≤5

a 136 (66.0) 70.29 ± 10.54 15.761 (<.001) 3.50 ± 0.38 4.116 (.018) 2.87 ± 0.40 7.457 (.001)

6-10b 23 (11.2) 76.90 ± 10.87 a<b,c 3.52 ± 0.33 a<c 3.02 ± 0.42 a<c

≥11
c 47 (22.8) 79.39 ± 8.63 3.68 ± 0.35 3.14 ± 0.43

Current clinical career (yr)

≤5
a 171 (83.1) 71.33 ± 10.95 6.506 (.002) 3.53 ± 0.38 1.612 (.202) 2.93 ± 0.42 2.798 (.063)

6-10b 31 (15.0) 77.22 ± 9.41 a<b 3.55 ± 0.37 3.03 ± 0.46

≥11
c 4 (1.9) 84.38 ± 7.76 3.87 ± 0.31 3.37 ± 0.15

Table 4. Differences in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lirium Nursing Performa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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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s n (%)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erforman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Experience of working at ICU
Have 11 (5.4) 77.42 ± 8.63 -1.353 (.178) 3.49 ± 0.37 -0.495 (.621) 3.05 ± 0.50 -0.832 (.406)

Not have 195 (94.6) 75.86 ± 10.97 3.55 ± 0.37 2.94 ± 0.42

Experience of preceptorship
Yes 86 (41.7) 77.31 ± 9.92 -5.761 (<.001) 3.59 ± 0.37 -1.490 (.138) 3.07 ± 0.42 -3.491 (.001)

No 120 (58.3) 69.00 ± 10.41 3.51 ± 0.37 2.87 ± 0.41

Number of preceptorship
≤1 14 (16.3) 75.56 ± 12.81 0.420 (.658) 3.49 ± 0.22 0.638 (.531) 3.05 ± 0.37 0.312 (.733)

2-4 52 (60.5) 78.06 ± 9.30 3.61 ± 0.42 3.10 ± 0.42

≥5 20 (23.2) 76.56 ± 9.55 3.59 ± 0.32 3.01 ± 0.47

Number of experienced delirious patient within 1 month
No 52 (25.2) 71.00 ± 12.37 0.890 (.447) 3.56 ± 0.42 0.122 (.947) 2.89 ± 0.42 2.753 (.044)

1-2 100 (48.5) 72.25 ± 11.00 3.53 ± 0.37 2.91 ± 0.39

3-4 35 (17.1) 74.82 ± 8.56 3.56 ± 0.37 3.09 ± 0.46

≥5 19 (9.2) 73.27 ± 10.89 3.54 ± 0.29 3.10 ± 0.48

Screening tool for delirium
Have 43 (20.9) 75.22 ± 9.43 -1.858 (.065) 3.57 ± 0.34 -0.441 (.659) 3.17 ± 0.41 -3.942 (<.001)

Not have 163 (79.1) 71.74 ± 11.27 3.54 ± 0.38 2.89 ± 0.41

Manual for delirium nursing
Have 40 (19.4) 72.11 ± 10.5 0.404 (.687) 3.50 ± 0.39 0.768 (.444) 3.11 ± 0.47 -2.617 (.010)

Not have 166 (80.6) 72.40 ± 11.0 3.55 ± 0.37 2.91 ± 0.41

Experience of education on delirium

Have 54 (26.2) 77.72 ± 10.72 -4.260 (<.001) 3.54 ± 0.31 -0.051 (.960) 3.05 ± 0.44 -2.072 (.040)

Not have 152 (73.8) 70.67 ± 10.49 3.54 ± 0.40 2.91 ± 0.42

ICU =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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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항별 섬망 지식 정답률

문항별 섬망 지식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Table 5).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53번 ‘섬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움을 제

공하는 것이다(정답)’ 100%, 35번 ‘섬망을 겪고 있는 환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잃을 수 있다(정답)’ 99.5%, 64번 ‘섬망 환자가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한다(정답)’ 99.5%, 51번

‘섬망 치료 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정답)’ 98.5%, 10번 ‘급성 스트레스는 섬망

을 일으킬 수 있다(정답)’ 97.6%, 41번 ‘섬망은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정답)’와 34

번 ‘섬망 환자는 일시적으로 수치심, 억제력을 잃을 수 있다(정답)’는 97.1%의 정

답률을 보였다. 반면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26번 ‘치매 가족력을 가진 환자

는 섬망에 취약하다(오답)’ 9.2%와, 25번 ‘비만은 섬망의 위험인자이다(오답)’

