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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문 초록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알람관리 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2월 2일부터 2

월 28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은 B광역시 소재 2개 상급종합병원, U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과 1개 종합

병원에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집중치료실 간호사 156명으로 U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 후 진행되었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10문항, 알람 관련 특성 7문항, 

알람인식 18문항,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9문항, 알람피로 8문항, 환자안전문화 44문항, 알람관리 활

동 22문항이며 총 1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연구목적에 따라 t-test와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가 10.3%, 여자가 89.7%였으며, 평균연령은 28.89±5.90세로 

20대가 69.2%, 30대가 24.4%, 40대가 6.4%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7.6%, 미혼이 72.4%였다. 학력은 

학사가 78.8%, 전문학사가 16.7%, 석사이상은 4.5%였고, 병원규모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64.1%, 

종합병원 간호사는 35.9%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집중치료실이 48.1%, 외과계 집중치료실이 34.0%, 심

혈관계 집중치료실이 17.9%였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5.83±6.25년으로 3년 미만이 39.7%, 3년에서 5년 

미만이 22.4%, 5년에서 10년 미만이 21.8%, 10년 이상이 16%였다. 집중치료실 근무경력은 평균 

4.54±4.66년으로 3년 미만이 47.4%, 3년에서 5년 미만이 21.2%, 5년에서 10년 미만이 21.2%, 10년 이

상이 10.3%였다. 간호사 한명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평균 2.85±0.64명이었으며, 근무형태

는 3교대가 96.8%, 2교대는 3.2%였다. 최근 1주일 내 신체적으로 느끼는 피로의 정도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7.41±1.43점이었다.

2. 대상자의 알람 관련 특성 중 알람을 유발하는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가 98.1%, 수액주입펌프 96.8%, 

생리학적 모니터 93.6%,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80.1%, 혈액투석기 66.7%였다. 의료장비 알람유발 시 

관리방법으로 알람의 원인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92.3%였고, 알람피로도가 가장 높은 의료장비로는 생리학

적 모니터가 48.8%, 인공호흡기가 24.4%,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가 18.6%, 수액주입펌프는 5.1%였다. 

최근 2년 이내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80.1%가 받았고, 최근 2년 이내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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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은 64.7%가 받았다.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방법은 근무 중 짧은 집중치료실 내 설명

이 76.8%였고, 교육받은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 83.2%, 수액주입펌프 62.4%,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61.6%, 생리학적 모니터 52.8%였다.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방법 역시 근무 중 짧은 집중치료실 내 

설명이 70.3%였고, 교육받은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 79.2%, 수액주입펌프 68.3%,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

비 61.4%, 생리학적 모니터 55.4%였다. 의료장비 알람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37.8%가 경험했으며 그 중 

직접 경험은 10.9%, 간접 경험은 26.9%였다. 경험자 중 67.8%는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된 개선교육이나 

지침변경 등의 피드백을 받았다. 알람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총 5점 만점에 평균 

4.05±0.76점이었다. 

3. 대상자의 알람인식은 총 5점 만점에 평균 3.48±0.30이었다.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1위는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였다. 대상자의 

알람피로는 총 5점 만점에 3.58±0.50이었고, 환자안전문화는 총 5점 만점에 3.39±0.23점이었다. 대상자

의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는 총 4점 만점에 2.66±0.37점이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은 교육정도(F=3.897, p=.022)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피로는 환자안전사고 경험여부(F=3.730, 

p=.02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는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

(t=3.492, p=.001),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유무(t=3.148,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관리 활동은 병원규모(t=-3.482, p=.001), 의료

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t=3.295, p=.001),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유무(t=3.788, p=<.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8. 알람관리 활동은 간호사의 평균 담당 환자 수(r=-.283, p=<.001)와 알람피로(r=-.173, p=.031),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3위인 ‘환자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r=-.283, p=.048)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자안전문화((r=.251, p=.002)와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9위인 ‘알람 소리가 잘 

안 들린다.’(r=.224, p=.005)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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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상자의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는 대상자의 알람 관련 

특성 변수를, 두 번째 단계에는 알림인식과 알람피로를, 세 번째 단계에는 환자안전문화를 입력하여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개별 변수로는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중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

다.’(β=-.254, p=.001), 환자안전문화(β=.174, p=.025), 병원규모(β=.226, p=.028)의 순서로 유의한 설명변

수였으며, 이 변수의 알람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력은 23.0%였다(F=6.773, p<.001, adj.R2=.230).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중지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에 대한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

리 활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중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다.’, 환자안전문화, 병원규

모가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를 줄이고 알람관리 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과 교육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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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의료장비 또한 혁신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복

잡하고 정교하게 변화되고 있다(1). 집중치료실은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간호하고 24시간 집중 감시

와 간호 및 치료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폐쇄된 공간의 특수한 부서로 일반병동에 비해 다양한 첨단 의

료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일반병동은 5.11개 유형의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집중치료

실은 8.22개 유형의 의료장비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었으며(3), 집중치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의

료장비로는 생리학적 모니터, 수액주입펌프,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치, 제세동기, 체온 유지 

장치, 간헐적 공기 압박 장치, 초음파 가습기, 혈액전용 냉장고 등 총 9가지이다(4). 

  집중치료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장비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장비 기능 이상에 대한 시각적이고 청각

적인 알람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5), 이는 즉각적인 처치가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문제 상황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6). 집중치료실에서 발생하

는 알람의 종류는 1983년 6개였으나(7) 2011년에는 40개 이상으로 측정되었고(8), 2015년 국내 연구에서

는 알람 유발 의료장비 32종류에서 총 45개의 알람이 분류되는 등(4) 최근 알람 시스템을 갖춘 의료장비 

종류와 수가 증가하였다. 실제로 집중치료실에서 알람을 유발한 의료장비는 생리학적 모니터,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 요법장치 및 수액주입 펌프였고(9), 국내 대학병원 5개의 성인 집중치료실에서 48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총 2,184건의 알람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타당한 알람은 790건(36.2%), 위양성 알람은 

1,394건(63.8%)이었다(4). 또한 Jeong(9)의 집중치료실 알람 현황 연구에서도 총 184건의 알람 중 타당한 

알람은 74건(40.2%), 위양성 알람은 110건(59.8%)이었다. 

  Healthcare Technology Foundation(HTF)의 의료진 임상 알람 인식에 관한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에

서는 부담스러운 알람이 너무 빈번하다고 생각한 간호사는 2006년 81%(6), 2011년 76%(10), 2016년에는 

87%(11)였다.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위양성 알람 문제

에 75% 이상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고(4), 알람과 관련된 문제 조사에서도 ‘자주 발생

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가 1순위로 여러 연구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로 인식되었다(3,4,9,12,13,14). 이러한 위양성 알람은 알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의료진

이 알람에 반응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고(15), 알람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게 

하면서 민감도를 감소시켜 알람피로를 발생시킨다(16). 알람피로란 의료인들의 업무 중 과도하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위환경에 대한 흥미와 자극이 감소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에 대한 능력이 약화되는 상태

를 말한다(17). Casey(18)는 간호사의 대다수가 알람피로를 방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위양성 알람으로 인한 알람피로는 집중치료실 환자치료에 방해요인으로 보고되어 환자안전

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기 되었다(19). 

  Joint Commission의 Sentinel Event 데이터 베이스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8개

의 알람과 관련된 사건 보고 중 80건은 사망, 13건은 영구적인 기능 상실, 5건은 예기치 않은 추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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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기 입원으로 이어졌으며, 주요 원인은 알람의 부재, 부적절한 알람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알람 신

호가 들리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알람의 설정, 알람이 부적절하게 꺼진 경우였다(16). 실제로 2010년 미국 

메사추세츠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집중치료실에서 환자의 심장박동수 증가와 산소포

화도 저하를 나타내는 알람에 대한 의료진의 늦은 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1시간 후에 발견된 사례가 적

신호 사건으로 보고되었다(20). 국내도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2021년 3월까지 환자안

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의료장비/기구와 관련된 사고는 총 349건이 보고되었고, 총 

349건 중 간호사에 의한 건수는 238건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집중치료실 간호사에 의한 의료장비/기구 관

련 사건은 40건이었다(21).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을 보면, 집중치료실 간호사 중 최소 35.8% 이상이 알

람과 관련된 환자안전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4,12,13,14)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장

비 관련 사고의 건수는 실제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22). 이러한 의료장비의 알람 시스템은 중요하고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무시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인들이 환

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23).  

   의료장비 알람시스템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Cvach(23)는 72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생리학적 모니터의 알람 관리를 위한 15가지 전략을 담은 실무지침을 발표하였고, 2013년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AACN)에서도 의료진이 알람피로를 감소시키고 환자안

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팀 구성과 알람 관리 가이드 개발, 관리 방안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표준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개발을 제시하였다(24). The Joint Commission(TJC)은 2014년 전국 환자

안전 목표에 의료장비의 알람관리를 추가시켰고(13), 2015년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AAMI)는 안전한 알람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25). 이러한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알람관리 활동을 한 결과 위양성 알람과 환자감시장치 알람 발생이 감소하였음이 보고되었다

(26-29). 이처럼 국외에서는 알람관리 중요성을 제시하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실태조사이거나 알람피로에 관한 인식,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중재 조사 등

이며, 환자안전문화가 알람관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된 연구는 없었다. 국내에서는 집중치

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양성 알람과 알람피로 문제를 제시한 연구(4),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인식과 알

람위해 정도 조사 연구(13),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3,12), 집중치료실 의료장비 알람 현황

과 인식, 피로, 알람관리 활동의 관계 연구(9,14), 환자감시 장치의 알람관리 교육 효과를 확인한 중재 연

구(30) 등이 진행되었으나, 국외와 마찬가지로 알람인식과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장비 또한 복잡하고 정교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알람인

식, 알람피로 및 환자안전문화가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알람관리 활동 증진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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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집중치료실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인식, 알람피로 및 환자안전

문화가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알람 관련 특성,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및 알람관리 활동의 차이를 파악한

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알람인식,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와 알람관리 활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의료장비 알람

  의료장비 알람이란 의료장비에 비상 알람장치가 장착되어 환자나 의료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진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31).  

  본 연구에서는 집중치료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설정된 한계 값

을 벗어났을 때 유발되어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청각적, 시각적 알람을 말한다(7).

2) 알람인식  

  알람인식이란 의료진의 결정과 행동이 요구되는 환자 상태나 문제 상황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

키고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의료진의 의료장비 알람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7). 

  본 연구에서는 2011 Healthcare Technology Foundation의 Clinical Alarms Survey(10)에서 개발하

고 Park(13)이 번역, 수정한 일반적인 알람 인식에 관련된 18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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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알람인식의 한 부분으로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 Healthcare Technology Foundation의 Clinical Alarms Survey(10)에서 개발하

고 Park(13)이 번역, 수정한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9개의 문제 

항목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는 1위부터 ‘가장 덜 중요하다’는 9위까지 순위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4) 알람피로(alarm fatigue)

  알람피로란 의료진이 알람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무감각하게 되어 알람을 무시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된

다. 그 결과로 알람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안전한 범위의 한계선을 벗어나 알람을 소거 또는 완전히 제

거하는 등의 모든 반응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32).

  본 연구에서는 A Technology Hazard Survey(1)의 8문항을 Park(13)이 번역, 수정한 것으로 집중치료

실 간호사의 지각된 알람피로를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5)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부서, 

개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행동 패턴을 말한다(33).

  본 연구에서는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34)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HSOPSC) 도구를 Kim et al(64)이 수정, 번역한 환자 안전 설문 조사 

도구로 본 연구에 맞는 어휘로 수정하고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6) 알람관리 활동

  알람관리 활동이란 알람 관련 위해를 완화하고 알람에 대한 반응을 개선하며 효과적인 알람 대응에 대

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인 알람 관리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5).

  본 연구에서는 Han(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알람관리 활동 정도를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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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인식과 피로

  집중치료실은 손상이나 질환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주요 장기의 손상을 최

소화하기 위한 집중 치료가 시행되는 곳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부서이다(36).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장비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면서 집중치료실 내의 

침상 별 알람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4). 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로는 생리학적 모

니터(physiological monitor), 수액주입펌프(infusion pump), 인공호흡기(ventilator), 지속적 신대체 요

법 장치(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체외 심폐 순환기(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간헐적 공기 압박장치(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pulse 

oximeter)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장비에서 끊임없는 다양한 알람이 발생하고 있다(37). 1983년 집중치료실

에서 발생하는 알람의 종류는 6개로 측정되었으나(7) 의료장비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지면서 2011년에는 

4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8). 국내 일개 대학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를 조사한 연구에

서도 알람을 유발하는 장비는 모두 32종류였고, 총 45개의 알람이 분류되었다(4). 

