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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investigate
their knowledge and images of delirium, as well as the accuracy of their delirium assessments.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pilot study. The participants were 84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in two advanced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nurses’the knowledge and images of delirium and the accuracy of delirium assess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The mean score of nurses’knowledge of delirium was 74.6 out of 100. With regard to their
images of delirium, alternatively,“uncooperative” received the highest, while “lethargy” received the lowest score on the list.
The mean score of the accuracy of their delirium assessments was 60 out of 100. Conclusion: This pilot study’s results can
serve as basic data to develop proper delirium education programs for nurs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ing
nurses’knowledge about and reducing their negative images of delirium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ccuracy of their
delirium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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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의 28.0%, 심장 수술 환자의 24.0%, 수술 후 환자의 51.0%
에서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증 환자에게서 섬망의

1. 연구의 필요성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섬망이 높은 빈도

섬망(delirium)이란 주의를 집중하고 유지하거나 전환하

로 일어난다[1]. 섬망 발생률은 대상자에 따라 22∼87%로

는 능력의 감퇴와 인지의 변화가 있으며, 장애가 단기간(수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발생률은

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나타나는 일시적 정신질환이며 정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Choi와 Cho의 연구에 따

를 받아들이고 기억, 회상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1]. 암 환

르면 국내 일 병원 중환자실의 섬망 발생률은 27.2%로[3] 일

자의 25.0%, 말기 질환 환자의 임종 전 80.0%, 심장내과 환

반병동 12.8% [4,5]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환자실 환자는

주요어: 섬망, 중환자실, 이미지, 사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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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환기 등을 통해 불편감과 불안, 통증이 유발되고[6], 이

게 적절한 중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섬망

로 인해 많은 수의 환자에서 의식장애를 동반한 섬망이 발생

이 인지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간호사를 포함한

하게 된다[7]. 중환자실 환자들은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침

의료인의 섬망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섬망 사정 도구의 사용법

습적, 비침습적 기구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악화된 질

과 유용성에 대한 지식 부족[21], 섬망 사정에 대한 자신감

병 상태와 다른 환자의 사망, 낯선 환경 등의 중환자실의 특

부족[16] 등이다. 환자에게 섬망이 발현되었을 때, 간호사는

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불안 등의 심리적 불균형이

다른 간호 업무의 지체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

일어나게 된다[8].

다. 특히 환자가 섬망으로 인한 이상행동이나 폭력성이 나

중환자실에서 섬망이 발생할 경우 우발적 발관, 카테터 제
거 등의 합병증이 증가하고 인공호흡기 이탈도 길어져 재원

타날 때, 간호사는 환자와 본인을 동시에 보호하며 환자 간
호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22].

기간과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9,10]. 섬망 발생은

섬망은 원인적 요소가 제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질병의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하고 낙상

있는 장애임을 고려할 때[1], 섬망 발생 후 치료보다 예방이

과 욕창 발생이 증가하여, 재원기간 연장과 의료비 상승의

나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AM-

원인이 되며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

ICU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11-

care unit)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말을 할

13]. Inouye의 선행연구에서 섬망이 발생한 환자들은 병원

수 없는 환자의 섬망을 정확하게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에서 사망하거나 퇴원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섬망이 발생

이며,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을 사정할 때 높은 신뢰도와 타

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3배 높다. 뿐만 아니라 섬망이 발생한

당도를 나타내었다[23].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는 섬망 조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22∼76%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심

기 발견을 위해 CAM-ICU와 같은 도구를 근무 조당 한 번씩

근경색증이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비슷하다[14].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23] 미국에서도 중환자실 간