22.8%였다. 실제 치매 가족력과 비만은 섬망과 연관이 없다. 43번 ‘항콜린성 약

제는 섬망 상태를 완화시킨다(오답)’는 15.5%, 44번 ‘노르아드레날린(노르에피네

프린) 호르몬의 활성은 섬망 상태를 악화시킨다(정답)’는 26.7%, 6번 ‘섬망 환자

의 사망률은 높다(정답)’는 30.1%의 정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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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Correct Incorrect

Do not
know

%

1 Delirium is a temporary organic mental syndrome
(true)

77.2 12.1 10.7

2 The sleep-wake cycle of the patient is normal in
case of delirium (false)

69.9 8.3 21.8

3 The pathophysiology of delirium is not clearly
understood yet (true)

51.9 13.1 35.0

4 The symptoms of delirium may sometimes
demonstrate similarities to the symptoms of
depression (true)

69.4 15.0 15.6

5 The CAM, Nu-DESC, ICDSC are the screening
tools for the diagnosis of delirium (true)

39.3 0.5 60.2

6 The rate of mortality in patients with delirium is
high (true)

30.1 25.7 44.2

7 Delirium does not last for 2-3 hours (false) 87.9 2.4 9.7

8 Physical illness does not cause delirium (false) 95.6 2.0 2.4

9 Neurological diseases may cause delirium (true) 93.7 1.4 4.9

10 Acute stress may cause delirium (true) 97.6 0.5 1.9

11 Sudden stop of alcohol consumption in addicts
may cause delirium (true)

93.7 0.0 6.3

12 Trauma to the head may cause delirium (true) 90.3 3.9 5.8

13 Hypoxia may cause delirium (true) 86.9 2.4 10.7

14 Being under anaesthesia for long periods may
cause delirium (true)

93.7 0.5 5.8

15 Increase in the level of nitric oxide may cause
delirium (true)

73.8 1.4 24.8

16 Older age increases the risk of delirium (true) 94.7 0.9 4.4

17 Visual impairments increase the risk of
developing delirium (true)

57.8 12.1 30.1

18 As the quantity of medication taking by the
patient increases, the risk of developing delirium
also increases (true)

66.5 7.3 26.2

19 Invasive procedures may increase risk of delirium
(true)

65.0 11.2 23.8

20 Vitamin B12 deficiency increases the risk of
delirium (true)

45.6 3.9 50.5

21 The risk of delirium is higher in women
compared with men (false)

18.4 26.7 54.9

22 Diabetes is a high risk factor for delirium (true) 43.2 13.1 43.7

23 Dehydration may be a risk factor for delirium
(true)

80.1 3.4 16.5

24 Hearing loss increases the risk of delirium (true) 65.5 6.8 27.7

25 Obesity is a risk factor in delirium (false) 22.8 27.7 49.5

26 A family history of dementia predisposes a
patient to delirium (false)

9.2 63.1 27.7

Table 5. Correct Answer Rate of Delirium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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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Questions
Correct Incorrect

Do not
know

%

27 Physical diagnosis may increase the risk of
delirium in patients (true)

72.3 6.3 21.4

28 Cognitive disorders (deficit in consciousness,
memory, orientation and perception) of any
reason may increase the risk of delirium (true)

94.7 0.9 4.4

29 In cases of delirium, daily fluctuations in
consciousness are observed (true)

93.7 2.4 3.9

30 Abstract thoughts are observed in delirium (true) 73.8 9.7 16.5

31 The symptoms of delirium, dementia and
depression do not generally differ (false)

39.3 50.5 10.2

32 Symptoms of delirium develop suddenly (true) 83.0 11.2 5.8

33 Patients in delirium are energetic (false) 41.7 45.6 12.7

34 Patients in delirium temporarily lose their sense
of shame, apprehension and inhibition (true)

97.1 1.0 1.9

35 Patients in delirium constantly experience
disorientation in time, place and the identity of
others (true)

99.5 0.0 0.5

36 It becomes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patients
diagnosed with delirium (true)

85.4 13.1 1.5

37 Patients in delirium always experience visual and
auditory hallucinations (false)

63.6 31.6 4.8

38 Delirium can generally be cured (true) 75.7 10.7 13.6

39 Patients in delirium experience impairments in
reality testing (true)

90.3 5.8 3.9

40 There is hardly any loss of concentration in
delirium (false)

88.8 6.3 4.9

41 Delirium causes sleep disorders (true) 97.1 1.0 1.9

42 Delirium does not change the personality traits of
individuals (false)

66.5 20.4 13.1

43 Anti-cholinergic activity reduces the delirious
state (false)

15.5 22.8 61.7

44 Noradrenaline activity increases the delirious
state (true)

26.7 4.9 68.4

45 Anxiety and fear are experienced during the
delirious state (true)

82.5 6.8 10.7

46 Patients with delirium are always aggressive
(false)

86.9 10.7 2.4

47 Behavioral changes in the course of the day are
typical of delirium (true)

82.5 10.7 6.8

48 A patient with delirium is easily distracted and
has difficulty in following a conversation (true)

93.2 5.3 1.5

49 Patients with delirium often experience perceptual
disturbances (true)

94.7 2.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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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Questions
Correct Incorrect

