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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광범위한 비 특이적인 기질적 증후군으

로, 의식, 주의, 지각, 사고, 기억, 정신운동 행동, 감정, 수면-각성 주기 

등의 장애가 나타나며, 장애 기간과 장애정도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다[1]. 섬망은 가역적인 상태이나 최근 들어서는 6개월 추적 관

찰기간 동안 약 20% 정도만이 완전히 회복되고, 상당수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섬망 발생률은 국외의 경우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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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60-80%에서 섬망 발생이 보고되었으며[3], 국내에서는 내과계 

48.2%, 외과계 36.2%, 중환자실 환자의 15-55%, 수술 환자의 7-10%에서 

섬망이 발생하였다[4,5]. 

섬망은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호소

하는 통증, 불안, 수면장애와 이러한 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하는 마약

성진통제와 향정신성 약물들이 섬망 발생을 증가시킨다. 60세 이상의 

고령, 시력저하와 인지기능의 저하, 억제대사용, 기계환기, 수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섬망 발생을 촉진시키기도 한다[4]. 섬망 발생은 

질병의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하고 낙상과 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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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증가하여, 재원기간 연장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며 간호사

의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

게 어려움을 초래한다[6-8]. 섬망 관리에 있어 다른 의료진에 비해 환

자와의 접촉시간이 많은 간호사가 섬망 고위험 환자를 파악하여 사전

에 섬망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섬망을 예방하고,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섬망을 조기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섬망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적 간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9-12]. 또한 섬망 발생 후에는 섬망 증상을 관찰하고 생

리적지지, 치료적 의사소통, 안전한 환경 유지, 지남력 제공, 가족지지, 

정신적, 행동적 증상관리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를 제공하여 환자의 회

복과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인 지지적 간호중재를 수행해

야 한다[13]. 섬망 예방 및 증상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섬망 간호 중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14]. 최근 환

자의 특성이 점차 고령화가 되고 질병이 다양해짐으로써 섬망에 대한 

고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중환자실 뿐 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섬망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15]. 임상현장에

서 노인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섬망증상의 빈번한 발생률을 고려할 

때 섬망 간호 수행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섬망 간호 수

행의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16].

섬망 간호 수행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섬망 간호 수행 관련 변

수로 섬망관련 지식[15-18], 섬망 간호 자신감[19,20], 스트레스[18,21], 

근무환경[16], 자기효능감[22]등이 보고되었으나 일부 변수와의 상관관

계가 대부분이며 전체적으로 변수를 통합하여 나타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섬망 간호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 중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탐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선행 연

구 결과 섬망관련 지식을 통해 섬망의 예방, 발견 및 중재가 개선되며, 

섬망 발병률과 사망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23], 섬망지식은 적

절한 간호중재제공에 필수적 요소[19]로 확인되었으나 Park [15]과 Jang 

[24]의 연구에서는 섬망관련 지식과 섬망 간호 수행간의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없었으므로 섬망관련 지식이 섬망 간호 수행에 영향요인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들의 섬망 간호 수행에 관하여 조

사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급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거나[14], 정형외과 간호사[18],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었다[21,24,25]. 하지만 환자의 특성이 점

차 고령화가 되고 질병이 다양해짐으로써 암, 수술, 다양한 약제사용 

등 섬망에 대한 고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및 중환자

실 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섬망 환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그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에 대한 자신감, 섬망 간호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섬망관련 지식 

및 섬망 간호 자신감과 섬망 간호 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효율적인 

섬망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 간호 

수행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종합병원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

감,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종합병원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 간호 

수행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 간호 수

행을 파악하고,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 간호 수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와 C지역에 소재한 4곳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간

호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라 표본 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analysis program 3.1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 (f2)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0에서 15개의 투입 설명변수를 고려하

였을 때 118명이 산출되었다.

설문의 특성 상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21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20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9.5%), 그 중 

불충분한 답을 한 설문지 18(8.1%)부를 제외하고, 20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절차(IRB No. 2016-

0003)를 밟은 후, 자료 수집 해당 병원 간호부에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

명하고 연구진행의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연구참

여 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 한 후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 도구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은 종속변수와 관련된 특

성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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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도,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 관

련 특성은 최근 1년동안 경험한 섬망 환자 수, 인지된 섬망 간호 중요

도, 섬망 교육경험, 섬망관련 교육을 받은 경로, 섬망 교육 횟수, 섬망 

교육 필요성, 근무 부서의 섬망 간호 매뉴얼 유무, 섬망 간호 매뉴얼 필

요성 여부이다.