Pun과 Ely의 연구에 의하면 상황이 급박한 중환자실에서

호사들의 33∼39%만이 CAM-ICU를 사용하고 있다[24]. 국

는 저활동형 섬망(hypoactive delirium)의 경우 진정상태로

내에서는 간호사의 섬망 환자를 경험한 빈도가 전체 대상자

잘못 사정되어, 과활동형 섬망(hyperactive delirium)보다

의 85.2%임에도 불구하고 7.7%만이 섬망 사정 도구를 사용

발견되기 어렵다[15,16]. 섬망 환자 중 무기력해 보이는 저

한 경험이 있어[25] 국내의 섬망 사정 현황이 국외보다 더 심

활동형 섬망 환자가 과활동형 섬망보다 더 보편적인데[15],

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저활동형 섬망은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발

현재 섬망에 관한 연구는 섬망에 대한 지식, 섬망 간호 스

견할 수 없어 섬망 치료시기를 놓이는 경우가 많다[17]. 뿐만

트레스와 섬망 간호수행, 섬망 유병률과 영향 요인 등이 있

아니라 중환자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질병치료에 목적을 두

으며[11,26], 최근에는 섬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진단하기 어려운 섬망에 관하여 섬

들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

망 발생 이후에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정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중재를 제

하는 경향이 있다[18]. 또한 환자들의 섬망 증상이 다양하여

공하는 복합적(multicomponent) 예방 중재가 강조되고 있

의료진의 경험만으로 섬망을 진단하는 경우 우울증이나 불

다[14,27] 하지만 섬망에 대한 간호사들의 이미지를 조사한

안,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신체화 증상 등으로 오진하여 부적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현장에서

절한 약물 투여나, 중재하기가 쉽다[19].

쉽게 섬망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간호사는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섬

편견은 섬망 간호를 기피하고 소극적인 간호를 하게 한다.

망 증상을 가장 먼저 관찰할 가능성이 높고, 섬망을 유발하

섬망의 편견은 섬망 예방과 섬망 중재에 큰 걸림돌이 된다.

거나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20]. 하지만 섬

따라서 현 간호사들의 섬망 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은 현 섬망

망의 예방 및 증상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

간호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여 더 나은 섬망 간호 교육과

구하고 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수행은 1∼2가지 수준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며, 대부분 지남력 제공, 투약 및 정서적 지지로 섬망 환자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적절한 섬망 간호를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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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하여 중증도가 높고 섬망 발생률이 높은 중환자실 간

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의 연구에서의 Cron-

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섬망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 섬망 사

bach's  값은 .75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정 정확도를 조사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예비

.69이었다.

연구는 일 대학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이미지, 섬망
사정 정확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섬망의 조기발견

2) 섬망 이미지

을 통하여 섬망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을 올리

섬망 이미지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섬망 이미지에 대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섬망 이미지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
사 6인의 인터뷰를 통해 20개 문항의 초안을 개발하였다(업

2. 연구 목적

무과중, 진정제, 노인, 스트레스, 정신질환, 시끄러움, 욕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 섬망 이

흥분상태, 환각상태, 걱정스러움, 절망적, 힘이 쎈, 걱정스

미지 및 섬망 사정 정확도에 대해 파악 하는 것이다. 본 조사

러움, 조마조마함, 회피, 비협조적, 조용함, 무기력, 아이같

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간호 현황을 파악하는 예비 연구

이 느껴짐, 미움). 9인의 전문가(노인간호학 교수 1인, 외과

로서 추후 섬망 관련 교육 및 섬망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

교수 1인, 내과 전문의 1인, 노인 전문 간호사 3인, 수간호사

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3인)들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미움’ 항목의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CVI (Content Valitidy Index) 점수가 0.67로 도구에서 삭제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다.

되었으며, ‘소진’, ‘낙상’, ‘억제대’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총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사정 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22가지의 이미지 항목은 간호사가 섬망 환자를 간호하며 느
끼는 이미지와 섬망 환자 자체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대상자

연구 방법

가 더 쉽게 이미지 도구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최
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고 4점(매우 그렇다)으로 5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 섬망 이미지, 섬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섬망 이미지 도구 각 항목
의 CVI는 0.88∼1.0이며, Cronbach's  값은 .85이었다.