Do not
know

%

50 Keeping patients diagnosed with delirium in a
quiet environment helps manage the symptoms
(true)

83.5 9.2 7.3

51 Medication is generally recommended in the
treatment of delirium (true)

98.5 1.0 0.5

52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treatment is to
provide sedation and sleep (true)

85.9 11.2 2.9

53 The priority in treating delirium is to ensure
safety of the patients and provide support (true)

100.0 0.0 0.0

54 Adequate intake of liquids may prevent delirium
(true)

55.3 6.8 37.9

55 Using hearing-aids increases the delirious state
(false)

68.4 4.9 26.7

56 Using glasses for the visually impaired elderly
may reduce the delirious state (true)

69.4 7.3 23.3

57 Reminding the patients of their name, place, time
and age causes the symptoms to increase (false)

81.1 15.0 3.9

58 Too much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might
lead to worsening of delirium (true)

44.2 39.3 16.5

59 Inadequate control of pain might lead to
worsening of delirium (true)

85.9 9.7 4.4

60 If the patients in delirium misunderstand a
certain thing, it has to be corrected until they
get it correctly (false)

65.0 24.8 10.2

61 To keep delirium symptoms under control, bed
rest might be recommended when necessary
(true)

88.8 7.8 3.4

62 In the postoperative period, patients should be
stood up and encouraged to walk as soon as
possible (true)

72.8 15.0 12.2

63 Patients should not be left without a stimulus
(information on place, time, process) (true)

96.1 2.4 1.5

64 If patients diagnosed with delirium are agitated,
they should be monitored to prevent trauma
(true)

99.5 0.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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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별 섬망 간호수행

섬망 간호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95±0.43점으로 구체적인 수행도는 다음과

같다(Table 6). 수행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4번 ‘처치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한

다(93.7%)’ 였으며, 다음은 2번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한다(90.6%)’, 3

번 ‘섬망 환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해준다

(88.1%)’, 17번 ‘통증을 조절해준다(87.7%)’ 순이었다. 반면 낮은 수행도의 섬망 간

호수행은 9번 문항 ‘고위험군에게 측정도구를 이용해 입원 중 1일 1회 이상 섬망

선별검사를 시행한다(40.4%)’ 23번 문항 ‘가족 사진 등 친숙한 물건을 집에서 가져

와 사용하게 한다(45.6%)’, 1번 문항 ‘입원 시 섬망 고위험군임을 확인한다(54.6%)’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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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Performance

%

1 Check the risk of delirium when hospitalization 54.6

2 Assess the condition of the patient's consciousness accurately 90.6

3 Tell the delirious patient date, time, place and people repeatedly 88.1

4 Explain to the patient when giving a treatment 93.7

5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patients says 84.6

6 Reduce noise by medical staff in the ward 70.5

7 Give all treatments at once during the night if possible and do
not disturb patient's sleep

83.8

8 Set the alarm sound on when it needs 81.1

9 Screening tests for delirium are conducted at least once a day
during hospitalization using measuring tools for high-risk groups

40.4

10 Removed inserted catheter as possible 67.9

11 Have the patient use glasses if he/she has a visual disorder 73.8

12 Have the patient use a hearing aid or a communication tool (e.g
word cards) if he/she has a hearing disorder

69.4

13 Execute cognition-stimulating activities (e.g repeated information,
provide calender or clock)

71.4

14 The physical restraint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doctor's
prescription when there is a threat to patient safety

81.0

15 Check if there is a sign of dehydration (e.g dry tongue, loss of
body weight, check urine output)

76.8

16 Assess cause of delirium 71.8

17 Control pains 87.7

18 Keep the family bedside the patient 85.7

19 Creates a safe environment by maintaining soft lighting 84.2

20 Educate a family member or care-giver about delirium 77.8

21 Clean up the environment by removing unnecessary articles 78.5

22 Check electrocardiogram before using haloperidol for monitoring
side effect

45.4

23 Keep familiar items such as family photos 45.6

24 Make activities as soon as possible (e.g early mobilization) 76.1

25 Consult with doctor to reduce the number of drug taking 56.0

26 Give information about patient's daily activities and reasons for
hospitalization

75.1

Table 6. Correct Answer Rate of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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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망 간호수행과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과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섬망 지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간호의 중요성은 섬