섬망관련 지식

대상자의 섬망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자 Cho [25]가 개발하

고, Park [2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섬망의 원인 15문항, 

사정 7문항, 증상 11문항, 중재 14문항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모른다’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정답

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26]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ś α는 0.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4였다.

섬망 간호 자신감

간호사의 섬망 환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ke-

chi et al. [27]이 개발한 ‘자신감(self-confidence)’도구를 Kim and Lee 

[20]가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섬망의 조기발견, 원인파악, 섬망검사법, 섬망의 영향, 간호계

획, 약물치료법, 환경관리, 약물치료를 받는 섬망 환자의 모니터링, 수

술 후 섬망 간호, 말기암 환자의 섬망 간호에 대한 자신감 1문항, 섬망

에 대한 설명관련 2문항, 섬망 구별법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 

당 ‘전혀 자신감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신감 있음’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환자에 대한 간호수행 자신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and Lee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

bach’s α는 0.9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7이었다.

섬망 간호 수행

섬망 간호 수행정도는 Seo [12]가 개발하고, Park [2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간호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는 섬망 위험요인 사

정 수행 4문항과 간호중재 19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항상 

시행한다 4점, 자주 시행한다 3점, 가끔 시행한다 2점, 거의 시행하지 않

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 간호 수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eo [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75, Park [26]의 연구에서 Cron-

bach’s α는 0.74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0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 까지 G시와 C시에 있는 3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곳에서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

구자가 사전 허락을 받은 각 병원의 간호단위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사

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를 대상으

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료는 무기명으

로 처리할 것과 설문지 응답 과정에서 자유로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허락을 받은 후 자료수집

이 진행되었다. 설문지 작성에는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 간

호 수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과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 분석은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3)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과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

망 간호 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

efficient를 구하였다. 

(4)  섬망 간호수행 정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한 변수는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2-58세로 평균 31.34 ±7.17세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121명(59.6%)이었고, 교육정도는 대졸이 117명(57.7%)으

로 가장 많았다. 총 병원근무경력은 평균 102.63 ±83.65개월이었고, 현

재 근무부서는 외과계가 8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 56명

(27.6%), 중환자실 36명(17.8%), 신경과 병동 23명(11.3%)이었다. 연구대상

자 모두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었으며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섬

망 환자 수는 평균 13.71 ±17.65명이었다. 1년동안 경험한 섬망 환자가 

없는 경우가 19명(9.4%), 1-10명이 126명(62.0%), 11-30명이 28명(13.8%)이

었으며, 31명 이상도 30명(14.8%)이었다. 인지된 섬망 간호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83명(40.9%), 중요하다 115명(56.7%), 보통 5명(2.5%)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섬망 간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섬망관

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03명(50.7%)이었고, 교육받은 경로는

(중복응답) 학교 교육이 57.7% 병원 내 교육이 24.1%, 보수교육 20.7%, 

병동집담회 1.7% 순이었다. 섬망 교육을 받은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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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Age (y) <25  24 (11.8) 31.34±7.17
25-29  80 (39.4)
30-39  73 (36.0)
≥40  26 (12.8)

Marital state Single 121 (59.6)
Married  82 (340.4)

Education level College  65 (32.0)
University 117 (57.7)
Graduate school  21 (10.3)

Total clinical experience (mon) ≤12  10 (4.9) 102.63±83.65
13-36  35 (17.2)
37-60  35 (17.2)
61-120  62 (30.5)
≥121  61 (30.0)

Working unit Medical unit  56 (27.6)
Surgical unit  88 (43.3)
Intensive care unit  36 (17.8)
Neurology  23 (11.3)

Experience of observing patients with delirium Yes 203 (100.0)
No   0 (0.0)

Number of caring experience with delirious patients 
   (during for 1 year)

None  19 (9.4) 13.71±17.65

1-10 126 (62.0)
11-30  28 (13.8)
≤31  30 (14.8)

Perceived importance (caring delirious patient is an 
   important nursing intervention)

Very high  83 (40.9)
High 115 (56.7)
Usually   5 (2.5)
Low   0 (0.0)
Very low   0 (0.0)

Experience of Education for delirium Yes 103 (50.7)
No 100 (47.0)

How to take education on delirium * (n=103) 
   (multiple response)