  의료장비 알람이란 의료진의 결정과 행동이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나 문제 상황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켜줌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6). 즉 환자의 상태가 의료장비에 설정된 조건이

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37). 의료장비에 따라 정상

범위가 미리 설정되어 있거나 의료진이 직접 정상범위와 알람의 유발 범위를 설정하기도 하므로 의료진은 

알람을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하고 알람 크기를 조정하는 등의 의료장비에 관한 알람 관리능력이 요구되어

진다(6).  

Healthcare Technology Foundation(HTF)은 5년마다 전국 의료종사자들의 알람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

를 조사하였으며, 2016년에 실시한 조사의 응답자 40%는 집중치료실 간호사였다(11). 그들은 위양성 알람

에 대해 발생 빈도가 높고(87%), 환자 치료를 방해하며(86%), 알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알람을 무

시하거나 꺼 놓도록 만든다(83%)고 인식하고 있었다. 알람시스템에 대한 경험에서는 17%만이 새로운 의

료장비들이 과거 의료장비의 알람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했다고 응답하였고, 알람시스템은 환자의 상태 변

화를 직원에게 경고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식하여(72%) 알람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하지만(49%) 

때로는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34%)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 환자에게 여러 의

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어느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 구별하기가 혼란스럽고(53%), 집중치료실 내 소

음으로 인해 알람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51%)고 하였다. 또한 일부는 중앙 알람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알람 정보를 주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고 있고(53%), 환자의 알람설정 상태를 기록하

는 등 병원 내 알람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68%)고 응답하였다(11).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임상

경험과 환자 상태에 대한 지식과 직관, 알람의 종류와 지속시간은 알람 관련 반응에 영향을 미쳤고(43), 

자주 발생하지 않는 알람이 울리거나 알람 지속시간이 길어질 경우 알람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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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업무량이나 임상적인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알람이 증가할 경우에는 알람에 늦게 반응한다고 

하였다(44).     

  알람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존스 홉킨스 병원(Johns Hopkins Hospital)에서 12일간 알람시스템을 분

석한 결과 1개의 침상 당 1일 평균 350건의 알람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집중치료실은 1일 평균 1개의 

침상 당 771건의 알람이 발생하였다(38). 또한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Mount Sinai Hospital 응급실에

서는 371시간 동안 총 1,762건의 알람이 발생한다고 조사되는 등(39) 간호사들은 알람에 과도하게 노출되

어 있다. 국내의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의료장비 알람을 48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시간당 45.5건의 알람이 발생해 총 2,184건의 알람이 발생하였고, 이 알람 중 1,394건인 63.8%가 위양성 

알람으로 조사되었다(4).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집중치료실에서 48시간 동안 총 184건의 알람이 발생하

였고, 이 중 위양성 알람은 110건인 59.8%였다(9).  

  이러한 위양성 알람은 임상적으로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알람으로(40) Borowski(8)는 집중치

료실 알람현황을 조사한 9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위양성 알람의 비율이 전체 알람의 77.0∼99.3%임을 보

고하였고, Cvach(35)는 72개의 알람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위양성 알람과 임상적으로 중재가 필요하지 않

은 알람의 비율이 80.0∼99.0%임을 보고하였다. 위양성 알람은 환자감시장치 모니터에서 흔히 발생하며, 

이것은 장비의 민감도가 매우 높게 설정되는 대신에 특이도는 낮기 때문에(41) 센서가 부착된 신체부위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산소포화도 저하나 부정맥 알람이 쉽게 발생한다

(42). 그리고 간호행위(position change, suction, mental assesment 등) 및 시술·처치 등의 치료과정,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및 인공호흡기의 측정 오류, 환자 말초 순환 장애, 심전도 noise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26). 잦은 위양성 알람은 'Cry wolf(늑대가 나타났다)' 효과를 일으키는데 간

호사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알람을 위양성 알람으로 생각하고 알람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

게 된다(4). 다수의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간호사는 수많은 알람에 노출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압도적인 수

의 알람으로 인해 쉽게 피로해진다(45). 이처럼 잦은 위양성 알람은 불필요한 업무의 생성과 스트레스의 

상황을 만들어내어 알람에 대한 피로를 유발한다. 

  알람피로란 의료인들의 업무 중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알람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주위환경에 대한 흥미

와 자극이 감소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에 대한 능력이 약화되는 상태를 말하는데(46) 국내 선행연구

에서는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지속되는 알람에 노출되거나, 알람에 빨리 대응해야 하거나, 의료장비 알람 

소리가 지나치게 시끄러울 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였다(47).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의료장비 기술이 발

달할수록 간호사들은 알람에 대해 “계속적이고”, “귀찮고”, “해롭다”라고 묘사하였다(48). 이러한 알람피로

의 결과로 알람 신호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감소하면 잠재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임상 사건이 누락되거나 무시하게 되고 알람 신호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료진의 인식에 

제한이 오게 되어(41) 종종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2). 실제로 집중치료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알람피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93%가 알람피로로 인해 의료장비 알람 장치 사용

을 꺼려하며, 81%가 알람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위양성 알람을 들었다(49).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람 관리에 방해가 되는 요인 중 1위가 위양성 알람으로 조사되었고(4), Han(12), Park(13), Yoo(14)의 알

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조사 연구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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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감소한다.’가 1위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위양성 알람으로 인한 알람피로 외에도 의료진의 성격 

성향이나 정서 상태, 간호 업무량,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 수, 근무 시작시간과 경과시간, 주관적인 업무

량이 알람피로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알람에 반응하는 시간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0). 

최근 국내에서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도를 수량화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매사에 신경이 쓰인다.’, 

‘불안한 기분이 든다.’, ‘짜증이 난다.’라는 항목에 높은 피로도를 보이며 총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69.4점의 중증도 이상의 알람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69.7%가 ‘6개월 

내 알람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고(13), Yoo(14)의 연구에서도 평균 72.68점으로 중증도 이

상의 알람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알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위양성 알람이며, 이러한 위양성 알람은 알람피로를 

유발한다(3,4,9,12,13,14). 알람피로는 인적인 요소, 의료장비와 알람시스템, 부서 내 시스템, 업무프로토콜

의 구성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면적인 문제로(28) 국외에서는 알람피로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알람피로와 관련된 환자 위해 사건들이 보고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효

과적인 알람 관리전략을 내세워 알람피로를 감소시킬 것을 원하는 추세이다(51).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알람인식, 알람피로와 관련하여 보고된 자료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의료장비 알람과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은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상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활동이며 안전

에 대한 기본 욕구와 권리 확보, 의료인의 의무, 법적 규제로 작용하고 안전한 문화 형성의 결과로 발생하

는 환자중심의 의료와 간호를 의미한다(52). 즉, 동일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조, 

과정, 결과 관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의 확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53). 환자안전문화는 보건의료 안전관리에 대한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가치관, 태도, 인식, 행동, 의사결정

의 행동패턴을 말한다(54). 즉, 환자안전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특화된 형태로 조직 구

성원들 사이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유된 인식이다(55). 의료인들이 환자안전을 중요시하고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1999년 미국의학연구소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죽음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환자안

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2010년, 2012년 두 번의 항암제 투여 경로 오류에 따른 사망사

고가 발생하면서 환자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53). 이후 2016년 7월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주

요 목적은 사고 정보수집,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21). 

  2019년 11월 국내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서 의료장비의 미흡한 알람관리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가 보고되었다. 환자감시장치를 적용중이던 환자에게 반복적인 위양성 알람이 울리자 의료진은 알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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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상태로 설정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다음날 nasal cannula를 통해 분당 3L의 산소를 제공받던 폐암

환자에게 재설정없이 그대로 적용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87%로 저하되었으나 알람이 비활성화된 사

례가 보고되었다(21). 국외에서는 2010년 미국의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 집중치료

실에 입원한 60대 환자가 오후 5시경부터 빈맥과 빈호흡,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환자의 호흡이 

멈출때까지 알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중재가 취해지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Boston Globe에 기사화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알람 유발 위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동시에 알람피로에 인한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20). 

  의료분야의 품질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The Joint Commission(TJC)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된 98개의 사건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 80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가 13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 재원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5건이었다

(16). 이 사건들의 주요 원인은 알람의 부재, 부적절한 알람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알람 신호가 들리지 않

았거나, 알람이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알람이 부적절하게 꺼진 경우였다(16). 이외에도 알람과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는 알람피로, 개별 환자에게 맞지 않은 알람설정, 장비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직원 교육, 알

람신호 지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력배치, 다른 의료장비와 통합되지 않은 알람 설정, 의료 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이었다.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의 Manufacturer and User Facility 

Device Experience(MAUDE) 데이터 베이스에도 2005년 1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566건의 알람과 관

련된 환자사망이 보고되었고,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MAUDE 데이터 베이스를 검토한 결과에

서도 73건의 알람 관련 사망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33건은 생리학적 모니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ECRI)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진료를 위한 절차 또는 기법과 

이와 관련된 의료장비나 의약품기술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미국의 민간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매

년 특별한 위해관리가 필요한 10대 건강관리 기술을 짧은 보고서 양식으로 발표한다. 2012년 ECRI에서 

발표한 10대 건강관리 기술 위험은 “알람 위해”가 1위였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며 알람에 대

해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환자안전과 관련된 알람 관리의 중요성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19,56,57). TJC 역

시 알람과 관련하여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리더십과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2014년 전국환자안전목표에 의료장비의 알람관리를 추가시켰고(12), Graham & Cvach(26)는 

병원조직 차원에서 간호 관리자, 안전 담당자, 의료와 안전 감독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전 프로그램팀을 

구성하고 알람과 관련된 환자안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알람 우선순위에 따른 표시방법과 환자상태

에 맞는 개별적인 알람범위 설정, 알람 교육의 표준화 등 위양성 알람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조직차

원의 안전문화 관리로 알람 관련 문제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의료장비 알람이 환자안전을 위

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다학제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   

  국내도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2021년 3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의료장비/기구와 관련된 사고는 총 349건이 발생·보고되었고, 위해정도에 따른 보

고는 위해 없음이 190건,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경우가 98건, 일시적 손상 또는 부작용의 경우가 

45건, 장기적 손상 또는 부작용이 5건, 영구적 손상 또는 부작용이 1건, 사망한 경우가 10건이었다. 총 

349건 중 간호사에 의한 건수는 238건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집중치료실 간호사에 의한 의료장비/기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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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건은 40건이었다(21). Sendelbach et al(22)은 의료장비의 알람 시스템은 중요하고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무시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의료장비 규범상 병원이 의

료장비와 관련된 사고와 부상을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와 관련된 사고의 건수는 엄청나게 과

소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국내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역시 자율보고에 의한 시스템임을 감안

한다면 보고되지 않은 많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함을 추정할 수 있다(58). 그러나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의료장비/기구 관련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보고되는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간과하지 않고 지속

적인 관리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로 환자안전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53). 이러한 간호사의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은 환자안전 활동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59) 안전한 간호활동의 수행정

도를 높인다(60).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의 피로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활동의 정

도가 낮아지고(61),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3,12). 즉 의료장비 알람 관리는 환자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12) 본 연구는 환

자안전문화를 측정하여 알람관리 활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

  의료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의료장비의 결점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면 현재는 증가된 의료장

비가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알람의 양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4). 의료장비 알람관리는 문화, 업

무, 의료진의 업무흐름, 기반시설, 기술 등에 시스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25) 알람과 관련된 위해

를 줄이고 알람에 대한 반응을 재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방법으

로 접근해야한다(35). 이는 감시 장치의 유용성, 간호의 단위, 간호사, 정책, 교육적인 요소가 관련된 복잡

한 과정으로(63) 의료장비의 알람을 다룰 때에는 조직의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는 알람관리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19). 무엇보다도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기

도 하지만(64) 의료장비 알람관리는 임상경험의 수준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조건 없이 습득되는 간단한 기

술이 아니며(35), 집중치료실 역시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생명에 직결되는 간호활동이 많은 특수한 환경이

므로 의료장비 알람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Cvach(41)는 72개의 문헌을 분석하여 모니터의 알람 관리를 위한 15가지 전략을 담은 실무지침을 발표

하였다. 첫째는 기술적인 접근 방법으로 의료장비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smart alarm을 사용하여 알람피

로의 감소, 무의미한 알람수 감소, 표준화된 알람 적용, 일반적 알람과 장지 고장시 알람의 차별)이고, 둘

째는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알람을 감소하는 방법(다학제간 알람 관리 위원회 구축, 병원 실정을 반영한 