망 간호수행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섬망 지식이 많을수록(r=.345,

p<.001),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r=.403, p<.001), 섬망 간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r=.252, p<.001) 섬망 간호수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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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mportance

of delirium

nursing

Difficulties

in nursing

delirious

patients

Necessity of

education on

delirium

r (p) r (p) r (p) r (p) r (p) r (p)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1

Delirium knowledge .345 (<.00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03 (<.001) .214 (.002) 1

Importance of delirium

nursing

.252 (<.001) .206 (.003) .216 (.002) 1

Difficulties in nursing

delirious patients

.084 (.230) .042 (.551) .116 (.096) .168 (.016) 1

Necessity of education

on delirium

.115 (.099) .181 (.009) .174 (.012) .410 (<.001) .171 (.014) 1

Table 7. Correlations among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and Related Factors (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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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8). 나이와 총 근무 경력간의 상관분석 시 상관계수가 .968

(p<.001)로 높아 나이를 제외하고 총 근무 경력만 투입하였다. 섬망 간호수행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섬망 지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 총 근무 경력, 프리셉터십 경험, 섬망 관련 특성 중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섬망 간호 중

요성, 섬망 교육 이수 경험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총 근무 경력

과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는 2.07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

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14-3.153로 다중공선성이

없었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F=7.522, p<.001).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9.3%였다.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

(β=.335, p<.001), 섬망 지식(β=.176, p=.010),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유무(β

=.175 p=.008),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 유무(β=.155, p=.02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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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434 0.326 1.331 .185

Delirium knowledge 0.007 0.003 .176 2.601 .01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381 0.071 .335 5.331 <.001

Academic degree -0.014 0.084 -.012 -0.169 .866

Total clinical career

(ref. group: ≤5)

6-10 0.033 0.106 .025 0.315 .753

≥11 0.092 0.105 .091 0.872 .384

Experience of preceptorship 0.098 0.088 .114 1.114 .267

Number of experienced delirious

patients within 1 month

(ref. group: No)

1-2 0.002 0.063 .002 0.029 .977

3-4 0.075 0.083 .067 0.908 .365

≥5 0.085 0.106 .058 0.804 .422

Screening tool for delirium 0.161 0.073 .155 2.195 .029

Manual for delirium nursing 0.187 0.069 .175 2.701 .008

Importance of delirium nursing 0.024 0.049 .034 0.496 .620

Experience of education on delirium -0.021 0.064 -.022 -0.334 .739

R2=.337, Adjusted R2=.293, F (p)=7.522 (<.001)

Table 8. Factors Affecting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N=206)



- 33 -

8. 섬망 교육 요구도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교육 요구도는 다음과 같다(Table 9). 교육 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40±3.30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섬망 지식 영역은 평균

3.47±0.41점, 섬망 중재 영역은 평균 3.49±0.45점이었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

153명(74.3%), 집단 교육 122명(59.2%), 소그룹 교육 71명(34.5%), 유인물만 제공

66명(32.0%) 순으로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교육 빈도는 연 1회 129명(62.6%), 2년

이상에 1회 48명(23.3%), 신규간호사 입사 시 1회 15명(7.3%), 분기별 1회 14명

(6.8%) 이었다. 선호하는 교육 시간은 30분 초과-60분 이하 108명(52.4%), 60분

초과-120분 이하 51명(24.8%), 30분 이하 44명(21.4%), 120분 초과 3명(1.4%)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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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 or M±SD

Educational needs of delirium 3.40 ± 3.30

Knowledge 3.47 ± 0.41
Definition 3.17 ± 0.48
Cause and risk factors 3.36 ± 0.50

Symptoms 3.37 ± 0.49
Prevention 3.47 ± 0.52
Prognosis 3.35 ± 0.50
Aggravating factors 3.47 ± 0.50

Management 3.49 ± 0.45
Diagnosis 3.39 ± 0.54

Communication with delirious patients 3.52 ± 0.50
Treatment 3.56 ± 0.50
Delirium nursing through an example 3.50 ± 0.54

Preferred education course*

On-line course 153 (74.3)
Small group training 71 (34.5)
Collective education 122 (59.2)

Only papers 66 (32.0)

Preferred training period

New employee training 15 (7.3)
Once per quarter 14 (6.8)
Once a year 129 (62.6)
At least every 2 years 48 (23.3)

Preferred training hours (minutes)

≤30 44 (21.4)
31-60 108 (52.4)

61-120 51 (24.8)
〉120 3 (1.4)

Table 9. Educational needs of Delirium (N=206)

* Duplica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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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교육

요구도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β=.335, p<.001), 섬망 지식(β=.176, p=.010),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유무(β=.175 p=.008),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 유무(β=.155, p=.029) 순 이

었다.