망 사정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3) 섬망 사정 정확도
2. 연구 대상

섬망 사정 정확도는 Kim 등이[28] 개발한 섬망 사정 정확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지역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의 4

도 평가지를 개발자 동의하에 응용하였다. Kim 등이 개발한

개의 중환자실과 화순 지역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의 1개

섬망 사정 정확도 평가지는 10가지의 사례를 CAM-ICU를

의 중환자실, 총 5개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

이용하여 섬망을 사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는 각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은 후,

중환자실 간호사 6인의 인터뷰와 9인의 전문가와의 인터뷰

연구 대상자들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4가지의 섬망 사례를 개발

자에게 시행되었다.

한 후, 본래의 섬망 사정 정확도 평가지를 이용하여 4 사례의
섬망 유무를 사정하도록 하였다.

3. 연구 도구

CAM-ICU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섬망 사

1) 섬망 지식

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섬망 유무를

섬망 지식은 Lee 등이 개발한 섬망 지식 측정 도구를[25]

판단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4개의 특성으로 구성되는데,

개발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

각 특성은 사정하는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특성 1은 정신상

문항으로 섬망의 원인 10문항, 증상 20문항, 간호 관리 15문

태 동요를 사정하고, 특성 2는 주의력 결핍을 사정하고, 특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정답은 1점, 틀린

성 3은 의식 수준의 변화를 사정하며, 특성 4는 비체계적 사

답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섬

고를 사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사례를 섬망 사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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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를 사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1단계와 섬망 상태
를 평가할 수 있는 2단계를 나누어 평가한다. 사례 1은 섬망

6. 윤리적 고려

이 없는 상태, 사례 2는 저활동형 섬망, 사례 3과 4는 과활동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각 병원의 간호부에 연구 목적

형 섬망 상태를 제시하였다. 각 사례를 올바르게 평가하였

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

을 때 정답으로 간주하여 1점, 오답은 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등을 설명하

최저 0점에서 최고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사정 정

고, 대상자는 원치 않은 경우 언제든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

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사례에 대한 CVI

단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작

는 0.88∼1.0이었으며, Cronbach's  값은 .83이었다.

성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보장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 한 후 설문의 동의를 얻었다. 설문에

4) 일반적 특성

응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
령, 성별, 교육 정도, 간호사 근무 기간, 중환자실 근무 기간,

연구 결과

종교, 근무지를 포함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섬망 간호
관련 특성으로는 섬망에 대한 교육 경험, 교육 경로, 섬망 간
호 자신감, 섬망 교육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5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은 29.17±5.17세이었고,
여성이 71명(84.5%)로 대부분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68명(81.0%)로 가장 많았으며, 37명(44.0%)만이 섬망 관련

4. 자료 수집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섬망 교육 경로는 병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광

에서의 교육이 30명(81.1%)로 가장 높았다. 섬망 사정 자신

주와 화순지역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내과계 중

감은 5점 만점에 3.77±0.82점으로 3명(3.6%)을 제외하고

환자실, 신경외과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

대부분 보통이상이라고 대답하였다. 섬망 환자에 적절한 간

실 1, 외과계 중환자실 2), 총 5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한 문항에는 5점 만점에

로, 연구자가 간호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각 해당 부서를 직

3.38±0.83으로 섬망 사정 자신감보다 점수가 낮았고 ‘조금

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11

그렇지 않다’가 6명(7.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2.4%)

일부터 12월 17일로 설문 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대상자 중 대부분인 82명(87.6%)가

적에 대해 설명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술적 예비조

섬망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Table 1).