알람 설정 및 대응 프로토콜 구축, 실제로 중재할 알람 범위 설정, 알람 반응시간을 고려한 직무모형 구

축, 알람 전달이 가능한 다양한 이동식 기기 도입, 의료장비 알람 장치 작동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

인 교육, 환자와 의료진의 스트레스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의료진이 실무에 

직접 활용할 방법(직접간호 시행 시 알람 소거키 활성화, 환자의 개별화된 알람 범위 설정, 주기적 

electrodes 교환과 피부간호, 환자 알람에 관한 특이점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기)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AACN(51)에서도 의료진이 알람피로를 감소시키고 환자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양성 알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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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전략으로 알람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팀 구성과 알람관리 가이드 개발, 심전도 전극의 주기

적 또는 필요시 교환,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피부를 씻고 거즈나 거친 천으로 닦는 적절한 피부 관리, 산

소포화도 측정 시 일회용 또는 접착성 감지기 사용, 필요할 경우 알람 반응 속도 조절, 의료장비 알람의 

초기설정 범위 결정, 위양성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치료시행 전 알람의 일시적 음소거하는 문화 고려, 

그리고 관리 방안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표준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AAMI(25) 역시 안전한 알람관리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방안에는 경영자가 알람관리를 

위한 다학제 팀을 운영하고, 꾸준한 자료의 축적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향상을 위해 개선 효과를 평가하

고 조정하며, 알람관리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직원의 역량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

인 알람관리 교육과 개선사항 유지 및 확대를 시행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춘 초기설정 범위를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실무지침등을 근거로 하여 Sowan(63)은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심장모니터와 관련된 관행

을 연구하여 24시간마다 전극을 교환하는 간호사는 51%, 필요시 전극을 교환하는 간호사는 23%로 조사

되었고, 간호사의 50% 이상이 심장모니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raham & Cvach(26)는 간

호사에게 환자감시장치 작동 방법과 환자 상태에 따라 알람을 설정하도록 교육하여 환자감시장치 알람을 

43% 감소시켰고, 환자들에게 부착된 전극을 매일 교환하고,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천으로 닦는 중재로 위

양성 알람을 60% 감소시켰음을 보고하며 적절한 환자감시장치 전극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위양성 알람

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Kinghorn(66)도 환자감시장치의 불필요한 알람을 비활성화 시키도록 알람 초

기 설정 값을 변경하여 위양성 알람을 32%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2006년 국외의 알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알람건수 16953개에서 낮은 산소포화도와 관련된 알람은 1685건인 9.94%로 의료장비 중 4위를 차

지하였고 이것은 알람건수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산소포화도 모니터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Welch(28)

는 10개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3,200만개의 산소포화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낮은 산소포화도의 알람 임계값을 90%에서 88%로 낮추면 알람이 45% 감소함을, 90%에서 85%로 낮추면 

알람이 75% 감소함을 조사함으로써 근거 기반을 바탕으로 위양성 알람으로 인한 알람피로를 줄이는 방법

을 연구하였다. Brantley(29)는 내과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알

람 설정을 교육하여 매일 모니터링되는 낮은 산소포화도의 알람이 환자 당 502개에서 306개로 39% 감소

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Paarlberg(67)는 알람관리 중재가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와 같은 알람과 

기계적 오류의 알람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부정맥과 관련된 알람은 36%에서 54%로 증가되는 결과를 

보고하며 다양한 알람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알람관리 활동의 영향요인으로 알람 관련 안전사고 경험이 있을수록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가 적

을수록, 알람정책 수립, 환자안전문화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이 긍정적임을 보고하였고(12), 알람관리 교육

을 시행한 결과로 알람관리에 대한 활동의 정도가 증가하고, 위양성 알람은 감소했으며, 알람피로도 유의

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30).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의료장비 중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은 ‘정확한 용량 주입이 필요한 약물에만 수액주입펌

프를 사용한다.’였고, 가장 낮은 활동을 보인 항목은 ‘전극의 부착부위 피부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는다.’

로 보고되었다(9). 최근에는 환자감시장치의 사용과 알람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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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되었다(65).

  이처럼 국외에서는 이미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알람관리 중요성을 제시하고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실태조사이거나 알람피로에 대한 인

식, 의료장비 알람에 관한 중재 조사등이며 환자안전문화가 알람관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되 연구는 없었다. 이것은 국내 역시 마찬가지이며 알람인식과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알람인식, 알람피로 및 환자안전문화가 알람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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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62명이 

대상이며, 질문지의 내용을 읽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사이다.

1) 선정기준

A. 성인 집중치료실 간호사

B. 설문지 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A. 관리자급의 집중치료실 간호사

B. 신규 프리셉터 교육과정인 집중치료실 간호사

C. 소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D. 병동 내 집중감시실 간호사

  본 연구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1.9.7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0.9, 다

중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f2).15, 선행연구(3,12,41)에 근거한 예측요인 8개(성별, 근무부서, 집중치료실 

근무경력, 평균 담당 환자 수, 알람 관련 안전사고 경험,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36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6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자는 15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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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근무부서, 총 근무경력, 집중치료실 근무경력,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 근무 형태, 최근 1주일 내 신체적 피로정도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람 관련 특성은 알람 유발 의료 장비의 종류, 알람 유발 시 관리방법, 알람피로도가 가장 높은 의

료장비, 최근 2년 이내 의료장비 사용방법과 알람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여부, 알람 관련 정기교육 요구

도, 알람 관련 환자안전사고 경험 유무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알람에 대한 인식 

  2011 Healthcare Technology Foundation의 Clinical Alarms Survey(10)를 한국어 버전으로 수정, 

보완한 Park(1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mail로 두 저자의 동의를 받았고,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위양성 

알람차원과 개인적 차원, 알람관리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59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588이었다.  

3)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2011 Healthcare Technology Foundation(10)에서 개발하고 Park(13)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e-mail로 두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된 문제로 간호사가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문제 9개 항목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의 1위부터 ‘가장 덜 중요하다’의 9위까지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4) 알람피로

  A Technology Hazard Survey(1)의 8문항을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Park(13)에게 

e-mail로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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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는 미국 AHRQ(25)에서 개발한 HSOPSC 도구를 Kim et al(26)이 

수정·번역한 환자의 안전 설문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AHRQ에서는 본 도구를 특별한 허가를 거치지 않

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도구 번역자인 Kim(26)에게는 e-mail을 통해 도구사용의 허가를 

받았다. 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원/병동의 근무환경 18문항, 직속상관/관리자의 

안전인식 4문항, 간호사 의사소통절차 6문항, 의료 과오 보고 빈도 3문항, 병원환경 11문항, 근무지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 1문항, 지난 12개월 동안 보고된 사고 횟수 1문항으로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42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 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 문항은 ‘아주 나쁘다’ 1점, ‘나쁘다’ 2점, ‘받아들일만하다’ 3점, ‘훌륭하다’ 4점, ‘아

주 훌륭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총 44문항 중 지난 12개월 동안 보고된 사고 횟수 1문항을 제외한 43

문항으로 점수를 측정하여 범위는 최저 43점에서 최고 2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AHRQ(25)에서 도구 개발 당시 전체 Cronbach’α = .770, Kim 

et al(26)의 연구에서  Cronbach’α= .91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α=.736으로 나타났다. 

6) 알람관리 활동

  Han(12)이 개발한 알람관리 활동 측정을 위한 도구를 e-mail로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의료 장비별 알람 발생 시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실제 수행을 측정하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 관리전략이 아닌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가끔 한다’ 2점, ‘자주 한다’ 

3점, ‘항상 한다’ 4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알람관리 활동이 높음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784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B광역시 소재 2개 상급종합

병원과 U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 1개 종합병원의 간호부에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간호부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목적을 이야기하고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10~15분 소요되었으며, 완료된 설문지를 개별 봉투에 담아 밀봉한 채로 회수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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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이전에 U시 소재 U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1040968-A-2020 

-021) 및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하고자 하는 병원의 

간호부 교육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허락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설문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에 따르는 이익이나 해로움,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오직 연구 목적으로 사용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설문지에 첨부하여 직접 서명이나 날인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의 내용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익명보장,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지와 분

석 자료는 별도의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 본 연구자 외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고 보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는 종이 문서는 파쇄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알람 관련 특성,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활동은 실수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활동의 차

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환자수, 알람인식,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단계

로는 알람 관련 특성 변수를, 두 번째 단계로는 알람인식과 알람피로 변수를, 세 번째 단계로는 환자안

전문화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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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은 남자가 10.3%, 여자가 89.7%로 여자가 대부분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8.89±5.90세로 20대가 

69.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4%, 40대가 6.4%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7.6%, 미혼이 72.4%였다. 

학력은 학사가 78.8%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사가 16.7%, 석사이상은 4.5%였고, 병원규모에 따른 상급종

합병원 간호사는 64.1%, 종합병원 간호사는 35.9%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집중치료실이 48.1%, 외과계 

집중치료실이 34.0%, 심혈관계 집중치료실이 17.9%였고, 총 임상경력은 평균 5.83±6.25년으로 3년 미만

이 39.7%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5년 미만이 22.4%, 5년에서 10년 미만이 21.8%, 10년 이상이 16%였

다. 집중치료실 근무경력은 평균 4.54±4.66년으로 3년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5년 미만이 

21.2%, 5년에서 10년 미만이 21.2%, 10년 이상이 10.3%였다. 간호사 한명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환자

의 수는 평균 2.85±0.64명이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96.8%로 대부분이었고 2교대는 3.2%였다. 

표 1.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 156)

특성 범주 n(%) Mean±SD

성별 남자 16(10.3)

여자 140(89.7)

나이 20대 108(69.2)

28.89±5.9030대 38(24.4)

40대 10(6.4)

결혼상태 기혼 43(27.6)

미혼 113(72.4)

학력 전문학사 26(16.7)

학사, RN-BSN, 방통대졸업 123(78.8)

석/박사 (과정포함) 7(4.5)

병원규모 상급종합병원 100(64.1)

종합병원 56(35.9)

근무부서 내과계 75(48.1)

외과계 53(34.0)

심혈관계 28(17.9)

총 임상경력(년) < 3 62(39.7) 5.83±6.25

3~5 35(22.4)

5~10 34(21.8)

≥10 25(16.0)

집중치료실 근무경력(년) < 3 74(47.4) 4.54±4.66

3~5 33(21.2)

5~10 33(21.2)

≥10 16(10.3)

평균 담당 환자 수(명) 2.85±0.64

근무형태 3교대 151(96.8)

2교대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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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 관련 특성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알람을 유발하는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가 9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액주입펌프 96.8%, 생리학

적 모니터 93.6%,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80.1%, 혈액투석기 66.7%의 순이었고, 기타는 5.1%로  

DVT(Deep Vein Thrombosis) sleeve기, ACT(Activated Clotting Time)기, High-Flow, defibrillator, 

warmer기 등이었다. 의료장비 알람 유발 시 관리방법으로는 92.3%가 ‘알람의 원인을 해결한다.’라고 응

답하였으며, 알람피로도가 가장 높은 의료장비로는 생리학적 모니터가 46.8%로 가장 많았고, 인공호흡기

가 24.4%,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가 18.6%, 수액주입펌프는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80.1%가 받았고, 최근 2년 이내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은 

64.7%가 받았다.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방법으로는 근무 중 짧은 집중치료실 내 설명이 76.8%로 

가장 많았고, 교육받은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 83.2%, 수액주입펌프 62.4%,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61.6%, 생리학적 모니터 52.8%였고, 기타는 8.8%로 ABGA 검사 기계, 초음파 가습기 등이었다.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방법 역시 근무 중 짧은 집중치료실 내 설명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받은 의료장

비는 인공호흡기 79.2%, 수액주입펌프 68.3%,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61.4%, 생리학적 모니터 55.4%

였다. 의료장비 알람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37.8%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직접 경험은 10.9%, 

간접 경험은 26.9%였다. 경험자 중 67.8%는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된 개선교육이나 지침변경 등의 피드백

을 받았음을 응답하였다. 알람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그렇다’ 29.5%, ‘그렇다’ 

48.1%로 총 5점 만점 중 4.05±0.7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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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 관련 특성 (N= 156)

특성 범주 n(%)

알람을 유발하는 의료장비† 생리학적모니터 146(93.6)

수액주입펌프   151(96.8)

인공호흡기   153(98.1)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125(80.1)

체온유지장치 50(32.1)

체외 심폐 순환기 58(37.2)

초음파 가습기 10(6.4)