Hospital education  28 (24.1)
College education 60 (57.7)
Peer education   2 (1.7)
Refresher training   24 (20.7)
Others   2 (1.7)

Number of delirium education (n=103) ≤1  56 (54.3) 1.88±1.39
2-5  45 (43.7)
6-10   2 (1.9)

Necessity of education for delirium Urgently needed  76 (40.4)
Needed 120 (57.1)
So so   7 (2.5)
Not so needed   0 (0.0)

Presence of manuals for delirium care on the ward Yes  27 (13.3)
No 176 (86.7)

Necessity of manuals for delirium care Yes 181 (89.2)
No  22 (10.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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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산한 결과는 68.4점 이었다. 섬망관련 지식을 하부영역별로 분석

한 결과, 원인 관련 지식 점수는 15점 만점에 10.63 ±  2.63점, 증상관련 

지식 점수는 11점 만점에 9.05 ±1.10점, 사정에 관한 지식 점수는 7점 만

점에 4.39 ±1.27점, 중재에 관한 지식 점수는 14점 만점에 8.42 ±1.89점

으로 증상 관련 지식 점수가 가장 높고 중재관련 지식 점수가 가장 낮

았다.

섬망 간호 자신감은 100점 만점에 평균 52.00 ±17.05점이었으며, 섬

망 간호 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85 ± 0.47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는 

대 10회까지로 평균 1.88 ±1.39회였으며 1회 이하가 54.3%로 가장 많았

다. 섬망 간호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 76명(40.4%)과 필요하다 

120명(57.1%), 그저 그렇다 7명(2.5%)이었다. 병동에 섬망 간호 매뉴얼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7명(13.3%)이었고, 섬망 간호에 관한 매뉴얼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1명(89.2%)이었다(Table 1).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 간호 수행

섬망관련 지식은 47점 만점에 평균 32.15 ± 4.36점으로 100점 만점으

Table 2. Nurse’s knowledge of delirium, confidence and nursing performance of delirium patients (n=203)

Variables Categories Range Min Max Mean±SD

Knowledge Total 0-47 17 41 32.15±4.36
Etiology 0-15 1 15 10.63±2.63
Signs & symptoms 0-11 4 11 9.05±1.10
Assessment 0-7 1 7 4.39±1.27
Nursing interventions 0-14 3 13 8.42±1.89

Performance Total 1-4 1 4 2.85±0.47
Risk factors 1-4 1 4 2.84±0.57
Nursing interventions 1-4 1 4 2.85±0.49

Confidence Total 0-100 5.33 100 52.00±17.0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Nursing performance of delirium (n=203)

Items Mean±SD

Check the risk of delirium during hospitalization 2.28±0.99
Assess the condition of the patient’s consciousness accurately 3.34±0.74
Tell the patient date, time, place and people repeatedly 3.04±0.80
Explain to the patient when giving a treatment 3.43±0.65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patient says 3.16±0.72
The quiet voice conversation in the room 2.95±0.78
Give all treatments at once during the night 2.67±0.89
Set the alarm sound of machines low as possible 2.81±0.89
Have the patient use person glasses if he/she has a visual disorder 2.60±0.98
Remove inserted catheter 2.69±0.86
Have the patient use a hearing aid or a communication tool (e.g. word cards) if he/she has a hearing disorder 2.54±1.01
Execute cognition-stimulating activities (e.g. word game) 2.27±1.00
Do not use physical restraints 2.47±0.85
Check if there is a sign of dehydration 2.93±0.72
Assess of delirium risk factor 2.83±0.76
Control pains 3.23±0.65
Keep the family bedside the patient 3.21±0.79
Maintain lighting at 40-60W (one ordinary incandescent light bulb) during the night 3.14±0.75
Educate a family member or care giver about delirium 3.06±0.86
Keep environment tidy by removing unnecessary articles 3.18±0.73
Use to bring at home and familiar items such as family photos 2.43±0.94
Make activities as soon as possible  2.73±0.86
Consult with the doctor to reduce the number of drug taking 2.54±0.86
Total 2.85±0.47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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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in nursing performance about deliriu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Variables Categories
Performance

Mean±SD t/F (p) Scheffe

Age (y) <25 2.72±0.11 0.55 (0.646)
25-29 2.69±0.04
30-39 2.77±0.06
≥40 2.79±0.10

Marital state Single 2.68±0.469 -1.93 (0.055)
Married 2.81±0.431

Education level College 2.74±0.41 0.06 (0.945)
University 2.72±0.48
Graduate school 2.75±0.48