사 경우 표본수를 20∼100명 이내로 시행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설문의 특성상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한 탈락률을 고려

2. 대상자의 섬망 지식

하려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92부가 회수

대상자의 섬망 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되었고(회수율 92.0%), 그 중 응답이 미비한 한 설문지 8부

다. 섬망 지식 수준의 평균은 45점 만점에 33.58±4.18점으

를 제외하고, 총 8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74.6점이었다.
섬망 지식을 원인, 증상, 간호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

5. 자료 분석

한 결과, 원인은 10점 만점에 9.37±1.35점, 증상은 20점 만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섬망 지식, 섬망 이미지, 섬망

점에 13.13±2.30점, 간호 관리 영역은 15점 만점에 11.06±

사정 정확도는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2.06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원인 93.7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점, 증상 65.6점, 간호 관리 73.7점으로 증상 영역에 대한 점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수가 가장 낮았다.
각 영역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은 원인 관련 지식 총 10문
항 중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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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Variables
Age (yrs)
Sex
Education level

Clinical experience (month)
ICU experience (month)
Religion

Working depart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delirium
Education route related to delirium

Confidence in delirium assessment

Confidence in appropriate delirium care

Needs for education related to delirium

(N=84)
Categories

n (%)

Mean±SD
29.17±5.17

Female
Male
3-yr college
Bachelor
≥Master

71 (84.5)
13 (15.5)
7 (8.3)
73 (87.0)
4 (4.7)
74.88±61.50
44.86±31.05

Christian
Buddhism
Catholic
None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NCU (neuro intensive care unit)
TICU (traumatic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ery intensive care unit)
Yes
No
University curriculum
Hospital
Continuing education
Seminar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Yes
No

22 (26.2)
3 (2.4)
13 (15.5)
46 (54.8)
15 (17.9)
17 (20.2)
18 (21.4)
34 (40.5)
37 (44.0)
47 (56.0)
5 (13.5)
30 (81.1)
1 (2.7)
1 (2.7)
18 (21.4))
32 (38.1)
31 (36.9
3 (3.6)
0 (0)
7 (8.3)
28 (33.3)
41 (48.8)
6 (7.2)
2 (2.4)
82 (97.6)
2 (2.4)

3.77±0.82

3.38±0.83

부족이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환자

간호 관리 관련 지식 총 15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높은 항

가 입원 후 금주하였을 때 섬망이 나타날 수 있다’가 84명

목은 ‘환자에게 계절을 알려주고 달력, 시계 등을 제공하는

(100%)으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골절은 섬망과

것은 섬망 관리에 도움이 된다.’로 83명(98.8%)가 정답을 선

관련이 없다’가 65명(77.4%)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택하였고, 섬망 치료의 최우선은 환자의 안위와 지지이다.’

증상 관련 문항 총 20개 중 ‘섬망이 있을 때 수면 양상이 매

가 82명(97.6%)로 두 번째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가장 낮

우 불규칙하다’가 80명(95.2%)으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

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대부분의 섬망 환자들의 치료로

였으며, ‘섬망은 대체로 회복된다’가 79명(94.0%)로 다음으

는 향정신성 약물을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로 7명

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섬망

(8.3%)만이 옳은 답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섬망 증상 조

이 있으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다가 점진적

절을 위해 억제대와 같은 물리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로 8명(9.5%)만이 정답을 선택

된다.’가 38명(45.2%),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너무 많거

하였고, ‘항콜린성 활동이 약화된다’가 16명(19.0%)로 다음

나 적을 때 섬망이 심해진다.’가 44명(52.4%) 순으로 낮은 정

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답률을 보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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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Level on Delirium

(N=84)
Variables

Correct
n (%)

Etiology (10 items)
1. Physical illness is not related to delirium.
2. Reduction in vision and hearing may cause delirium.
3. Illness of brain structure is not related to delirium.
4. Sudden stress may cause delirium.
5. Sleep deprivation may cause delirium.
6. Those who are alcohol dependent may develop delirium when alcohol intake is stopped.
7. Accidental trauma to head may cause delirium.
8. Hypoxia may cause delirium.
9. Major operation may cause delirium.
10. Fracture is not related to delirium.