혈액투석기  104(66.7)

기타(DVT sleeve, ACT기, High-Flow, defibrillator, warmer기등) 8(5.1)

알람 관리방법
알람의 원인 해결             144(92.3)

2분 알람 음소거  3(1.9)

일부 알람을 완전히 비활성화   3(1.9)

알람의 설정을 높거나 낮게 설정 6(3.8)

알람피로도가 가장 높은 

의료장비

생리학적모니터 73(46.8)

수액주입펌프   8(5.1)

인공호흡기   38(24.4)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29(18.6)

체외 심폐 순환기 4(2.6)

혈액투석기  4(2.5)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유무 예 125(80.1)

아니오 31(19.9)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내용† 생리학적모니터 66(52.8)

수액주입펌프   78(62.4)

인공호흡기   104(83.2)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77(61.6)

체온유지장치 35(28.0)

체외 심폐 순환기 26(20.8)

혈액투석기  23(18.4)

기타 (초음파 가습기, ABGA검사기계 등) 11(8.8)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방법†

온라인 22(17.6)

오프라인강의식 50(40.0)

근무 중 짧은 중환자실 내 설명 96(76.8)

프리셉터 48(38.4)

기타 5(4.0)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유무

예 101(64.7)

아니오 55(35.3)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내용†

생리학적모니터 56(55.4)

수액주입펌프   69(68.3)

인공호흡기   80(79.2)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62(61.4)

체온유지장치 27(26.7)

체외 심폐 순환기 17(16.8)

혈액투석기  20(19.8)

기타 (초음파 가습기 등) 8(7.9)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방법†

온라인 18(17.8)

오프라인강의식 38(37.6)

근무 중 짧은 중환자실 내 설명 71(70.3)

프리셉터 44(43.6)

기타 4(4.0)

환자안전사고 경험여부† 직접경험 17(10.9)

간접경험 42(26.9)

없다 97(62.2)

안전사고 경험 시 개선교육 

여부 (경험있음 n=59)

예 40(67.8)

아니오 19(32.2)

알람 관련 정기 교육의 필요성
4.05±0.76

그렇지 않다 3(1.9)

보통이다 32(20.5)

그렇다 75(48.1)

매우그렇다 46(29.5)
†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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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인식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관련 알람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참고표1)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인식은 총 90점 만점에 평균 62.17±5.33점, 총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3.48±0.30점이었다. 

  위양성 알람에 대한 인식 영역은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가 3.57±0.78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3.22±0.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차원의 알람인식 영역은 ‘의료장비 알람의 목적은 간호사에게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

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위함이다.’가 4.62±0.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2.73±1.04점으로 가장 낮았다. 

  알람관리 차원의 인식영역은 ‘중앙 알람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간호사(책임자)가 알람정보를 주고 간호

사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다.’가 3.39±0.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 내 환자의 알람 설정 상태를 기

록하도록 되어있다.’는 2.68±1.07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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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인식 (N=156)

항목 M±SD

위양성

알람

차원

1.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 3.57±0.78

2.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된다. 3.22±0.93

3.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간호사가     

    알람을 무시하거나 꺼 놓도록 만든다.
3.46±0.96

개인

인식

차원

4. 의료장비 알람의 목적은 간호사에게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다.
4.62±0.51

5. 시각적/청각적 알람은 위험성에 따라 구별 되어져야 한다. 4.29±0.67

6. 시각적/청각적 알람은 의료장비에 따라 구별 되어져야 한다. 4.26±0.67

7. 알람은 다양한 감각(청각, 시각 등)을 통해 간호사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4.42±0.57

8. 현재 알람은 환자상태 반영에 적절하다. 3.51±0.68

9.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73±1.04

10. 간호사는 알람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4.24±0.63

11. 지금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알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 알람을 일으킨 장비를

    구별해 낼 수 있다.
3.62±0.85

12. 한 환자가 여러 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어느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를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2.90±0.99

13. 집중치료실 내 소음으로 인해 알람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2.87±1.00

알람

관리

차원

14. 현재의 의료장비들은 알람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복잡하다. 2.80±0.94

15. 새로운 의료장비(3년이내)들은 과거 의료장비의 알람 관련 문제점이 보완되었다. 3.09±0.68

16. 병원 내 알람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 3.05±0.89

17. 병원 내 환자의 알람 설정 상태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2.68±1.07

18. 중앙 알람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간호사(책임자)가 알람정보를 주고 간호사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다.
3.39±0.93

합계 3.4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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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참고표2)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9위까지 순위를 부여하도

록 하였으며, 평균에 대한 순위의 측정은 각 9가지 항목에 부여된 순위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측정하였고, 

평균값이 낮은 순으로 1위부터 9위까지 부여하였다.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

위는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였고, 2위는 ‘알람을 

해결하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3위는 ‘환자 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하게 의존한

다.’였다. 반면에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9위는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다.’였고, 8위는 ‘알람은 적

절하게 설정하기 어렵다.’였다.    

표 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N=156)

  항목
평균

순위

순

위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 3.38 1

  알람을 해결하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4.51 2

  환자 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4.80 3

  알람 발생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4.92 4

  알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5.16 5

  의료장비 외에 다른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한다. (예: 전화 벨소리, call bell등). 5.36 6

  어떤 의료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5.38 7

  알람은 적절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5.48 8

  알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6.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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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관련 알람피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참고표3)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관련 알람피로를 측정한 결과 총 40점 만점에 28.63±3.97점, 총 5점 만

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3.58±0.50점이었다. 알람피로의 결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위양성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킨다.’로 평균 3.80±0.83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양성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와 ‘위양성 알람은 간호사에게 알람에 대한 무반응을 야기시킨다.’가 각각 평균 3.69±0.72점, 

3.68±0.84점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의료장비 알람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야기시

킨다.’로 평균 3.40±0.89점이었다. 

표 5.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                                                      (N=156)

항목 M±SD

1. 위의 알람피로 정의에 근거하여 과거 6개월 내 알람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 3.41±1.03

2. 위양성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 3.69±0.72

3. 위양성 알람이 환자 간호에 방해가 된다. 3.59±0.85

4. 위양성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3.80±0.83

5. 위양성 알람은 간호사에게 알람에 대한 무반응을 야기시킨다. 3.68±0.84

6. 위양성 알람을 줄이기 위하여 알람 셋팅을 잘 할 수 있다. 3.42±0.85

7. 의료장비 알람에 대해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3.63±0.83

8. 의료장비 알람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야기시킨다. 3.40±0.89

합계 3.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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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는 총 215점 만점에 평균 145.57±9.71점, 5점 만점으로 환

산하여 평균 3.39±0.23점으로 보통보다 높았다.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직속상관/관리자의 안전인

식 영역이 20점 만점에 평균 15.60±1.99점, 5점 만점에 3.90±0.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의 의사

소통 절차영역이 30점 만점에 평균 21.22±3.10점, 5점 만점에 3.54±0.52점, 의료과오 보고의 빈도 영역

이 15점 만점에 평균 10.41±2.29점, 5점 만점에 3.47±0.76점으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높았다. 병원

환경 영역에 대한 점수는 55점 만점에 35.85±3.75점, 5점 만점에 3.26±0.3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6.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N=156)

    범주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Range M±SD
Average 

M±SD

    1. 병원/병동 근무환경 18 50.00 72.00 1~5 59.07±3.92 3.28±0.22

    2. 직속상관/관리자의 안전인식 4 11.00 20.00 1~5 15.60±1.99 3.90±0.50

    3. 간호사의 의사소통 절차 6 11.00 29.00 1~5 21.22±3.10 3.54±0.52

    4. 의료 과오 보고 3 6.00 15.00 1~5 10.41±2.29 3.47±0.76

    5. 병원환경 11 27.00 48.00 1~5 35.85±3.75 3.26±0.34

    6.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 1 2.00 5.00 1~5 3.41±0.59 3.41±0.59

환자안전문화 Total(1~6) 43 121.00 173.00 1~5 145.57±9.71 3.3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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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의 문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병원/병동의 근무환경 영역에서는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 도와준다.’ 문항이 평균 4.26±0.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팀으로 함께 일한

다.’ 문항이 평균 4.08±0.53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문항은 ‘이 병동과 한 팀이 바빠질 때는 

다른 팀이 도와준다.*’로 평균 2.31±0.89점이었다. 

  직속상관/관리자의 안전인식 영역은 ‘나의 직속상관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을 해도 그냥 지나친다.*’ 문항이 평균 4.37±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의 직속상관은 정해진 안전 절차

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격려의 말을 해준다.’ 문항이 평균 3.67±0.69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절차 영역은 ‘병동의 직원들은 사건보고를 근거로 변화된 사항들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다.’문항이 평균 3.83±0.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록 상관과 의견이 다를 때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한

다.’ 문항이 평균 3.28±0.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 과오 보고의 빈도 영역은 ‘환자에게 해가 끼진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자주 보고가 된다.’ 문항이 

평균 3.81±0.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실수를 저

질렀을 경우 자주 보고가 된다.’ 문항이 평균 3.37±0.90점, ‘실수를 저질렀을 때나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

능성이 없을 때 자주 보고가 된다.’ 문항이 평균 3.22±0.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환경 영역은 ‘다른 병동에서 파견 온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쾌한 경우가 있다.*’ 문항이 평균 

3.63±0.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병원 경영진은 잘못된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환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로 평균 2.95±0.8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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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세부 항목 (N=156)

범주 항목 M±SD

병원

/ 병동

근무

환경

1.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 도와준다. 4.26±0.48

2. 병동에서는 주어진 업무량을 다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이 있다. 2.79±0.89

3.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팀으로 함께    
    일한다.

4.08±0.53

4.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3.94±0.56

5.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다. 3.65±0.74

6.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91±0.66

7.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2.69±0.89

8. 병동의 직원들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2.45±0.81

9. 병동에서는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3.01±0.89

10. 병동에서 더 심각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3.49±0.95

11. 이 병동과 한 팀이 바빠질 때는 다른팀이 도와준다.* 2.31±0.89

12. 사고가 보고 될 때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직원이 초점이 되는 것 같다. 3.19±0.97

13.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측정한다. 3.49±0.71

14. 병동의 직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위기 상황인 것처럼”   
   일하고 있다.*

2.56±0.97

15.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일은 없다. 3.45±0.85

16. 병동의 직원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개인기록에 남을까봐 두려워한다.* 2.89±0.94

17. 병동은 환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3.31±0.89

18. 병동의 절차나 시스템은 과실예방에 도움이 된다. 3.59±0.68

직속상관

/ 관리자

안전의식

19. 나의 직속상관은 정해진 안전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격려의 말을 해준다. 3.67±0.69

20. 나의 직속상관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시 위해서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3.74±0.67

21.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나의 직속상관은 지름길을 택해서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만을 원한다.* 3.83±0.87

22. 나의 직속상관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도 그냥 지나친다.* 4.3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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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세부 항목 (계속) (N=156)

범주 항목 M±SD

간호사의 

의사소통

절차

23. 병동의 직원들은 사건보고를 근거로 변화된 사항들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3.83±0.62

24.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3.54±0.69

25. 비록 상관과 의견이 다를 때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28±0.78

26. 병동의 직원들은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한다. 3.33±0.74

27. 병동에서는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직원들이 의논을 한다. 3.75±0.61

28. 무엇인가 옳지 않다고 보일 때에 병동의 직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린다.* 3.50±0.77

의료과오

보고

29. 환자에게 해가 끼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자주 보고가 된다. 3.81±0.79

30. 실수를 저질렀을 때나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주 보고가 된다. 3.22±0.99

31.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자주      
   보고가 된다.  

3.37±0.90

병원환경

32.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3.39±0.78

33. 병동 간에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3.58±0.81

34. 환자를 한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전실 시킬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 3.06±0.82

35. 같은 일을 해야 할 때, 병동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3.42±0.73

36. 근무 인수인계를 할 때, 환자 진료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종종 누락된다.* 3.15±0.79

37. 다른 병동에서 파견 온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쾌한 경우가 있다.* 3.63±0.98

38. 부서간의 정보를 교환할 때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2.99±0.73

39.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3.12±0.80

40. 병원 경영진은 잘못된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환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2.95±0.86

41. 병동들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 3.42±0.65

42. 병원의 간호사 교대근무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다.* 3.14±0.91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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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평가와 지난 12개월 동안 보고된 사고 횟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환자 안전에 대한 평가는 평균 평점 3.41±0.59점으로 ‘받아들일만하다’가 60.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

다. 지난 12개월 동안 보고된 사고 횟수는 1~2회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3~5회가 10.9%, 6~10회가 

4.5%, 11~21회와 21회 이상이 각각 0.6%로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51.3%가 사고 보고를 하였다고 응답하

였다. 

