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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ed factors of perceived delirium assessment ability (PDAA)
of clinical nurses.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ith a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with 266 nurses
who were recruited from P university hospital.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Nurses scored low for
knowledge of symptoms and management of delirium. Factors related to PDAA were ‘sufficiency in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bout delirium’ (β =.325, p<.001), ‘experience of car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 (β=.228, p<.001),
‘duration of work’ (β =.139, p = .004), and ‘level of knowledge on delirium’ (β =.128, p = .021). These variables
explained 24.2% of the variance in PDAA. Conclusion: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nurses need up-to-date
educational programs that include actual practices of delirium assessment as well as global knowledge of delirium.
Because most nursing floors do not have care manuals for patients with delirium, having care manuals and
corresponding educations is essential. Further studies including participants from broader geographical areas
and methodology to examine the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on PDAA are warranted to enhance the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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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Torpy, Burke, & Glass, 2010). 섬망은 어느 연령에서
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으로 환자의 재원기간을 늘리고

1. 연구의 필요성

(McCusker, Cole, Abrahamowicz, Primeau, & Belzile,
2002; Saravay et al., 2004), 회복을 지연시키며, 사망률을

섬망은 의식수준의 변화와 집중력 결핍과 같은 의식의

증가시킨다(Leslie et al., 2005; McCusker et al., 2002). 특

장애와 기억력 부재, 지남력 상실, 언어장애와 같은 기본적

히, 새로운 생리적·환경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적응능력이

인 인지능력의 변화 또는 환각과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 정

감소되어 있는 노인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며(Foreman &

서장애, 폭력적인 행동과 같은 인식의 장애를 나타내고, 이

Zane, 1996), 65세 이상 입원 노인 환자의 20%가 섬망을

는 심각한 감염이나 심부전과 같은 악화된 질병이나 정신

경험하고(Siddiqi, House, & Holmes, 2006), 초고령 환자

적 질병, 부종, 수면 결핍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이

에서는 나이나 동반 질환의 유무, 병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주요어: 섬망, 허약한 노인, 위험사정, 지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aejung, 414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43, Fax: 82-51-510-8308, E-mail: haejung@pusan.ac.kr
투고일 2011년 8월 20일 / 수정일 2011년 12월 1일, 2011년 12월 12일, 2011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9일

Vol. 13, No. 3, 2011

233

최은정 ․ 이해정 ․ 김인아 등

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Witlox et al., 2010). 섬

었고, 섬망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섬망 환자를 사정할

망은 입원한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며 중환자실에 입실하

때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Akechi et al., 2010; Flagg

는 환자의 40%, 암 병동 재원 환자의 18%, 호스피스 병동

et al., 2010). 증가된 섬망 관련 지식은 섬망의 예방, 발견

재원 환자 26~44%가 경험한다(Siddiqi, Holt, Britton, &

및 중재를 개선시키고, 섬망 발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

Holmes, 2007). 섬망의 발생은 입원 환자의 질병상태나 병

는 것으로 나타났다(Hare et al., 2008; Inouye, Schle-

원 시스템적 요소, 악화된 내과적 질환이나 심각한 통증, 부

singer, & Lydon, 1999). 섬망의 예방은 질환과 관련된 합

동, 수면박탈과 관련된다(Torpy, Burke, & Glass, 2010).

병증을 줄이고, 낙상이나 욕창발생을 최소화하며, 간호사

그러나 섬망은 의료인들의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종종

의 섬망 환자 사정 및 관리에 대한 증가된 자신감은 환자와

간과되기도 하고, 치매 혹은 다른 정신과적 문제로 잘못 진

환자가족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제공에 필수적 요소이다

단되기도 한다(Park, Kim, Song, & Kang, 2006; Spronk,

(Flagg et al., 2010; Inouye, 2006). 그러나 관련된 다양한

Riekerk, Hofhuis, & Rommes, 2009). 섬망의 69%는 의

인자 중 가장 효과적으로 사정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

료인들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Farley &

소에 대한 탐색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임상간호사 중 특히

McLafferty, 2007; Inouye, Foreman, Mion, Katz, &

섬망사정 기술이 낮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파악은 아직 이

Cooney, 2001), 섬망이 인지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의 인

유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섬망에 대한 지식부족과

지된 섬망사정능력 정도와 관련인자를 검정하여, 섬망사정

섬망사정도구의 사용법과 유용성에 대한 지식부족(Park,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2005; Rapp et al., 2000; Yang, 2006), 섬망사정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

자신감 부족(Pun et al., 2005) 등이었다.