82 (97.6)
74 (88.1)
75 (89.3)
84 (100)
84 (100)
84 (100)
79 (94.0)
71 (84.5)
79 (94.0)
65 (77.4)

Sign & Symptoms (20 items)
1. Delirium is common symptoms of acute illness in elderly.
2. It is rare that delirium result from use of recreational drug.
3. Delirium has same symptoms as dementia.
4. Symptoms of delirium will develop suddenly.
5. Symptoms of delirium are worse at night.
6. Delirious patient always acts vigorously and say something that does not make sense.
7. Delirium causes decreased sense of orientation.
8. Patient with delirium, initially acts, normally but gradually acting inappropriate ways.
9. Delirium causes difficulty in word selections.
10. Delirium causes visual and auditory hallucination.
11. Delirium is usually recovered.
12. With delirium, patient may not recognize significant others.
13. There is little change in conscious level with delirium.
14. There is hardly loss of concentration with delirium.
15. Delirium causes irregular sleeping pattern.
16. Delirium does not change personality of individual.
17. Anti-cholinergic activity is reduced in delirious state.
18. Noradrenaline activity is increased in delirious state.
19. Dopamine distribution is reduced in delirious state.
20. Individual experiences severe anxiety and fear during delirious state.

41 (48.8)
77 (91.7)
63 (75.0)
68 (81.0)
61 (72.6)
46 (54.8)
76 (90.5)
8 (9.5)
26 (31.0)
76 (90.5)
79 (94.0)
54 (64.3)
59 (70.2)
77 (91.7)
80 (95.2)
60 (71.4)
16 (19.0)
37 (44.0)
32 (38.1)
67 (79.8)

Nursing management (15 items)
1. Aim for treating delirium is to avoid complication and support patient and family.
2. Physical restraining is helpful controlling delirium symptoms.
3. Medication is occasionally used to treat delirium.
4. Large dose of anti-psychotic drug using is beneficial for delirious patient.
5. Using strong sedatives may prolong delirium period.
6. Priority of delirium treatment is safety and support of patient.
7. Adequate fluid intake may prevent delirium.
8. Using the hearing-aid increase increases chance of delirium.
9. Using the glasses for visually-impaired elderly may reduce delirium.
10. Occasional reminder of person’s name, place and time to elderly with delirium may help recovery.
11. Too much or too little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may result in worsening of delirium.
12. Inadequate control of pain may result in worsening of delirium.
13. If delirious patient has wrong understanding of something, it needs to be corrected until
he/she understands it correctly.
14. Sitting on chair or encouraging activity compare to lying may prevent delirium.
15. Informing season and providing calendar, clocks etc. may help for elderly with delirium.
Total score

Mean±SD
(Mean / Item×100)
9.37±1.35 (93.7)

13.13±2.30 (65.6)

11.06±2.06 (73.7)
81 (96.4)
38 (45.2)
80 (95.2)
7 (8.3)
60 (71.4)
82 (97.6)
58 (69.0)
64 (76.2)
59 (70.2)
78 (92.9)
44 (52.4)
74 (88.1)
51 (60.7)
74 (88.1)
83 (98.8)
33.58±4.1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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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스트레스’가 3.30±0.72점, ‘억제대’가 3.30±0.59점,
3. 대상자의 섬망 이미지

‘시끄러움’이 3.26±0.58점, ‘흥분상태’가 3.26±0.65점 순

대상자의 섬망 이미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섬

으로 나타났다.

망 이미지는 4점 만점으로 22개의 섬망 이미지 중 가장 높은

반면에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절망감’이 1.52±

평균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비협조적’이 3.37±0.59점이었

1.06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낮은 항목은 ‘무기력’이 1.75±
1.00점으로 나타났으며, ‘미움’이 2.06±0.94점, ‘아이 같이
느껴짐’이 2.07±1.03점, ‘회피’가 2.13±0.92점으로 나타

Table 3. Delirium Image

(N=84)

Items

났다(Table 3).