섬망이 내과질환, 수술,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기능의 급성 악화

상태인 점으로 보아(Soiza & Myint, 2019) 섬망의 발견은 간호사가 환자의 의식

수준에 변화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비판적 사고 성향은 이러한 작

은 차이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평균 3.54점으로 정형외과 근무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했던

연구 3.42점보다는 높았으며(Song, 2018),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암 전

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했던 연구 3.60점보다는 낮았다(Jung

& Jung, 2011). 비판적 사고 성향은 섬망 간호수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

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Song, 2018) 섬망 간호수행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 증진이 필요함을 지지하였다.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

은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Jung & Jung, 2011) 이는 환

자 간호 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감지하고 보고하여 신속한 섬망 중재에 이르

게 한다는 점에서 섬망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교육

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으며(Park & Kim, 2009),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간호

근무환경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Jang & Lee, 2019) 비판적 사고 성향의 향

상을 위해 개인적 노력과 부서적 지원이 요구된다.

섬망 간호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백점으로 환산 시 73.75점이었다.

이는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의

70-74.25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Kang, 2016; Kim & Lee, 2016; Lee, 2019;

Song, 2018). 섬망 간호수행에서 수행도가 높은 문항은 ‘처치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한다(93.7%)’,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한다(90.6%)’, ‘섬망 환자에

게 날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해준다(88.1%)’ 등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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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섬망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간호 중재를 하고 있었다.

특히 외과 병동에서는 수술 후 급성 통증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87.7%의 간호사가 통증 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적절한 통증 중

재는 섬망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섬망 예방을 위한 통증 중재의 필요성

을 교육하여 간호사들의 꾸준한 간호 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위험

군에게 측정도구를 이용해 입원 중 1일 1회 이상 섬망 선별검사를 시행한다’는

40.4%로 가장 수행도가 낮았다. 이는 현재 시범적으로 몇 개의 병동에서만 각

부서의 실정에 맞는 프로토콜로 섬망 고위험군을 사정하며 연구 대상 병원의 외

과 병동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 특성 중 연

차가 높을수록 섬망 간호수행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섬망 환자를 간호했던 경험 또한 많아 섬망 간호수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에 따라 섬망 간호수행은 유의하게 높았으

나 섬망 지식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없다. 이는 섬망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부족

하더라도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많을수록 섬망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중재

를 자연스레 터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섬망 지식은 평균 73.10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인 섬망의 원인 및 위험

요인 69.50점, 섬망 증상 73.84점, 섬망 환자 관리 77.12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섬망 지식을 측정하였던 Demir Korkmaz 등(2016) 연구의 평균인

68.6점에 비해 높았다. 또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섬망 지식을 측정한 Kang

(2016)의 연구과 Lee 등(2007)의 연구는 각각 평균 73.7점(원인 89.3점, 증상 65.3

점, 관리 74.5점), 평균 70점(원인 87점, 증상 62점, 관리 69점), Koo와 Yang

(2016)의 연구는 평균 70점(원인 84.7점, 증상 65.15점, 관리 68점)이었다. 본 연구

는 선행연구와 전체적인 섬망 지식 평균은 비슷했지만, 하위영역 중 섬망의 증상

과 섬망 환자 관리 영역의 지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통해 섬망 환자의 증상과 관리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원인과 위

험요인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섬망 지식이 섬망 간호수

행의 두 번째 영향요인이었던 점으로 보아 낮은 정답률 문항에 대한 집중 교육

은 섬망 간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달 이내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74.8%였지만 섬

망 선별 도구가 있거나 섬망 간호 매뉴얼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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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9.4%로 낮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섬망 간호를 5점 만점에 4.32점으로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섬망 환자 간호 시 5점 만점에 4.14점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중환자실

은 개별 섬망 알고리즘을 사용 중이며 진료과에 따라 과별 섬망 선별 도구를 사

용하는 등 섬망 간호에 대한 개별 단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외과 병동에서

의 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 부서의 특성에 따른 섬망 고위험군과

섬망 환자 사정 및 중재법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섬망 교육을 이수한 그룹이

섬망 간호수행도가 높았으며 5점 만점에 4.02점으로 섬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다. 그러나 73.8%에서 섬망 교육 경험이 없어 간호수행 증진과 섬망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섬망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섬망의 원인과 위험

요인, 증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은 대상자들이 섬망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섬망 환자 간호시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섬망 교육 요구도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시 대상자들은 과

활동형 섬망 환자 중재 시 어려움, 증상에 대한 당황스러움, 간호 업무의 부담감

등을 표현하였다. 특히 수술 후 섬망 발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전동되었던 사

례를 이야기하며 환자의 외과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섬망으로 인해 일상으로

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와의 의사

소통법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였고,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섬망 중재법에 대