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깝게, 자주 접촉하는 의료인으
로 환자의 섬망증상을 가장 먼저 관찰할 가능성이 높으며,

2. 연구목적

섬망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들의 급성 기저질환을 규명하
여,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섬망을 유발하거나 악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화시키는 요인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Francis & Kapoor,

y 간호사의 특성, 섬망지식 및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을 파

1990).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Akechi et al., 2010;
Flagg, Cox., McDowell, Mwose, & Buelow, 2010; Lee
et al., 2007; Suh, 2006), 간호사의 섬망지식은 45점 만점
에 31.52점(Lee et al., 2007), 50점 만점에 평균 31.6점

악한다.
y 간호사의 특성과 인지된 섬망사정능력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y 간호사의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의 관련인자를 규명한다.

(Suh, 2006)으로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었고, 섬망사정에
대한 자신감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약 28점(Akechi et

연구방법

al., 2010), 평균 5점 만점기준으로 3.27점(Flagg et al.,
2010)으로 섬망사정에 관한 자신감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1. 연구설계

간호사의 섬망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Hare,
Wynaden, McGowan, Landsborough, & Speed, 2008;
Lee et al., 2007), 섬망지식은 학력, 노인 관련 교육이수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의 관련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험, 노인 간호 보수교육의 필요성의 인지 정도, 섬망 환자
관찰경험 유무, 섬망사정 도구 사용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

2. 연구대상

가 있었고(Lee et al., 2007),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특히 섬망 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P대학교병원에

다(Hare et al., 2008). 중환자실과 외과병동에 근무하는 간

근무하는 간호사 중 일반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근무경력

호사를 대상으로 섬망 환자 사정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6개월 이상인 자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

연구에서 섬망지식 부족이 자신감 부족의 가장 큰 요인이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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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섬망지식정도와

1) 인지된 섬망사정능력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은 섬망 환자 간호 시 섬망상태를

섬망사정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사정할 수 있는 자신감 정도를 말하며, 정확하게 사정할 수

y 섬망사정능력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다중회

있는 경우를 100,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0으로 한 visual

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analog scale을 이용하여 자가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2) 섬망지식
섬망지식은 Lee 등(2007)이 개발한 45개 문항의 섬망지

1. 대상자의 특성과 섬망사정능력

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섬망의 원인 10문항,
증상 20문항, 간호관리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은(Table 1)과 같

에 대하여 정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0

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62명(98.5%)이었고, 79.3%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섬망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11명)의 대상자가 21~29세에 포함되었고 평균연령은

Lee 등(200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752였고, 본

27.20세이었다. 대상자의 43.2% (115명)가 대학교를 졸업

연구에서 Cronbach's ⍺=.714이었다.

하였고, 52.3% (139명)가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 간호
사이었고, 평균 근무기간은 4.49±5.03년이었다. 대상자의

3)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섬망 환자 관찰경험, 섬
망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33.5% (91명)가 외과계 병동에 근무하였고, 27.2% (74명)
가 내과계 병동, 24.6% (67명)가 중환자실에 근무하였다.
대상자의 95.9% (255명)가 일반 간호사이었다. 대상자의
93.6% (249명)가 섬망 환자 관리를 위한 지침(매뉴얼 또는

4. 자료수집

프로토콜)이 병동에 없다고 응답하였고, 89.8% (239명)가
섬망증상을 가진 환자를 관찰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섬

P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면제승인을 받은

망 환자 관찰횟수는 20회 미만이 77.4% (206명), 80회 이

뒤 간호부와 해당병동의 수간호사, 일반 간호사에게 연구

상이 13.2% (35명)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은 22회로 범위는

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였으며, 편의추

0회에서 365회까지였다. 섬망사정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

출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에 대해서는 97.4% (259명)가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

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작성

였다. 섬망 관련 교육 경험은 72.2% (192명)가 없다고 응답

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연구자가 직접

했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교

회수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95부(98.3%)

육형식은 학부 또는 대학원수업이 18.8% (50명), 보수교육

가 회수되었고, 이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29부를 제

/직무교육이 7.9% (21명), 병동집담회가 1.1% (3명)이었

외한 총 2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 섬망사정을 위한 교육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
해 55.6%(148명)가 ‘부족하다’, 33.1% (88명)가 ‘보통이다’

5. 자료분석

라고 반응하였다. 섬망 환자 간호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66.9% (178명)가 ‘필요하다’, 16.5% (44명)가 ‘보통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0.7% (29명)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섬망지식 점수는 45점 만점에 평균 31.74±4.71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섬망 환자 간호 경험, 섬망 관련

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70점이었다.