표 8.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평가와 보고된 사고 횟수 (N=156)

범주 항목 N % M±SD

환자안전평가 나쁘다 2 1.3 3.41±0.59

받아들일만하다 94 60.3

훌륭하다 54 34.6

아주 훌륭하다 6 3.8

보고된 사고 횟수 없다 76 48.7 1.76±0.94

1~2회 54 34.6

3~5회 17 10.9

6~10회 7 4.5

11~20회 1 0.6

21회 이상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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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은 총 88점 만점에 평균 58.49±8.12점,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

균 2.66±0.37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4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생리학적 모니터 2.22±0.31점, 산소포

화도 모니터 2.83±0.61점, 인공호흡기 2.91±0.66점, 모든 의료장비 3.08±0.62점이었다. 

  

표 9.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 (N=156)

   범주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Range M±SD
Average

M±SD

    1. 생리학적 모니터 11 12.00 28.00 1~4 19.96±2.83 2.22±0.31

    2. 산소포화도 모니터 4 5.00 16.00 1~4 11.31±2.42 2.83±0.61

    3. 인공호흡기 3 5.00 12.00 1~4 8.73±1.98 2.91±0.66

    4. 모든의료장비 6 10.00 24.00 1~4 18.50±3.69 3.08±0.62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 Total 22 40.00 77.00 1~4 58.49±8.12 2.6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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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에 대한 문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참고표4) 

  생리학적 모니터 영역에서는 ‘알람 범위(limit)를 초기설정(default)으로 둔다.*’와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는다.*’의 문항이 각각 평균 2.77±0.83점, 2.77±0.78점으로 가장 활동이 많았고, 

‘wave가 지저분하면 가장 먼저 전극과 연결된 전선이나 모니터를 확인한다.*’가 평균 1.42±0.61점으로 활

동이 적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 영역에서는 ‘산소포화도 센서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교체한다.’가 평균 3.43±0.71점으

로 활동이 많았고, ‘필요한 경우 알람이 작동되는 속도를 15초 지연시킨다.’는 평균 2.13±1.09점으로 활동

이 적었다. 

  인공호흡기 영역에서는 ‘간호활동 수행 전에 일시적으로 음소거한다.(예:suction시)’가 평균 3.06±0.98

점으로 활동이 가장 많았고, ‘알람 볼륨을 집중치료실에서 잘 들리도록 조절한다.’는 평균 2.76±1.04점으

로 활동이 가장 적었다. 

   모든 의료장비 영역에서는 각 문항 중 ‘정확한 용량 주입이 필요한 약물에만 infusion pump를 사용한

다.’가 3.44±0.82점으로 전제 알람관리 활동 중 가장 많았고, ‘인수인계 시간에 알람의 종류와 빈도, 범위 

설정에 대해 상의한다.‘가 평균 2.51±0.97점으로 활동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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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 정도 (N=156)

범주 항목 M±SD

생리

학적

모니터

1. 알람 범위(limit)를 초기설정(default)으로 둔다.* 2.77±0.83

2. 매일 전극(electrode)을 교체한다. 2.21±0.66

3.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는다.* 2.77±0.78

4.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물과 비누로 씻는다. 1.49±0.76

5. 근거에 기반하여 환자에게 맞는 적정 알람 한도만 사용한다. 
   (예: 만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irregular rhythm’ 알람 사용 안함)

2.17±0.84

6. 근무 시작 후 1시간 내에 알람 범위를 변경한다. 1.84±0.82

7. 환자의 활력징후가 변할 시 알람 범위를 변경한다. 2.62±0.89

8. wave가 지저분하면 가장 먼저 전극과 연결된 전선이나 모니터를 확인한다.* 1.42±0.61

9. 특정 환자군에게 맞도록 알람의 초기설정 범위를 변경한다. 2.67±0.89

산소

포화도

모니터

10. 개별적인 환자의 값에 기반하여 알람 범위를 설정한다. 2.72±0.86

11. 재사용 센서보다 접착력 있는 일회용 센서를 사용한다. 3.02±1.02

12. 필요한 경우 알람이 작동되는 속도를 15초 지연시킨다. 2.13±1.09

13. 센서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교체한다. 3.43±0.71

인공

호흡기

14. 개별적인 환자의 값에 기반하여 알람 범위를 설정한다. 2.91±0.88

15. 간호활동 수행 전에 일시적으로 음소거한다. (예:suction시) 3.06±0.98

16. 알람 볼륨을 집중치료실에서 잘 들리도록 조절한다. 2.76±1.04

모든

의료

장비

17. 정확한 용량 주입이 필요한 약물에만 infusion pump를 사용한다. 3.44±0.82

18. 근무 시 의료장비의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3.17±0.97

19. 알람 관련 문제나 사건 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3.27±0.82

20. 근무 시 의료장비의 알람 범위를 확인한다. 　 2.85±0.95

21. 인수인계 시간에 알람의 종류와 빈도, 범위 설정에 대해 상의한다. 2.51±0.97

22. 알람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의 비정상 수치에 대해 의사에게 보고한다. 3.26±0.74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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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의 차이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

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표 11)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인식은 교육정도(F=3.897, 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

육정도에서 학사는 3.51±0.30점, 전문학사는 3.36±0.25점으로 학사가 전문학사보다 알람인식이 상대적으

로 더 높았다.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는 환자안전사고 경험여부(F=3.730, p=.02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는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t=3.492, p=.001), 의료장비 알람관

리 방법 교육 유무(t=3.148,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문화는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유경험은 평균 3.41±0.24점, 무경험은 평균 3.29±0.14

점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환자안전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유경험이 평균 3.43±0.23점, 무경험이 평균 3.31±0.19점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환자안전문화 수준이 더 높았다.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은 병원규모(t=-3.482, p=.001),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

(t=3.295, p=.001),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유무(t=3.78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원규모에서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73±0.37점, 종합병원은 2.53±0.32점으로 종합병원의 간호사

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유경험

이 평균 2.71±0.34점, 무경험이 평균 2.47±0.41점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교육 경험이 있는 경

우가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유경험이 평균 

2.74±0.34점, 무경험이 평균 2.51±0.38점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알람

관리 활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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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반적&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의 차이 (N= 156)

특성 범주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자 3.47±0.32 -0.167(.868) 3.36±0.47 -1.886(.061) 3.48±0.31 1.747(.083) 2.75±0.33 1.043(.298)

여자 3.48±0.29 3.60±0.50 3.37±0.21 2.65±0.37

연령대 20대 3.49±0.28 0.776(.462) 3.56±0.47 1.627(.200) 3.39±0.23 0.331(.719) 2.65±0.36 0.478(.621)

30대 3.48±0.35 3.68±0.56 3.37±0.23 2.70±0.42

40대 3.37±0.28 3.39±0.47 3.43±0.17 2.58±0.23

결혼상태 기혼 3.44±0.33 -1.029(.305) 3.67±0.44 1.482(.140) 3.36±0.23 -0.951(.343) 2.62±0.35 -0.776(.439)

미혼 3.50±0.28 3.54±0.51 3.40±0.22 2.67±0.38

교육정도 전문학사a 3.36±0.25 3.897(.022) 3.46±0.44 1.552(.215) 3.40±0.27 0.064(.938) 2.73±0.41 0.513(.600)

학사, RN-BSN, 
방통대졸업b 3.51±0.30 a<b 3.61±0.50 3.38±0.22 2.65±0.37

석/박사c 3.35±0.22 3.39±0.56 3.38±0.15 2.63±0.31

병원규모 상급종합병원 3.50±0.32 -1.222(.224) 3.57±0.54 0.430(.668) 3.38±0.23 0.189(.850) 2.73±0.37 -3.482(.001)

종합병원 3.45±0.24 3.60±0.40 3.39±0.21 2.53±0.32

근무부서 내과계 3.53±0.30 1.659(.194) 3.66±0.54 1.701(.186) 3.37±0.22 0.902(.408) 2.65±0.38 0.077(.926)

외과계 3.45±0.31 3.51±0.44 3.42±0.26 2.66±0.37

심혈관계 3.43±0.25 3.50±0.46 3.36±0.15 2.68±0.35

총임상경력 < 3 3.51±0.29 1.529(.209) 3.53±0.47 1.789(.152) 3.44±0.21 2.216(.089) 2.63±0.37 0.227(.877)

3~5 3.46±0.24 3.56±0.51 3.33±0.24 2.67±0.39

5~10 3.53±0.36 3.75±0.51 3.35±0.22 2.69±0.38

≥10 3.38±0.27 3.51±0.50 3.37±0.23 2.67±0.33

집중치료실 

근무경력

< 3 3.52±0.28 0.654(.582) 3.57±0.50 1.069(.364) 3.43±0.21 2.345(.075) 2.61±0.38 1.021(.385)

3~5 3.45±0.24 3.47±0.47 3.31±0.24 2.68±0.39

5~10 3.48±0.37 3.69±0.53 3.36±0.23 2.73±0.33

≥10 3.42±0.30 3.61±0.47 3.36±0.24 2.69±0.36

근무형태 3교대 3.48±0.30 -0.463(.644) 3.58±0.49 0.248(.804) 3.39±0.23 0.554(.581) 2.65±0.37 -1.491(.138)

2교대 3.54±0.28 3.53±0.65 3.33±0.16 2.90±0.22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

예 3.48±0.30 -0.223(.824) 3.55±0.49 -1.746(.083) 3.41±0.24 3.492(.001) 2.71±0.34 3.295(.001)

아니오 3.49±0.29 3.71±0.53 3.29±0.14 2.47±0.41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유무

예 3.50±0.30 0.914(.915) 3.55±0.47 -0.890(.375) 3.43±0.23 3.148(.002) 2.74±0.34 3.788(<.001)

아니오 3.45±0.28 3.63±0.54 3.31±0.19 2.51±0.38

환자안전사고

경험여부

직접경험 3.56±0.42 1.333(.267) 3.72±0.59 3.730(.026) 3.44±0.16 0.646(.525) 2.67±0.30 0.011(.989)

간접경험 3.55±0.28 3.71±0.46 3.36±0.25 2.66±0.37

없다 3.46±0.33 3.50±0.48 3.39±0.23 2.66±0.38

안전사고 경험 시

개선교육 여부(n=59)

예 3.58±0.34 0.867(.389) 3.68±0.55 -0.872(.388) 3.40±0.22 0.664(.509) 2.70±0.35 1.381(.173)

아니오 3.50±0.29 3.79±0.39 3.36±0.25 2.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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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알람인식, 알람 관련 중요도,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간의 상관관계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평균 담당 환자 수,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간의 상관관

계는 다음과 같다.(표 12)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은 알람인식(r=-.091, p=.256)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 알람관리 활동은 간호사의 평균 담당 환자 수(r=-.283, p=<.001)와 알람피로(r=-.173, p=.031)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자안전문화((r=.251, p=.002)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2. 일반적 특성, 알람인식, 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간의 상관관계 (n=156)

변수

환자수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

r (p)

환자수 1

알람인식
-.104

(.198)
1

알람피로
-.014

(.865)

.455

(<.001)
1

환자안전문화
-.128

(.110)

.086

(.284)

-.117

(.146)
1

알람관리 활동
-.283

(<.001)

-.091

(.256)

-.173

(.031)

.251

(.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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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와 알람관리 활동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3)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은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중 9위였던 ‘알람 소리가 잘 안 들

린다.’(r=.224, p=.005)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3위였던 ‘환자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

하게 의존한다.’(r=-.283, p=.048)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3.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와 알람관리 활동의 상관관계 (n=156)

변수

중요도

1위

중요도

2위

중요도

3위

중요도

4위

중요도

5위

중요도

6위

중요도

7위

중요도

8위

중요도

9위

알람관리

활동

r (p)

중요도1위 1

중요도2위
-.242

(.002)
1

중요도3위
.038

(.640)

-.078

(.330)
1

중요도4위
-.108

(.179)

-.303

(<.001)

-.053

(.511)
1

중요도5위
-.016

(.842)

-.088

(.276)

-.010

(.898)

-.264

(.001)
1

중요도6위
-.106

(.187)

.173

(.031)

-.146

(.069)

-.298

(<.001)

-.061

(.450)
1

중요도7위
-.142

(.077)

-.216

(.007)

-.236

(.003)

.124

(.123)

-.410

(<.001)

-.278

(<.001)
1

중요도8위
-.079

(.325)

-.200

(.012)

-.176

(.028)

-.037

(.647)