한 교육을 원했다. 예비연구와 비슷하게 본 연구 결과 또한 지식 영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섬망 중재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섬망 환자 치료법,

섬망 환자와의 의사소통, 사례를 통한 섬망 환자 간호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섬망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 중

재 제공을 통해 수술 후 정신과적 합병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며,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감 또한 감소시켜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연구대상자로 편

의 선정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병동별 섬망 환

자의 경험이나 관련 자원의 준비 등에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섬망 간호

수행 도구에 ‘해당없음’ 항목을 넣었지만 실제 설문지에 ‘해당없음’ 에 대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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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누락되어 대상자들이 응답할 때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해당없음’ 에 체크한 대상자가 문항에 따라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항목에도

응답을 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실제 필요하지만 수행되고 있지 않은 간호행위

는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로 응답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간호행위에는 ‘해당없

음’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섬망 간호수행은 ‘해당없음’

으로 응답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므로 대상자

들의 업무와 관련된 섬망 간호수행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 영향 요인은 비

판적 사고 성향, 섬망 지식,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

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함양은 섬망 간호수행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었으며 이는 환자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여 조기 중재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

서 간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비해 섬망 지식 중 환자 관리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관련 교육을 통해 섬망의 원인 및 위험요인, 증상에 대한 지식이

수반된다면 한 층 더 향상된 근거 기반의 섬망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섬망 환자 관리 지식 영역이 선행 연구에 비해 높았음에도 섬망 환자 중재

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은 간호사들이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

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키

고 간호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

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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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외과 병동 간호사의 섬망 간호수행 영향 요

인과 섬망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섬망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 섬망 지식, 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

부서 내 섬망 선별 도구였다. 대상자들은 섬망 간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려움 또한 느끼고 있어 섬망 간호수행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던 섬망 지식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섬망 지식

에서 ‘오답’ 과 ‘모른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던 항목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섬망 간호수행도가 낮았던 영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섬망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섬망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섬망 간호수행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비판적 사고 성

향의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

언한다.

3) 본 연구의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시 대상자들은 섬망 환자 간호에 어

려움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

다. 이에 질적 연구 등 다각적 연구방법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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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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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Ⅰ.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3년제 졸업

② 4년제 졸업(학사학위과정포함)

③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근무 부서는?

① 일반외과

② 정형외과

③ 흉부외과

④ 신경외과

⑤ 비뇨기과

5. 귀하의 총 근무 경력은?

( )년 ( )개월

6. 현부서 경력은?

( )년 ( )개월

7.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있습니까?(순환간호사 포함하여)

① 없음

② 있음



‘② 있음’으로 답한 경우 8-1 항목에 답해주세요

8-1. 프리셉터를 경험한 횟수는? 약 ( )회

- 51 -

8. 프리셉터로서 신규간호사를 교육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9. 최근 1달 이내 경험한 섬망 환자 수 (정수로 기재해 주세요)

약 ( ) 명

10. 최근 1달간 1인당 담당 환자 수 (정수로 기재해 주세요)

약 ( ) 명

11. 현재 섬망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근무부서 내 섬망 선별도구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② 있음’으로 답한 경우 15-1, 15-2 항목에 답해주세요

15-1. 섬망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 약 ( )회

15-2. 섬망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경로로

받으셨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 중

② 보수교육

③ 부서 컨퍼런스

④ 학회학술대회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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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무부서 내 섬망 간호 매뉴얼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4. 섬망 간호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섬망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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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병동에 섬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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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모른다

1 섬망은 일시적 기질성 정신 증후군이다. ○

2 섬망 환자의 수면-각성 주기는 정상이다. ○

3
섬망의 병리 생리학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

다.
○

4
섬망의 증상은 우울증의 증상과 유사하게 보여지기

도 한다.
○

5
섬망을 진단하는 도구로 CAM, Nu-DESC, ICDSC

등이 있다.
○

6 섬망 환자의 사망률은 높다. ○

7 섬망은 2-3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

8 신체적 질병은 섬망을 야기하지 않는다. ○

9 신경성 질환은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10 급성 스트레스는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11
알코올 중독에서 갑작스러운 알코올 섭취 중단은 섬

망을 일으킬 수 있다.
○

12 두부 외상은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13 저산소증은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14 장시간의 마취는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Ⅱ. 섬망 지식

다음은 섬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술된 내용이 맞으면 “예”에, 틀리면 “아니

오”,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는 "모른다”란에 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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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모른다

15 산화질소 수치가 증가하면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16 나이가 들수록 섬망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 ○

17 시각 장애는 섬망을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

18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수가 많아질수록 섬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19 침습적 시술은 섬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20
비타민 B12 결핍증은 섬망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