Mean±SD

Working overload
Stress
Compassion
Exhaustion
Concerned
Want to avoid
Looks like children
Hate
Feel nervous
Despair
Sedative drug
Dld man
Psychiatric disorders
Noisy
Abusive language
Feverish excitement status
Hallucination status
Strong
Uncooperative
Fall
Restrain
Lethargy

3.12±0.81
3.30±0.72
2.64±0.85
3.11±0.76
2.77±0.77
2.13±0.92
2.07±1.03
2.06±0.94
2.54±1.03
1.52±1.06
2.79±0.58
2.79±0.83
2.21±1.01
3.26±0.58
3.15±0.61
3.26±0.65
2.51±0.85
3.14±0.71
3.37±0.59
2.92±0.76
3.30±0.59
1.75±1.00

4. 대상자의 섬망 사정 정확도
대상자의 섬망 사정 정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섬망 사정 정확도는 4.83±2.47으로 100점으로 환산했
을 때 60점이었다. 각 사례의 1단계 섬망 사정 가능성에 대
한 항목의 정답률은 모든 사례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2단계 섬망 평가에 대한 항목 중 섬망이 아닌 상
황을 설명한 사례1의 정답률은 21.4%로 가장 낮았으며, 저
활동형 섬망의 상황을 설명한 사례2의 정답률은 51.2%, 과
활동형 섬망의 상황을 설명한 사례3과 4는 각각 5.06%,
51.2%의 정답률을 보였다(Table 4).

논 의
본 조사는 예비 연구로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

Table 4. Accuracy of the Delirium Assessment
Category
Case 1

n (%)
Stage I*
Stage II**

Case 2

Stage I*
Stage II**

Case 3

Stage I*
Stage II**

Case 4

(N=84)

Stage I*
Stage II**

Correct
Wrong
Correct
Wrong
Correct
Wrong
Correct
Wrong
Correct
Wrong
Correct
Wrong
Correct
Wrong
Correct
Wrong

Total score
*Need to assess delirium, **Delirium assessment

61 (72.6)
23 (27.4)
20 (21.4)
64 (78.6)
59 (70.2)
25 (29.8)
43 (51.2)
41 (48.8)
66 (78.6)
18 (21.4)
47 (56.0)
37 (44.0)
67 (79.8)
17 (20.2)
43 (51.2)
41 (48.8)

Mean±SD

(Mean/Item)×100

0.73±0.45
0.24±0.43
0.70±0.46
0.51±0.50
0.79±0.41
0.56±0.50
0.80±0.40
0.51±0.50
4.83±2.47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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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섬망은 심

사의 섬망 간호 현황을 파악하였다. 섬망을 예방하고 섬망

근경색증의 사망률과 비슷할 정도로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환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섬망 기초 자료를

섬망 사정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올바른 섬망 간호를 함으로

제공하여 섬망 관련 교육 및 섬망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써 섬망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줄일 수 있다.

주고자 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Kim의 연구에 따르면 섬망 사정 정확도는 교육을 통해 유의

본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82명(98%)가 섬

하게 향상되었으며[28], 강의, 비디오 교육, 웹기반 교육, 사

망에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지만 섬망에 관

례 중심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섬망 사정 능력을

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37명(44%)으로 대상자 중 절반 이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섬망 교육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섬망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경로는 80%가 병원인 반면, 보수교육과 세미나, 학회를 통

찾아 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느끼는 섬망 이

한 섬망 교육은 각각 3%이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섬

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섬망 이미지 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사

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요구는 충분하

용하였다. 섬망 이미지 중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비협

나 다양한 방법의 섬망 간호 교육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

조적’, ‘스트레스’, ‘시끄러움’ 등으로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는 섬망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필요함을 의미

간호사들이 섬망 환자를 간호할 때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

한다.