.086

(.286)

-.331

(<.001)

-.039

(.629)
1

중요도9위
-.227

(.004)

-.158

(.050)

-.287

(<.001)

-.190

(.812)

-.336

(<.001)

-.093

(.249)

.250

(.002)

-.160

(.046)
1

알람관리

활동

-.062

(.441)

-.048

(.555)

-.158

(.048)

-.040

(.623)

-.064

(.424)

.051

(.528)

.036

(.656)

-.069

(.392)

.224

(.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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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알람 관련 특성 중 알람관리 활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 의료장비 알람

관리 방법 교육 유무, 병원규모와 알람관리 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환자 수, 알람피로, 환자안

전문화,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중 3위 문항과 9위 문항의 총 8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는 대상자의 알람 관련 특성 변수로 환자 수,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경험(무경험 기준),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경험(무경험 기준), 병원규모(종합병원 기준)를 입력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는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중 3위 문항과 9위 문항, 알람피로를 입력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는 환자안전문화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값은 1.584로 오차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공선

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공차한계(tolerance)는 .482~.971로 0.10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0~2.076으로 기준치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 표준

화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정규 P-P도표를 검정한 결과 잔차가 관측 누적 확률과 기대 예측 확률이 거의 일

치하며 증가하고 있어 오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을 만족하였으며,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흩

어져 있어 회귀식의 등분성 또한 만족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대상자의 알람 관련 특성 변수로 환자 수,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경험, 의료장비 알람

관리 방법 교육 경험, 병원규모를 입력하였을 때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 정도의 설명력은 15.1%로 회귀

모형은 적합하였으나(F=7.874, p=<.001), 유의한 개별 변수는 없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중 3위와 9위, 알람피로를 추가로 입력했을 때 알람관리 활

동의 정도를 20.8% 설명하였고, 회귀모형도 적합하였다(F=6.818, p=<.001). 개별 변수로는 알람 관련 문

제 중요도 순위 중 9위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다.’(β=-.125, p=.006)가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환자안전문화를 추가로 입력하였고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를 23.0%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도 적합하였다(F=6.773, p=<.001). 개별변수로는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9위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다.’(β=-.254, p=.001), 환자안전문화(β=.174, p=.025), 병원규모(β=.226, p=.028)의 순으로 유의한 설

명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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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56)

모형 Variables B S.E β t p TOL VIF

1

(상수) 2.617 .223 11.728 <.001

환자수 -.081 .061 -.140 -1.339 .183 .499 2.006

사용방법 교육경험 .128 .089 .139 1.433 .154 .585 1.708

알람관리 교육경험 .138 .075 .179 1.832 .069 .573 1.744

병원규모 .128 .080 .166 1.603 .111 .508 1.967

F(p)= 7.874 (<.001), adj.R2 = .151

모형 Variables B S.E β t p TOL VIF

2

(상수) 3.095 .311 9.953 <.001

환자수 -.090 .059 -.156 -.1.535 .127 .495 2.021

사용방법 교육경험 .094 .087 .102 1.077 .283 .573 1.746

알람관리 교육경험 .114 .073 .149 1.565 .120 .566 1.767

병원규모 .146 .078 .190 1.871 .063 .494 2.026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요도 3위
.008 .012 .053 .701 .484 .892 1.121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요도 9위
-.031 .011 -.215 -2.797 .006 .866 1.155

알람피로 -.095 .054 -.128 -1.766 .080 .971 1.030

F(p)= 6.818 (<.001), adj.R2 = .208

모형 Variables B S.E β t p TOL VIF

3

(상수) 2.104 .535 3.936 <.001

환자수 -.074 .058 -.128 -1.269 .206 .488 2.051

사용방법 교육경험 .084 .086 .091 .978 .330 .571 1.750

알람관리 교육경험 .087 .073 .112 1.182 .239 .550 1.818

병원규모 .173 .078 .226 2.224 .028 .482 2.076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요도 3위
.003 .012 .020 .267 .789 .860 1.163

알람과 관련된 

문제 중요도 9위
-.037 .011 -.254 -3.269 .001 .823 1.215

알람피로 -.081 .054 -.109 -1.506 .134 .957 1.045

환자안전문화 .281 .124 .174 2.265 .025 .845 1.183

F(p)= 6.773 (<.001), adj.R2 = .230

Durbin-Watson =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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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4개 병원의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인식과 알람피로 및 환자안

전문화가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알람피로를 줄이고 알람관리 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의료장비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9가지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가 1순위로 나타났다(3,4,9,10,12,13,14). 이것은 다른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

로 위양성 알람이 알람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람을 해결하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중요도 2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Jeong(9), 

Han(12), Park(13)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 국내 집중치료실의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항목들이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도 9위인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알람관리 활동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

고, 알람관리 활동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이는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실제로 알람과 관련된 문제

를 인식하는 것과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신규 간호사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경황없이 일하느라 주변 상황에 대한 시야가 좁고 마음에 여유가 부족하여 알람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72), 이에 다른 선임간호사나 동료간호사가 알려주어야 알람이 울리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격리실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벽과 문으로 인해 외부소리가 차단되어 숙

련도에 관계없이 의료장비 알람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병실 문이 

닫혀있을 때에 알람의 가청도가 의미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Sobieraj et al(73)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은 알람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알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람을 놓치지 않고 신

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47) 물리적, 심리적으로 알람이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더 큰 

불안한 마음에 환자 상태를 더 세심히 살피게 되는데 이는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된다. 국외의 경우 중앙 심장 모니터를 감시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의료진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모니터 감시자를 별도로 두어 알람을 듣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74), 국내실정에서는 모니터 감시자를 고용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75). 실제로 국내는 별도의 인력은 아니지만 책임간호사가 중앙 알람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의 적극적인 활용이 알람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환자안전문화는 알람관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경영

진의 지원과 함께 알람과 관련된 환자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도록 간호사를 지지하고, 직장의 문화를 개선

하여 생리학적 모니터의 알람관리 활동이 증가하고 알람 관련 사고가 개선됨을 보고한 Graham & 

Cvach(2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환자안전문화의 수준이 높고 긍정적일수록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

가 높다는 국내의 Lee(3)과 Han(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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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을 위해서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상황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하고, 환자안전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6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병원규모가 알람관리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Choi & Park(70)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높

으며 노동 강도도 더 높게 느낀다고 하였다. 이렇게 높은 노동 강도는 의료인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저해시켜(71)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관리를 

통해 업무의 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알람인식 중 위양성 알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알람피로의 의미와 같은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간호사가 알람을 무시하거나 꺼 놓도록 만든다.’는 

본 연구에서 57.1%, Cho(4)는 79.2%, Park(13)은 62.1%가 ‘그렇다’ 이상으로 동의하였다. 이는 대상자 

대부분이 위양성 알람의 발생률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알람인식은 알람관

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3). 본 연구에서 알람피로

는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Jeong(9)의 연구에서는 평균 3.64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3)의 연구에서는 평균 3.50점으로 측정되어 세 연구 모두 중등도 이상의 

알람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알람피로는 알람관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12,14). Bell(62)은 임상 환경 내에서 의료 장비에 대

한 잠재적인 알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간호사가 알람 소리에 둔감해질 위험이 높아 알람을 비활

성화하거나 음소거 또는 무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환자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과도한 알람이 간호사들의 알람피로를 유발하며, 여러 연구에서 과도한 알람의 대부분은 위양성 알람인 것

으로 나타났다(4,8,9). 또한 본 연구에서 의료장비의 사용방법 교육경험과 알람관리 방법 교육경험이 알람

관리 활동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람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알람관리 

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14,26,30). 본 연구에서 의료장비 사용법과 알람

관리의 교육방법으로 근무 중 짧은 집중치료실 내 설명이 76.8%, 70.3%로 가장 많았고 알람 교육에 대해 

7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며(12,14) 위양성 알람을 줄이는 정규

적이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의료장비 알람관리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의 평균 담당 환자 수는 알람관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병원마다 다른 업무의 양과 인력확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감

소할수록 직접적인 간호활동의 시간과 양이 늘어나 알람관리를 더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와 차이가 있다(12). 본 연구에서 총 임상경력과 집중치료실 근무경력은 알람관리 활동에 유의한 영향 요

인이 아니었는데 이는 Lee(3)와 Han(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의료장비 알람관리는 임상경험의 수

준과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조건 없이 습득되는 간단한 기술이 아니며(35) 관리자 직책을 맡음으로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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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 대한 책임감이 알람관리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3) 알람 시스템을 관리하

고 알람정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알람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 생각되며(68), 알람관리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중지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에 대한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

리 활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중 ‘알람소리가 잘 안 들린다.’, 환자안전문화, 병원규

모가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알람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 알람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인 알람시스템과 중앙 모니터의 알람 관리자를 활용하여 

집중치료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알람 관련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그 지침에 따라 의료장비 알람을 관리하며, 알람 관련 안전사고의 경험 공유와 안전교육을 바탕

으로 한 환자안전문화 역시 잘 형성해야 한다. 또한 병원은 알람관리 정책과 방침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업무강도나 소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등 효과

적인 인력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

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병원마다 사용하는 의료장비의 종류와 지침

이 다를 수 있어 연구결과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로 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상황이 연구결과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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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에 대한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알람관리 활동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B광역시 

소재 2개 상급종합병원과 U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 1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62명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알람인식, 알람피로, 환자안전문화, 알람관리 활동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15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알람 관련 특성에 따른 알람인식은 교육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알

람피로는 환자안전사고 경험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문화는 의료장비 사용방법 교육 유무,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알람관리 활동은 병원규모, 의료장비 사

용방법 교육 유무,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 교육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알람관리 활동은 간호사의 평균 담당 환자 수와 알람피로, 알람과 관련된 문제의 중요도 3위 ‘환자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자안전문화와 알람과 관련

된 문제의 중요도 9위 ‘알람 소리가 잘 안 들린다.’(r=.224, p=.005)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알람과 관련된 문제의 중요도 중 ‘알람소리

가 잘 안 들린다’, 환자안전문화, 병원규모의 순서로 유의한 설명변수였으며, 이 변수의 알람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력은 23.0%였다(F=6.773, p<.001, adj.R2=.230).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알람관리 활동의 영향요인인 환자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차원의 전략을 개발하여 

알람관리 활동의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2) 국내의 실정에 맞는 알람인식, 알람피로, 알람관리 활동에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3) 위양성 알람을 줄이고 알람피로를 감소시키는 알람관리 활동을 높이기 위한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4) 병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알람관리 정책과 방침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장비 알람관리시스템의 프로토콜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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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알려드립니다★

연구대상자 동의설명문을 읽어보시고 연구대상자 동의서에 

연구참여자 (성명),(서명),(서명일) 3개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집중치료실 환자 간호와 각종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집중치료실의 

의료장비 알람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를 

줄이고 나아가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을 증진시켜 알람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 해주신 이 자료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익명성은 통계법 제 33조(비밀 보호)에 의거하여 반드시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시간은 약 15분~20분정도 소요되며 설문을 마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귀하의 설문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평소 근무 

중의 생각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연구자: 이제경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이메일: momi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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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동의설명문
Version : 3.0

1. 기본 정보

연구제목

국문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medical equipment alarm 

management by intensive care unit nurses

연구책임자

성명 (국문) 이제경 (영문) Lee Je Kyung

직위
□ 교수     □ 박사과정 대학원생    ■ 석사과정 대학원생

□ 기타

소속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연락처 010-6505-9815 이메일 momi0611@naver.com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의서에 표기된 위험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또는 연

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위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문의 및 상담 

  ‣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Tel. 052-259-1893)

1. 연구의 목적 

w 집중치료실은 24시간 집중 감시와 간호 및 치료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부서이며, 폐쇄

된 공간으로써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 소음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장비 알람입니다. 이

러한 의료장비 알람은 환자의 상태 변화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환자의 상태 변화가 없는 상황이나 의료장비의 측정오류로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은 알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의료진이 알람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서 알람피로가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알람피로는 알람 반응 시

간 지연과 환자의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무시하여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집중치료실의 의료장비 알람 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집중치료

실 간호사의 알람 피로를 줄이고 나아가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관리활동을 증진시켜 알람관리

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예상 참여기간 및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략의 전체 연구대상자 수 

w 연구 참여기간 : 울산대학교 IRB 승인일 ~ 20211126

w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략의 전체 연구 대상자 수 : 부울경 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0명이며 질문지의 내용을 읽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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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w 선정기준

A. 성인 집중치료실 간호사

B. 설문지 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w 제외기준

A. 관리자급의 집중치료실 간호사

B. 신규 프리셉터 교육과정인 집중치료실 간호사

C. 소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D. 병동 내 집중감시실 간호사

4. 본 연구 참여에서 종료시까지 받게되는 검사 및 절차 

w 본 연구를 위해 1회(15분~20분)정도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w 설문조사 연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본 연구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측면

w 설문조사 연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연구대상자가 임부일 경우 태아, 수유부일경우 영유

아)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사항

w 연구 진행 중 피로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

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8.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익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명시)

w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고하는 정보는 

의료장비 알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본 연구에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 방법 

및 그 주체

w 설문조사연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 유무, 참여 정도에 따른 조정 정도 및 

연구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w 연구참여시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펜라이트)을 제공할 것입니다.  