Total clinical experience (mon) ≤12 2.77±0.64 1.11 (0.353)
13-36 2.65±0.49
37-60 2.69±0.38
61-120 2.71±0.41
≥121 2.83±0.49

Working unit Medical unit 2.46±0.69 1.49 (0.228)
Surgical unit 2.37±0.74
Intensive care unit 2.14±0.75
Neurology 2.41±0.74

Number of caring experience with delirious patients 
   (during for 1 year)

None 2.41±0.61a 3.22 (0.024)
a<c1-10 2.74±0.44b

11-30 2.84±0.49c

≤31 2.75±0.39d

Experience of education for delirium Yes 2.75±0.50 0.49 (0.622)
No 2.72±0.41

Perceived importance (caring delirious patient is an 
   important nursing intervention)

Very high 2.87±0.45 5.85 (0.003)
High 2.65±0.44
Usually 2.62±0.61

Number of delirium education (n=103) ≤1 2.67±0.54 1.21 (0.303)
2-5 2.83±0.46
6-10 2.67±0.22

Necessity of education for delirium Urgently needed 2.87±0.62a 5.58 (0.004)
a>bNeeded 2.65±0.44b

So so 2.62±0.61c
Presence of manuals for delirium care on the ward Yes 2.87±0.52 1.70 (0.091)

No 2.71±0.44
Necessity of manuals for delirium care Yes 2.92±0.57 2.11 (0.036)

No 2.71±.0.44

험요인 사정 수행이 2.84 ± 0.57점, 간호중재 수행 영역이 2.85 ± 0.49

점 이었다(Table 2). 간호 수행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처치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설명한다’ 3.43 ± 0.65점이었고, 섬망 간호 수행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인지자극 활동을 한다’로 2.27±1.00점이었다(Table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섬망 

간호 수행은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섬망 환자 수 (F =3.22, p = 0.024), 인

지된 섬망 간호의 중요성 (F =5.85, p = 0.003), 섬망 교육의 필요성 (F =  

5.58, p = 0.004), 섬망 간호에 관한 매뉴얼의 필요성(t= 0.36, p = 0.03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년 동안 섬망 환자 경

험횟수가 11-30회인 그룹에서 섬망 간호 수행도가 가장 높았고 섬망 

환자 간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장 낮은 수행도를 나타내었다. 섬

망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섬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섬망 간호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들

이 섬망 간호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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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self-confidence, performance, 
importance and necessity about delirium nursing (n=203)

Variables
Performance Knowledge

r (p) r (p)

Knowledge 0.30 (0.0)
Self-confidence 0.35 (0.0) 0.25 (0.003)  

위험요인 사정 수행이 2.84 ± 0.57점, 간호중재 수행 영역이 2.85 ± 0.49점 

이었다(Table 2). 간호 수행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처치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설명한다’ 3.43 ± 0.65점이었고, 섬망 간호 수행도가 가장 낮

은 문항은 ‘인지자극 활동을 한다’로 2.27±1.00점이었다(Table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섬망 

간호 수행은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섬망 환자 수 (F =3.22, p = 0.024), 인

지된 섬망 간호의 중요성 (F =5.85, p = 0.003), 섬망 교육의 필요성 (F =  

5.58, p = 0.004), 섬망 간호에 관한 매뉴얼의 필요성(t= 0.36, p = 0.03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년 동안 섬망 환자 경

험횟수가 11-30회인 그룹에서 섬망 간호 수행도가 가장 높았고 섬망 

환자 간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장 낮은 수행도를 나타내었다. 섬

망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섬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섬망 간호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들

이 섬망 간호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 및 섬망 간호 수행과의 관계

간호사의 섬망 간호 지식과 자신감, 섬망 간호 수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섬망 간호 수행은 섬망관련 지식(r= 0.30, p = 0.000)과 섬

망 간호 자신감(r= 0.35, p =.000)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섬망관

련 지식과 섬망 간호 자신감도 정적상관(r= 0.25, p= 0.003)관계가 있었

다(Table 5).