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섬망 지식 하위 영역 중 섬망 환자

섬망 지식 하위영역인 간호 관리 관련 지식에서 ‘대부분의

간호관리 관련 지식에서 ‘대부분의 섬망 환자들의 치료로는

섬망 환자들의 치료로는 향정신성 약물을 고용량으로 사용

항정신성 약물을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

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의 7명(8%)만이 옳은 답을 선택하였

의 정답률이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나타나 섬망 환자 간

다. 두 번째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항목은 ‘섬망 증상 조절

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간호 중재보다는 약물 치료

을 위해 억제대와 같은 물리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를 통한 증상 조절을 섬망의 적절한 중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된다’가 38명(45%)이다. Flaherty의 문헌에 따르면 향정신

반영해주었다. 이를 볼 때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

성 약물은 섬망 치료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존재 자체를 스트레스 원으로 생각하고 간호에 부담을 느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섬망 환자에게 정확히 제대

섬망 환자 간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로 평가되지 않은 섬망 환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있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섬망에 대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섬망 발생 위험이 있거나 섬

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간호 중재를 시행할 수 있

망 환자에게 물리적인 억제대를 사용의 금지를 권고하고 물

는 교육과 섬망 환자 간호 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활용

리적인 억제대의 사용이 섬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29]. 현재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가 발생하였

중환자실에서 저활동형섬망과 혼합형 섬망이 과활동형

을 때, 억제대 적용과 향정신성 약물 투여를 자주 하는 것을

섬망보다 더 많음을 고려할 때[16] 섬망 이미지 항목 중 ‘무

섬망 이미지 결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수행하

기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섬망 지식 하위 영역 중

고 있는 섬망 간호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을

증상 관련 지식에서 ‘섬망 상태의 대상자는 항상 헛소리를

시사해준다.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나타낸다.’가 46명(55%)로 낮은 정답

섬망 사정 정확도는 4.83±2.47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했

률을 보인 것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저활동형 섬망과 혼합

을 때 60.4점이었다. 특히 비섬망 사례인 1 사례에서 64명

형 섬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78.6%)이 섬망으로 잘못 평가하였으며, 사례 2, 3, 4는 오답

섬망 형태에 대한 지식 부족은 빈번한 진정치료와 긴급한 상

률이 44∼49%로 나타났다. 이는 현 중환자실에서 섬망 사

황이 많은 중환자실에서는 저활동형 섬망 환자에 대한 적절

정 정확도가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섬망 사정 정확도

한 간호제공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

가 저조하다는 것은 섬망 환자를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

겠다.

고, 섬망 환자의 치료의 시기를 놓쳐 부적절한 결과를 발생

본 연구는 추후 이루어질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로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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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시간과 대상자 선정이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자실 간호사가 섬망 환자와 비섬망 환자를 올바르게 분류하

어렵고 일부 내용이 간과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섬

지 못하여, 그들에게 부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 시사

망 간호 수행을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으므로 객관

한다. 이 부적절한 섬망 간호 제공은 섬망 환자 뿐만 아니라

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섬망 환자들에게도 상태 호전을 더디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중환자실 간호

결론 및 제언

사에게 올바른 섬망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섬망 간호 교
육과 섬망 환자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

1. 결론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 섬망 이미지 및
섬망 사정 정확도 정도를 파악하는 예비연구이자, 서술적

2. 제언

조사연구로, 추후 섬망 관련 교육 및 섬망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간호교육자 및 임상 간호행정가들은 간호사들의 올바른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 정도는 33.58±4.18점으로

섬망 간호 실천을 위해 간호사들이 섬망에 대한 폭넓은 이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74.6점이다. 섬망 지식을 원

를 가져오는 올바른 지식과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적

인, 증상, 간호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원인은

합한 내용의 다양한 섬망 간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9.37±1.35점, 증상은 13.13±2.30점, 간호 관리 영역은

야 한다.

11.06±2.06이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각각

섬망의 다양한 사례와 그에 맞는 적합한 간호를 지속적으

93.7점, 65.6점, 73.7점으로 섬망 증상 지식 정도가 비교적

로 조사 및 연구하여 섬망 지식, 섬망 이미지, 섬망 사정 정확

낮았다. 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섬망에 대한 지식 부족으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간호중재 개발 및 효과를

로 섬망의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섬망을 예방하지 못하고

측정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에게
올바른 섬망 지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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