11. 연구 참여의 제한

w 연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귀하의 동의 없이도 본 연구의 참여로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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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이를 철

회할 수 있다는 내용(단, 이와 같은 철회가 연구참여 개시 이전에 이루어지고 시험참가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경우 보상금의 지급 여부)

w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할 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

다. 동의철회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13.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대책(이용 ․ 관리 ․ 파기)

w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성별, 학력, 결혼상

태, 근무부서, 경력, 평균담당 환자수, 근무형태 등으로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울산대학교 IRB 승

인을 받은 이후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

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되며 연구책임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분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4. 신분의 비밀보장(자료의 열람 권한 설정 및 보관, 관리, 폐기 및 연구 결과 발표 시 연

구대상자의 신원 보호)

w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유지가 되며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되며 이후 폐기할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열람되

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및 정부기관에 의해 귀하의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비밀유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귀하의 신

원은 데이터베이스, 연구결과, 논문 등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15. 본 연구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면 적시에 연구대

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16.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연구와 관련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접

촉해야 하는 사람과 연락처 

w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및 불만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이제경, 연락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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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업무 중 접하게 되는 의료장비에서 유발되는 알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위양성 알람이란 환자의 상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알람으로 임상적으로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하지 

않는 알람을 말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의료장비 알람의 목적은 간호사에게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시각적/청각적 알람은 위험성에 따라 구별 되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시각적/청각적 알람은 의료장비에 따라 구별 되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알람은 다양한 감각(청각, 시각 등)을 통해 간호사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간호사가 알람을 무시하거나 꺼 놓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의 의료장비들은 알람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새로운 의료장비(3년이내)들은 과거 의료장비의 알람 관련 

문제점이 보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현재 알람은 환자상태 반영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간호사는 알람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금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알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 

알람을 일으킨 장비를 구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 환자가 여러 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어느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를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집중치료실 내 소음으로 인해 알람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병원 내 알람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병원 내 환자의 알람 설정 상태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중앙 알람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간호사(책임자)가 

알람정보를 주고 간호사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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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의료장비에서 발생하는 알람과 관련된 문제로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순서대로 

1~9위까지 순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1=가장 중요하다, 9=가장 덜 중요하다).   

Ⅲ. 다음은 귀하가 업무 중 의료장비에서 유발되는 알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피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 알람피로란 간호사가 엄청난 수의 알람에 압도당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알람에 대한 

반응을 느리게 하면서 알람에 대해 둔감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ECRI2010)

문  항 순  위

1 알람은 적절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2 알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3 어떤 의료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4 알람 발생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5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

6 알람을 해결하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7 환자 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8
의료장비 외에 다른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한다. 
(예: 전화 벨소리, call bell등).

9 알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위의 알람피로 정의에 근거하여 과거 6개월 내 알람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양성 알람이 자주 발생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위양성 알람이 환자 간호에 방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위양성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
위양성 알람은 간호사에게 알람에 대한 무반응을 
야기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위양성 알람을 줄이기 위하여 알람 셋팅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의료장비 알람에 대해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의료장비 알람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야기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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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이나 부서의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 ‘환자안전’이란 용어는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 중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해로운 결과를 피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에서 근무환경이란 귀하께서 근무시간을 보내며 대부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동을 말합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병동에서는 주어진 업무량을 다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팀으로 함께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병동의 직원들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병동에서는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병동에서 더 심각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 병동과 한 팀이 바빠질 때는 다른팀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고가 보고 될 때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직원이 초점이 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측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병동의 직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위기 상황인 것처럼” 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일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병동의 직원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개인기록에 
남을까봐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병동은 환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병동의 절차나 시스템은 과실예방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직속상관은 정해진 안전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격려의 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직속상관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시 위해서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21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나의 직속상관은 
지름길을 택해서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만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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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난 12개월 동안 선생님께서는 몇 회나 사고를 보고하셨습니까?

① 없다      ② 1~2 회      ③ 3~5 회      ④ 6~10 회      ⑤ 11~20 회      ⑥ 21회 이상

44. 소속병동의 환자 안전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십시오.

① 아주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받아들일만하다      ④ 훌륭하다      ⑤ 아주 훌륭하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나의 직속상관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도 그냥 지나친다.

① ② ③ ④ ⑤

23
병동의 직원들은 사건보고를 근거로 변화된 사항들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비록 상관과 의견이 다를 때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병동의 직원들은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병동에서는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직원들이 의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무엇인가 옳지 않다고 보일 때에 병동의 직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29
환자에게 해가 끼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자주 보고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0
실수를 저질렀을 때나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주 보고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1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자주 보고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2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병동 간에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4
환자를 한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전실 시킬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같은 일을 해야 할 때, 병동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6
근무 인수인계를 할 때, 환자 진료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종종 누락된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른 병동에서 파견 온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쾌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부서간의 정보를 교환할 때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40
병원 경영진은 잘못된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환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1
병동들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병원의 간호사 교대근무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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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의료장비 알람관리에 대한 실제 활동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생리

학적 

모니터

알람 범위(limit)를 초기설정(default)으로 둔다.

매일 전극(electrode)을 교체한다.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는다.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물과 비누로 씻는다.

근거에 기반하여 환자에게 맞는 적정 알람 한도만 
사용한다. (예: 만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irregular rhythm’ 
알람 사용 안함)

근무 시작 후 1시간 내에 알람 범위를 변경한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변할 시 알람 범위를 변경한다.

wave가 지저분하면 가장 먼저 전극과 연결된 전선이나 
모니터를 확인한다.

특정 환자군에게 맞도록 알람의 초기설정 범위를 
변경한다.

산소

포화도

개별적인 환자의 값에 기반하여 알람 범위를 설정한다.

재사용 센서보다 접착력 있는 일회용 센서를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알람이 작동되는 속도를 15초 지연시킨다.

센서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교체한다.

인공

호흡기

개별적인 환자의 값에 기반하여 알람 범위를 설정한다.

간호활동 수행 전에 일시적으로 음소거한다.
(예:suction시)

알람 볼륨을 집중치료실에서 잘 들리도록 조절한다.

모든

의료

장비

정확한 용량 주입이 필요한 약물에만 infusion pump를 
사용한다.

근무 시 의료장비의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알람 관련 문제나 사건 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근무 시 의료장비의 알람 범위를 확인한다. 　

인수인계 시간에 알람의 종류와 빈도, 범위 설정에 
대해 상의한다. 

알람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의 비정상 수치에 대해 
의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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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알람 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집중치료실에서 알람을 유발하는 의료장비는? (중복 시 모두 체크)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2. 귀하의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장비가 알람을 유발하는 경우 관리방법은? 

① 알람의 원인 해결                    

② 2분 알람 음소거 (suspend, pause)   

③ 일부 알람을 완전히 비활성화 (off,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

④ 알람의 설정을 높게 설정            

⑤ 알람의 설정을 낮게 설정         

⑥ 무반응

3. 귀하가 알람피로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의료장비는?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4. 최근 2년 내에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1. 받았다면 해당의료장비는? (중복 시 모두 체크)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4-2. 받았다면 횟수와 방법은? (중복 시 모두 체크)

①온라인          회  

②오프라인강의식          회 

③근무 중 짧은 중환자실 내 설명          회 

④프리셉터          회 

⑤기타           회

5. 최근 2년 내에 의료장비 알람관리방법(해결방법 및 범위설정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1. 받았다면 해당의료장비는? (중복 시 모두 체크)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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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알람 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집중치료실에서 알람을 유발하는 의료장비는? (중복 시 모두 체크)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2. 귀하의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장비가 알람을 유발하는 경우 관리방법은? 

① 알람의 원인 해결                    

② 2분 알람 음소거 (suspend, pause)   

③ 일부 알람을 완전히 비활성화 (off,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

④ 알람의 설정을 높게 설정            

⑤ 알람의 설정을 낮게 설정         

⑥ 무반응

3. 귀하가 알람피로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의료장비는?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4. 최근 2년 내에 의료장비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1. 받았다면 해당의료장비는? (중복 시 모두 체크)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4-2. 받았다면 횟수와 방법은? (중복 시 모두 체크)

①온라인          회  

②오프라인강의식          회 

③근무 중 짧은 중환자실 내 설명          회 

④프리셉터          회 

⑤기타           회

5. 최근 2년 내에 의료장비 알람관리방법(해결방법 및 범위설정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1. 받았다면 해당의료장비는? (중복 시 모두 체크)

① 생리학적 모니터                          ② 수액주입펌프   

③ 인공호흡기                               ④ 지속적 신대체 요법 장비

⑤ 체온유지장치(hyper-hypothermia unit)     ⑥ 체외 심폐 순환기(ECMO)

⑦ 초음파 가습기(ultrasonic nebulizer)        ⑧ 혈액투석기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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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받았다면 횟수와 방법은? (중복 시 모두 체크)

①온라인          회  

②오프라인강의식          회 

③근무 중 짧은 중환자실 내 설명          회 

④프리셉터          회 

⑤기타           회

6. 의료장비 알람관리 방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의료장비 알람관 관련된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① 직접경험          회   ② 간접경험 (전해들은 적이 있다)          회   ③ 없다.

7-1. 경험했다면 상사로부터 의료장비 알람과 관련하여 개선교육이나 지침변경 등의       

처리가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Ⅶ.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4.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전문학사     ② 학사, RN-BSN, 방통대 졸업     ③ 석/박사(과정포함)

5. 귀하께서 근무하는 집중치료실은? 

① 내과계       ② 외과계       ③ 심혈관계       ④ 기타 (                 ) 

6. 귀하의 총 근무 경력은?          년        개월

7. 귀하의 집중치료실 근무경력은?          년        개월

8. 귀하가 근무하는 집중치료실의 간호사 1명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명

9. 귀하의 현재 근무 형태는?  ① 3교대     ② 2교대     ③ 야간전담

10. 귀하의 최근 1주일 내 신체적 피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를 아래의 점수에 표시(V) 해 주십시오.  

0점                                           5점                                         10점

(피로도 낮음)                                                                      (피로도 높음)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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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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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 1.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에 대한 인식

(N=156)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1.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 0(0.0) 15(9.6) 50(32.1) 78(50.0) 13(8.3)

2.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된다. 1(0.6) 39(25.0) 53(34.0) 51(32.7) 12(7.7)

3. 위양성 알람과 같은 불필요한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간호사가 알람을 무시하거나 꺼 놓도록    

    만든다.
4(2.6) 25(16.0) 38(24.4) 74(47.4) 15(9.6)

4. 의료장비 알람의 목적은 간호사에게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다. 0(0.0) 0(0.0) 2(1.3) 56(35.9) 98(62.8)

5. 시각적/청각적 알람은 위험성에 따라 구별 되어져야 한다. 0(0.0) 1(0.6) 16(10.3) 75(48.1) 64(41.0)

6. 시각적/청각적 알람은 의료장비에 따라 구별 되어져야 한다. 0(0.0) 2(1.3) 14(9.0) 82(52.6) 58(37.2)

7. 알람은 다양한 감각(청각, 시각 등)을 통해 간호사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0(0.0) 0(0.0) 6(3.8) 78(50.0) 72(46.2)

8. 현재 알람은 환자상태 반영에 적절하다. 0(0.0) 9(5.8) 64(41.0) 77(49.4) 6(3.8)

9.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5(9.6) 60(38.5) 39(25.0) 36(23.1) 6(3.8)

10. 간호사는 알람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한다. 0(0.0) 2(1.3) 11(7.1) 91(58.3) 52(33.3)

11. 지금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알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 알람을 일으킨 장비를 구별해 낼 수 있다. 4(2.6) 8(5.1) 49(31.4) 78(50.0) 17(10.9)

12. 한 환자가 여러 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어느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를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9(5.8) 54(34.6) 39(25.0) 51(32.7) 3(1.9)

13. 집중치료실 내 소음으로 인해 알람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10(6.4) 56(35.9) 39(25.0) 47(30.1) 4(2.6)