다.
○

21 남자보다 여자가 섬망 발생 위험성이 크다. ○

22 당뇨는 섬망의 고위험 인자이다. ○

23 탈수는 섬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

24 청력 상실은 섬망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

25 비만은 섬망의 위험 인자이다. ○

26 치매 가족력을 가진 환자는 섬망에 취약하다. ○

27
질환이 진단된 경우에 환자의 섬망 발생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

28
인지 장애 (의식 수준, 기억력, 인식의 저하)는 섬망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29
섬망의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의식 수준의 변동이

보인다.
○

30 섬망에서 추상적 사고가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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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모른다

31
섬망, 치매와 우울증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

다.
○

32 섬망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

33 섬망 환자는 활동적이다. ○

34
섬망 환자는 일시적으로 수치심, 억제력을 잃을 수

있다.
○

35
섬망을 겪고 있는 환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잃을 수 있다.
○

36 섬망 환자와 대화하기 어렵다. ○

37 섬망 환자는 환시와 환청을 항상 경험한다. ○

38 섬망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

39 섬망 환자는 현실 감별에서 결함을 보인다. ○

40 섬망에서 집중력 상실은 보기 힘들다. ○

41 섬망은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

42 섬망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바꾸지 않는다. ○

43 항콜린성약제는 섬망 상태를 완화시킨다. ○

44
노르아드레날린(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의 활성은

섬망 상태를 악화시킨다.
○

45 섬망 상태 동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

46 섬망 환자들은 항상 공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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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모른다

47
본래와는 다른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섬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

48
섬망 환자는 쉽게 산만해지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

려움을 겪는다.
○

49 섬망 환자들은 종종 인지 지각 장애를 겪는다. ○

50
조용한 환경에 섬망 환자를 두는 것은 증상을 조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51 섬망 치료 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

52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과 진정을 제

공하는 것이다.
○

53
섬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환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

54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섬망을 예방할 수 있다. ○

55 보청기의 사용은 섬망 증상을 악화시킨다. ○

56
시력 손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안경이 섬망을 줄이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57
섬망 환자에게 그들의 이름, 장소, 시간과 나이를 상

기시켜주는 것은 섬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58
다른 사람들과 과도한 상호작용은 섬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59 부적절한 통증관리는 섬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60
섬망 환자가 특정한 경우나 상황을 오해했다면 바르

게 이해할 때까지 정정 한다.
○

61
섬망의 증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시 침상 안정이

권장된다.
○

62
섬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는 수술 후 가능한 조기

이상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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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모른다

63
섬망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 시간, 수술과정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64
섬망 환자가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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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만약 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한다.

2

나는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

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심

사숙고한다.

3
나는 내 신념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

르더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6

나는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뒷받

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새로

운 것처럼 다시 생각해볼 때가

있다.

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

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한다.

9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시작

부터 끝까지 대체로 논리적이다.

10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의문

이 생길 때가 있다.

Ⅲ. 비판적 사고 성향

다음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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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할 때 논

리적이라고 한다.

12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13
나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열

성적으로 노력한다.

14
나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이다.

15
나는 복잡한 문제라도 기꺼이 풀

어나가려고 애쓴다.

16

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

하고 있는 것에도 종종 의문이

생긴다.

17
나는 어려운 일도 스스로 헤쳐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빨리 판단하지 않고 거듭

생각하는 편이다.

19

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설정한 기준에 따

라 판단하고 문제를 처리한다.

20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

여 알려고 노력한다.

21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이 어

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애

쓴다.

22
나는 모르는 문제가 발견되면 알

때까지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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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나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

이 있으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24
나는 내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

꺼이 받아들인다.

25

나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과정을 적

용한다.

26
나는 내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평하게 평가한다.

27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 자신의 추론 능력을 믿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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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거의

수행

하지

않는

다

가끔

수행

한다

자주

수행

한다

항상

수행

한다

해당

없음

1
입원시 섬망 고위험군임을 확인한

다.

2
환자의 의식상태를 정확하게 사정

한다.

3

섬망 환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 사

람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해준

다.

4
처치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설명을

한다.

5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한다.

6
병동 내에서의 의료진에 의한 소음

을 감소시킨다.

7

밤 동안에는 처치를 가능한 한꺼번

에 행하고 되도록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8 기계는 꼭 필요한 알람만 켜둔다.

9

고위험군에게 측정도구를 이용해

입원 중 1일 1회 이상 섬망 선별검

사를 시행한다.

Ⅳ. 섬망 간호수행

환자들에게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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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거의

수행

하지

않는

다

가끔

수행

한다

자주

수행

한다

항상

수행

한다

해당

없음

10
삽입된 카테터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

11
시각장애가 있으면 안경을 이용하

도록 한다.