섬망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섬망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

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최근 1년간 경험한 섬

망 환자 수, 섬망 간호 관련 매뉴얼 필요성 유무, 섬망 간호의 중요도, 

섬망교육의 필요성과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을 회귀식에 포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performance for patients with delirium (n=203)

Characteristics B β t (p) R² Adj R² F (p)

Confidence 0.06 0.24 3.47 (0.001) 0.21 0.19 16.26 (0.0)
Knowledge 0.28 0.16 2.40 (0.002)
Necessity of manuals for delirium care 0.24 0.16 2.48 (0.014)

Necessity of manuals for delirium care=dummy coded (Yes=1, No=0).

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명목척도인 섬망 간호 관련 매뉴얼 필요성 유무는 가변수(dummy)

로 전환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섬망 환자 간호수행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섬망 간호 자신감(β = 0.24, 

p = 0.001), 섬망관련 지식(β = 0.16, p = 0.002), 섬망 간호 관련 매뉴얼의 

필요성(β = 0.16, p= 0.001)순이었으며 결정계수는(adjusted R2) 0.19로 섬

망 간호수행의 19.0%의 설명력을 보였다.

고 찰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과 섬망 간

호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

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섬망관련 지식은 47점 만점에 평균 32.2점이었으며 

100점으로 환산 시 68.4점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Suh and Yoo [21]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점수가 

63.0점이었던 것과, Park [26]의 연구에서 암환자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

식이 67.4점이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Kim and Eun [18]의 연구에

서 정형외과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점수가 72.0점이었던 것 보다는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직접 비교는 어

렵지만 Park [15]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점수가 

45점 만점에 31.4점(69.8%)과, 섬망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만을 대상

으로 한 Won [28]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점수

가 45점 만점에 26.9점(60%)이었던 것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점수가 70점 이하의 수준이다. 노인인구의 지

속적 증가와 더불어 섬망 환자 발생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

로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수준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섬망관련 지식의 하위영역 중 중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Kim and Eun [18]의 연구에서 중재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

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도구의 차이로 분류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인이나 증상의 점수에 비해 중재와 관리 부분에서는 현저하

게 낮은 지식 점수를 보인 선행 연구결과[15,16,29]와도 유사하였다. 따

라서 간호사의 섬망관련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재영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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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재관련 지식 

중 특히 오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의 조절을 위

해서 PRN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한다’와 ‘항콜린성 약을 사용하여 섬

망을 관리할 수 있다’이었다. 이는 간호사의 섬망 간호 교육 시 약물중

재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사는 의료

인 중 환자의 섬망을 가장 먼저 관찰하고, 섬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

키는 요인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임

상경력이 102.6개월인 반면 61%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섬망교육을 받

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섬망 교육을 통해 

섬망관련 지식을 증진해야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섬망 간호 자신감은 평균 52.0점으로, Kim and Lee [20]

연구의 51.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Kim [16]의 연구에서 58.9점과 

Flagg et al. [19]의 65.4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Park et 

al. [14]의 연구에서 80.4%의 간호사들이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

었으나 그중 22.4%만이 섬망 환자 간호 시 약간 자신이 있다고 보고한 

것보다 높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16]의 종합병원의 간호사

의 자신감 점수가 본 연구 결과보다 높은 것은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판단된다. 연령, 근무기간 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Kim [16]은 근무경

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어 아직 간호업무 전반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더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

호에 대한 자신감 감소는 환자에 대한 접근을 두렵게 하고, 이것이 간

호 수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섬망 간호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섬망 간호 수행정도는 평균 2.85점(4점 척도)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섬망 간호 수행도를 조사한 Kim 

[16]의 2.90점과, Kim and Lee [20]의 2.84점, 정형외과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한 Kim and Eun [18]의 섬망 간호 수행 점수 2.89점과 비슷한 수

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15]의 연

구에서 섬망 간호 수행 점수가 2.68 (67.1%)점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Suh and Yoo [21]의 2.80 (70%)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Inouye 

et al. [30]은 효과적인 섬망 발생률 감소를 위해서 간호사에게 섬망 예

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컨설트 시스템 제공 뿐 아니라 중재에 대

한 수행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섬망 간호 수행 정도는 간호

사의 일반적인 간호 업무 수행도가 81.6%였던 것[31]과 비교할 때 섬망 

간호 수행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

구에서 섬망 간호 수행 수준이 낮은 항목은 인지자극 활동을 한다

(2.27점), 입원 시 섬망 고위험군을 사정한다(2.28점), 가족사진 등 친숙

한 물건을 집에서 가져와 사용하도록 한다(2.43점), 신체 억제대를 가

능한 사용하지 않는다(2.47점)로 선행연구들[12,18]과 동일한 결과이

다. 따라서 섬망 발생 및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사정하고 

섬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인 억제대 적용, 시력저하, 인기지능저하, 감각

저하에 대한 구체적 중재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섬망 발생

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ilisen et al. [9]은 섬망 간호 

수행률이 낮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중재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간호사가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섬망 간호 중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섬망 간호 수행의 차이는 최근 1년 동