14. 현재의 의료장비들은 알람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복잡하다. 6(3.8) 63(40.4) 49(31.4) 32(20.5) 6(3.8)

15. 새로운 의료장비(3년이내)들은 과거 의료장비의 알람 관련 문제점이 보완되었다. 1(0.6) 24(15.4) 93(59.6) 36(23.1) 2(1.3)

16. 병원 내 알람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 5(3.2) 36(23.1) 67(42.9) 42(26.9) 6(3.8)

17. 병원 내 환자의 알람 설정 상태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24(15.4) 48(30.8) 39(25.0) 44(28.2) 1(0.6)

18. 중앙 알람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간호사(책임자)가 알람정보를 주고 간호사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다. 7(4.5) 18(11.5) 47(30.1) 75(48.1)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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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2. 알람 관련 문제 중요도 순위

(N=156)

순위   항목

1

(가장

중요)

2 3 4 5 6 7 8

9

(가장 

덜 

중요)

1 자주 발생하는 위양성 알람으로 인해 알람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감소한다.
n 44 20 21 28 18 9 7 5 4

% 28.2 12.8 13.5 17.9 11.5 5.8 4.5 3.2 2.6

2 알람을 해결하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n 28 18 17 22 9 18 17 15 12

% 17.9 11.5 10.9 14.1 5.8 11.5 10.9 9.6 7.7

3 환자 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알람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n 11 22 19 17 32 14 17 10 14

% 7.1 14.1 12.2 10.9 20.5 9.0 10.9 6.4 9.0

4 알람 발생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n 14 20 21 16 18 19 13 23 12

% 9.0 12.8 13.5 10.3 11.5 12.2 8.3 14.7 7.7

5 알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n 17 15 18 17 15 19 14 20 21

% 10.9 9.6 11.5 10.9 9.6 12.2 9.0 12.8 13.5

6
의료장비 외에 다른 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한다. 
(예: 전화 벨소리, call bell등).

n 17 16 12 18 14 18 15 18 28

% 10.9 10.3 7.7 11.5 9.0 11.5 9.6 11.5 17.9

7 어떤 의료장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n 10 16 19 10 15 24 28 20 14

% 6.4 10.3 12.2 6.4 9.6 15.4 17.9 12.8 9.0

8 알람은 적절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n 3 21 15 22 15 16 24 22 18

% 1.9 13.5 9.6 14.1 9.6 10.3 15.4 14.1 11.5

9 알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n 12 8 14 6 20 19 21 23 33

% 7.7 5.1 9.0 3.8 12.8 12.2 15.5 14.7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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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3.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람피로

(N=156)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1. 위의 알람피로 정의에 근거하여 과거 6개월 내 알람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 6(3.8) 28(17.9) 36(23.1) 68(43.6) 18(11.5)

2. 위양성 알람이 자주 발생한다. 0(0.0) 11(7.1) 39(25.0) 93(59.6) 13(8.3)

3. 위양성 알람이 환자 간호에 방해가 된다. 0(0.0) 20(12.8) 41(26.3) 78(50.0) 17(10.9)

4. 위양성 알람은 알람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0(0.0) 14(9.0) 30(19.2) 85(54.5) 27(17.3)

5. 위양성 알람은 간호사에게 알람에 대한 무반응을 야기시킨다. 3(1.9) 12(7.7) 33(21.2) 92(59.0) 16(10.3)

6. 위양성 알람을 줄이기 위하여 알람 셋팅을 잘 할 수 있다. 3(1.9) 17(10.9) 57(36.5) 68(43.6) 11(7.1)

7. 의료장비 알람에 대해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1(0.6) 15(9.6) 41(26.3) 82(52.6) 17(10.9)

8. 의료장비 알람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야기시킨다. 3(1.9) 22(14.1) 52(33.3) 68(43.6)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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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4.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알란관리 활동 정도 

(N=156)

범주   항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n(%)

생리

학적

모니터

1. 알람 범위(limit)를 초기설정(default)으로 둔다.* 27(17.3) 78(50.0) 39(25.0) 12(7.7)

2. 매일 전극(electrode)을 교체한다. 18(11.5) 91(58.3) 44(28.2) 3(1.9)

3.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는다.* 25(16.0) 78(50.0) 45(28.8) 8(5.1)

4. 전극 부착부위 피부를 물과 비누로 씻는다. 100(64.1) 39(25.0) 13(8.3) 4(2.6)

5. 근거에 기반하여 환자에게 맞는 적정 알람 한도만 사용한다. 
    (예: 만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irregular rhythm’ 알람 사용 안함)

37(23.7) 61(39.1) 52(33.3) 6(3.8)

6. 근무 시작 후 1시간 내에 알람 범위를 변경한다. 61(39.1) 65(41.7) 24(15.4) 6(3.8)

7. 환자의 활력징후가 변할 시 알람 범위를 변경한다. 17(10.9) 52(33.3) 61(39.1) 26(16.7)

8. wave가 지저분하면 가장 먼저 전극과 연결된 전선이나 모니터를 확인한다.* 1(0.6) 7(4.5) 49(31.4) 99(63.5)

9. 특정 환자군에게 맞도록 알람의 초기설정 범위를 변경한다. 15(9.6) 51(32.7) 61(39.1) 29(18.6)

산소

포화도

모니터

10. 개별적인 환자의 값에 기반하여 알람 범위를 설정한다. 12(7.7) 49(31.4) 65(41.7) 30(19.2)

11. 재사용 센서보다 접착력 있는 일회용 센서를 사용한다. 13(8.3) 40(25.6) 34(21.8) 69(44.2)

12. 필요한 경우 알람이 작동되는 속도를 15초 지연시킨다. 61(39.1) 35(22.4) 38(24.4) 22(14.1)

13. 센서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교체한다. 1(0.6) 17(10.9) 52(33.3) 86(55.1)

인공

호흡기

14. 개별적인 환자의 값에 기반하여 알람 범위를 설정한다. 13(8.3) 29(18.6) 73(46.8) 41(26.3)

15. 간호활동 수행 전에 일시적으로 음소거한다. (예:suction시) 13(8.3) 31(19.9) 45(28.8) 67(42.9)

16. 알람 볼륨을 집중치료실에서 잘 들리도록 조절한다. 25(16.0) 32(20.5) 55(35.3) 44(28.2)

모든

의료

장비

17. 정확한 용량 주입이 필요한 약물에만 infusion pump를 사용한다. 6(3.8) 15(9.6) 39(25.0) 96(61.5)

18. 근무 시 의료장비의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13(8.3) 23(14.7) 45(28.8) 75(48.1)

19. 알람 관련 문제나 사건 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3(1.9) 28(17.9) 49(31.4) 76(48.7)

20. 근무 시 의료장비의 알람 범위를 확인한다. 　 13(8.3) 44(28.2) 52(33.3) 47(30.1)

21. 인수인계 시간에 알람의 종류와 빈도, 범위 설정에 대해 상의한다. 26(16.7) 52(33.3) 50(32.1) 28(17.9)

22. 알람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의 비정상 수치에 대해 의사에게 보고한다. 0(0.0) 28(17.9) 60(38.5) 68(43.6)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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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alarm management activities 

for medical devices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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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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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by Prof. Jang, Aele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medical device alarms, alarm fatigue, 

patient safety culture, and alarm management activities among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larm management activities for medical device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February 2, 2021 to February 28, 2021.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6 ICU nurses at two tertiary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nd one tertiary general hospital and on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U City, South 

Korea,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receiving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IRB) at 

U University. This study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consists of a total of 118 items, 

including 10 item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items regarding alarm-related 

characteristics, 18 items regarding perception of alarms, nine item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alarm-related issues, eight items regarding alarm fatigue, 44 items regarding patient safety 

culture, and 22 items regarding alarm management activ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By gender,10.3% were men and 89.7% were women. The average age was 28.89±5.90 years 

old, with 69.2% in their 20s, 24.4% in their 30s, and 6.4% in their 40s. In terms of marital 

status, 27.6% were married, and 72.4% were unmarried. In terms of education level, 78.8% 

had an associate's degree, 16.7% had a bachelor's degree, and 4.5% had a master's 

degree or higher. In terms of hospital size, 64.1% were tertiary hospital nurses, and 35.9% 

were general hospital nurses. In terms of working department, 48.1% were nurses working 

in internal medicine ICU, 34.0% in surgical ICU, and 17.9% in cardiovascular ICU. The 



- 66 -

average clinical career length was 5.83±6.25 years, with 39.7% having a clinical career 

length of < 3 years, 22.4% having a clinical career length of 3 to 5 years, 21.8% having a 

clinical career length of 5 to 10 years, and 16% having a clinical career length of ≥ 10 

years.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s one nurse was in charge of was 2.85±0.64. In 

terms of shift patterns, 96.8% were three-shift workers, and 3.2% were two-shift workers. 

The average level of physical fatigue in the past one week was 7.41±1.43 out of a total of 

10 points.

2.  With regard to the alarm-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medical devices 

that emit alarms included ventilators (98.1%), infusion pumps (96.8%), physiological 

monitors (93.6%),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equipment (80.1%), and the 

hemodialyzer (66.7%). With regard to alarm management, 92.3% reported that when a 

medical device sounded an alarm, the causes of the alarm were solved. The medical 

device with the highest alarm fatigue was physiological monitors (48.8%), followed by 

ventilators (24.4%),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equipment (18.6%), and infusion 

pumps (5.1%). In the recent two years, 80.1% received education on how to use medical 

devices, and 64.7% received education on medical device alarm management. As for the 

education methods on how to use medical devices, 76.8% were given a brief explanation in 

the ICU while on duty, and the medical devices in which they were educated included 

ventilators (83.2%), fluid infusion pumps (62.4%),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equipment (61.6%), and physiological monitors (52.8%). As for the education method on 

alarm management, 70.3% of the participants were briefed in the ICU while on duty, and 

the medical devices in which they were educated included ventilators (79.2%), infusion 

pumps (68.3%),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61.4%), and physiological monitors 

(55.4%). In addition, 37.8% experienced medical device alarm-related patient safety 

accidents, of whom 10.9% had direct experiences and 26.9% had indirect experiences. 

Among those who had experienced such accidents, 67.8% received feedback such as 

recommended education on medical device alarms or guideline changes. The mean score 

for the need for alarm-related regular education was 4.05±0.76 out of 5 points.

3.  The mean score for the perception of medical device alarms among the participants was 

3.48±0.30 out of 5 points. Among alarm-related issues, the perceived most important issue 

was that “Frequent false alarms, which lead to reduced attention or response to alarms 

when they occur.” The score for alarm fatigue among the participants was 3.58±0.50 out 

of 5 points. The score for patient safety culture was 3.39±0.23 out of 5 points. The score 

for alarm management activities among the participants was 2.66±0.37 out of 4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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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alarm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F=3.897, p=.022) among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larm-related characteristics. 

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arm fatigu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experiencing patient safety accidents (F=3.730, p=.026). 

6.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cultur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how to use medical device (t=3.492, p=.001)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medical device alarm management 

(t=3.148, p=.002). 

7.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arm manag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hospital size (t=-3.482, p=.001),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how to 

use medical devices (t=3.295, p=.001),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ceiving education 

on medical device alarm management (t=3.788, p=<.001).

8.  The alarm management activiti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of nurses (r=-.283, p=<.001), alarm fatigue (r=-.173, p=.031), and the 

perceived third-most important alarm-related issue that “Over-reliance on alarms to call 

attention to patient problems.” (r=-.283, p=.048). Patient safety culture (r=.251, p=.002)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ninth-most important alarm-related issue that 

“Difficulty in hearing alarms when they occur.” (r=.224, p=.005).

9.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alarm management activities among the participant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inputting the participants’ 

alarm-related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e first stage, alarm perception and alarm 

fatigue variables in the second stage, and patient safety culture variables in the third 

stage. The most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 was the perceived important alarm-related 

issue “Difficulty in hearing alarms when they occur.” (β=-.254, p=.001), followed by patient 

safety culture (β=.174, p=.025), and hospital size (β=.226, p=.028).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alarm management activities was 23.0% (F=6.773, p<.001, adj.R2=.230).

In conclusion, this study determined the levels of perception of medical device alarms, alarm 

fatigue, patient safety culture, and alarm management activities among ICU nurses, and found 



- 68 -

that the factors affecting alarm management activities included a perceived important 

alarm-related issue that “Difficulty in hearing alarms when they occur.”, patient safety 

culture, and hospital siz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education to reduce alarm fatigue among ICU 

nurses and promote their alarm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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