12

청각장애가 있으면 보청기나 의사

소통 도구(예: 낱말카드)를 이용한

다.

13

인지자극 활동을 한다.

(예: 반복된 정보 제공, 시계나 달

력 제공)

14

탈관 등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예

상되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억제대를 적용한다.

15
탈수 징후(dry tongue, 체중확인,

소변량 확인)가 있는지 확인한다.

16 섬망 발생 시 유발요인을 확인한다.

17 통증을 조절해 준다.

18
가족들을 옆에 있게 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19
밤 동안 은은한 조명을 유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64 -

항목

거의

수행

하지

않는

다

가끔

수행

한다

자주

수행

한다

항상

수행

한다

해당

없음

20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섬망에 대해

교육한다.

21
불필요한 물건들이 없도록 환경을

정리한다.

22

할로페리돌 사용 전 부작용 모니터

링을 위해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

한다.

23
가족 사진 등 친숙한 물건을 집에

서 가져와 사용하게 한다.

24
가능한 빨리 기동시키고 활동을 하

도록 한다.

25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한다.

26
입원 이유와 매일의 환자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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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지식 영역

1 섬망의 정의

2 섬망의 원인 및 위험 요인

3 섬망의 증상

4 섬망의 예방법

5 섬망의 예후

6 섬망의 악화요인

중재 영역

7 섬망의 진단 방법

8 섬망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9 섬망의 약물적 중재 방법

10 사례를 통한 섬망 환자 간호

11. 섬망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면 귀하께서 선호하는 교육방법 두 가지를

답해주세요 ( ), ( )

① 온라인 교육

② 소그룹 교육

③ 집단 교육(보수교육 포함)

④ 유인물만 제공

Ⅴ. 섬망 교육 요구도

다음은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섬망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묻는 것입니다. 아

래의 각 교육 내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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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섬망 관련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신규간호사 입사 시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연 1회

④ 2년 이상에 1회

13. 섬망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면 적절한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30분 이하

② 30분 초과 - 1시간 이하

③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④ 2시간 초과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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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섬망 지식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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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섬망 간호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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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IRB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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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of Surgery Ward Nurses and Educational Needs

Choi, Hyeong Ji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Choi, Hye Ran, RN, MP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of surgery ward nurses and their educational

nee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2, 2021 to April 16,

2021 for 206 surgery wards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1. Nurses who had experience of delirious patients were 154 (74.8%).

Importance of delirium nursing was 4.32±0.59 and difficulties in

nursing delirious patients was 4.14±0.78. The necessity for education

on delirium was 4.02±0.64 out of 5, and 54 (26.2%) received

education on delirium. Forty-three (20.9%) responded there was a

delirium screening tool in the department and 40 (19.4%) responded

there was a delirium nursing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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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verage scores were 73.10±10.89 for delirium knowledge,

3.54±0.37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2.95±0.43 for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lirium knowledge among age (F=12.790, p<.001), academic

degree (t=-6.412, p<.001), total clinical career (F=15.761, p<.001),

current clinical career (F=6.506, p=.002), experienced preceptorship

(t=-5.761, p<.001), and experience of education on delirium (t=-4.260,

p<.001).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age (F=3.432, p=.034), academic degree

(t=-3.293, p=.001), and total clinical career (F=4.116, p=.018).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among age (F=6.406, p=.002), academic degree (t=-2.773,

p=.006), total clinical career (F=7.457, p=.001), experienced

preceptorship (t=-3.491, p=.001), and education on delirium (t=-2.072,

p=.040). Although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number of delirious patients within the

last 1 month, post-hoc analysi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F=2.753, p=.044).

3.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lirium knowledge (r=.345,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403, p<.001), and importance of delirium nursing (r=.252, p<.001).

4. The study showed that affecting factors of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β=.335, p<.001),

delirium knowledge (β=.176, p=.010), delirium nursing manual (β=.175

p=.008), and screening tool for delirium (β=.155, p=.029), respectively.

The factors explained 29.3% of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5. The educational needs of delirium averaged 3.40±3.30 out of 4, of

which the delirium knowledge area averaged 3.47±0.41 and the

delirium intervention area averaged 3.49±0.45. As a method of

education, 153 (74.3%) of the subjects preferred online educ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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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referred education period was once a year (62.6%), and

preferred education time was 30 minute-1 hour (52.4%).

In the above findings,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delirium nursing manual, and screening tool were affecting factors in the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of surgery ward nurses. For promoting delirium

nursing performance, nurses' delirium knowledg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eed to be improved by preparing delirium-related resources and

providing educa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needs.

Key words : Nurse, Delirium, Knowledg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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