안 경험한 섬망 환자 수, 인지된 섬망 간호의 중요성, 섬망 교육의 필요

성, 섬망 간호에 관한 매뉴얼의 필요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

구 대상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및 섬망 간호 교육 

경험[16], 직위[1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섬망 간호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섬망 간호 

수행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Kim and Eun [18]의 섬망 환자 투약가이

드가 있는 경우에 섬망 간호 수행정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

이다. 그러므로 섬망 간호 수행을 증진을 위해 섬망관련 구체적인 상

황에 따른 지침과 섬망 환자관리에 대한 매뉴얼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연구대상자들의 섬망관련 지식, 자신감, 수행의 관계는 섬망관련 지

식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은 높았고,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

감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섬망관련 지식과 섬망 간호 수행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16]과 정형외

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and Eun [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섬망 간호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섬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15]과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Jang [24]의 연구에서 섬망에 대한 지식

과 간호수행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과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

렇게 섬망관련 지식과 섬망 간호 수행 간의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것

은 지식이 수행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하며 이는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다.

섬망 간호 자신감과 섬망 간호 수행의 상관관계에서 섬망 간호 자신

감이 클수록 섬망 간호 수행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Flagg et al. [19]

은 섬망 환자 사정 및 관리에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간호사들이 환

자가족 간호와 섬망 환자간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연구 결

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들의 섬망관련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전

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Kim and Lee [20]는 이론교육과 함께 충분한 실

무교육이 간호사의 섬망 간호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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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203명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자신감과 섬망 간호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섬망관련 지식과 

섬망 간호 자신감 및 섬망 간호 수행의 관련성을 분석한 서술적 상관

관계연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섬망관련 지식은 68.4점, 자신감은 52

점, 수행은 71.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섬망 간호 수행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위해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섬망 간호 

자신감이 높으며, 섬망관련 지식수준이 높고 섬망 간호 매뉴얼의 필요

하다고 인지하는 간호사들이 섬망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

었다. 따라서 향후 섬망 간호 수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이 되는 섬망 간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섬망 간호 지식수준과 섬망 간

호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섬망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섬망 간호 수행 측정에 대해 자가평가 외에 관찰과 같은 객관

적인 도구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섬망 환자 간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을 개발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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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있으므로, 임상실무에서 섬망 환자 중재 관련 지식과 실습

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섬망관련 지식과 자신감의 상관관계에서 섬망관련 지식이 높을수

록 자신감이 높았다. 이는 Akechi et al. [27]이 섬망관련 교육을 받은 간

호사가 섬망 환자를 대할 때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섬망 간호 수행 영향요인은 섬망 간호 자신감, 섬망관련 

지식, 섬망 간호 매뉴얼의 필요성 순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19.0%이었다.

섬망 간호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섬망관련 지식으

로 [27], 섬망에 대한 지식부족은 섬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로 

하여금 당혹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며, 섬망 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게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섬망관련 지식 수준

이 낮은 것이 섬망 간호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 섬망 간호 자신

감이 낮았으며 간호수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Flagg et al. 

[19]은 섬망 간호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는 적절한 간호중재 제공에 필

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특히 일반적 특성 중 섬망교육 경험이 자신감

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사의 섬망 간호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섬망관련 지식을 증가시킬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섬망 간호 자신감을 높여 섬망 간호를 수행을 증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ark [26]은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에게 섬망 간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섬망 간호 지

식과 섬망 간호 자신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후 섬망 간호 지

식과 수행수준이 상승되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일반 간호사들에게

도 섬망 간호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 간호사들의 매뉴얼 필요성에 대

한 욕구를 충족한다면 섬망 간호 수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섬망 간호수행 영향요인

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섬망 간호 수행에 영향요인을 확

인한 점과,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섬망 간호 수행 영향요인이 섬망 간

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편의 추출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관련요인을 회귀식에 포함하였으나 섬망 간호 수행변

인을 19.0%설명하였다. 따라서 밝혀진 영향요인 이외에 다른 영향요인

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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