교육, 섬망지식수준, 섬망사정능력은 실수와 백분율,

지식의 하위 영역으로 섬망을 일으키는 원인, 증상, 간호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리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원인은 100점 만점에 90점이

y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의 차이를

었으나, 증상과 간호 관리는 각각 62점과 68점으로 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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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s of Perceived Assessment Ability of Deliriu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66)
PDAA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4 (1.5)
262 (98.5)

37.25±22.59
49.06±18.92

-1.24 (.217)

Age (year)

20~＜25a
b
25~＜30
30~＜35c
35~＜40d
e
40~＜45
f
＞45
M±SD

95 (35.7)
116 (43.6)
37 (13.9)
8 (3.0)
4 (1.5)
6 (2.3)
27.2±5.3

44.87±17.38
51.58±18.71
50.81±16.22
31.63±28.50
52.50±33.04
69.17±14.29

4.37 (.001)
d＞f

Educational level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06 (39.8)
115 (43.2)
45 (16.9)

46.62±17.62
49.77±19.84
51.98±19.63

1.48 (.230)

Length of work period (years)

＜3a
b
3~＜5
≥5c
M±SD

52 (19.5)
139 (52.3)
75 (28.2)
4.49±5.03

41.69±17.72
49.27±17.18
53.17±21.64

5.88 (.003)
a＜b＜c

Work place

Internal medicine
Surgical ward
Psychiatric ward
Intensive care unit
Others

73 (27.4)
90 (33.8)
3 (1.1)
67 (25.2)
33 (12.4)

49.67±17.86
50.03±18.36
50.00±10.00
50.66±21.33
40.36±17.28

1.96 (.102)

Work position

Acting nurse
≥Unit manager

255 (95.9)
11 (4.1)

48.58±18.57
55.91±27.09

-0.89 (.395)

Had manuals for delirium care

Yes
No

17 (6.4)
249 (93.6)

57.65±19.21
48.29±18.86

-1.98 (.049)

Had experience of observing
patients with delirium

Yes
No

239 (89.8)
27 (10.2)

50.75±17.99
32.37±19.92

-4.98 (＜.001)

Frequencies of observing patients
with delirium (number)

＜20
20~＜40
40~＜60
60~＜80
≥80
M±SD

206 (77.4)
16 (6.0)
7 (2.6)
2 (0.8)
35 (13.2)
22.1±43.6

47.95±17.96
60.63±17.31
67.14±17.99
40.00±14.14
45.91±22.72

3.75 (.006)

Experience of using delirium
assessment tool

Yes
No

7 (2.6)
259 (97.4)

63.57±20.59
48.49±18.82

-2.09 (.038)

Ways to get education on delirium

College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Ward conference
None

50 (18.8)
21 (7.9)
3 (1.1)
192 (72.2)

48.98±18.31
59.05±21.13
50.00±10.00
47.73±18.80

2.28 (.080)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delirium education

Sufficienta
Moderateb
Insufficientc
Very insufficientd

10 (3.8)
88 (33.1)
148 (55.6)
20 (7.5)

79.00±13.90
54.41±17.07
44.65±17.20
40.90±22.07

17.16 (＜.001)
a＞b＞c＞d

Necessity of delirium education

Urgently needed
Needed
So so
Not so needed

29 (10.9)
178 (66.9)
44 (16.5)
15 (5.6)

58.10±21.02
48.60±17.60
45.52±22.02
44.33±17.20

3.11 (.027)

PDAA=perceived delirium assess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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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Level of Delirium and Perceived Assessment Ability in Delirium
Items

(N=266)

M±SD

(Mean/Item)×100

Minimum

Maximum

Knowledge level of delirium
Etiology
Signs & symptoms
Nursing management

31.74±4.71
9.01±1.26
12.50±2.60
10.24±2.30

70
90
62
68

14
2
5
2

39
10
18
15

Perceived ability in delirium assessment

48.99±18.88

0

100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참여 간호사들은 자신의

근무기간(F=5.88, p =.003), 섬망 환자 간호 관련 지침서

섬망사정능력을 100점 만점에 48.99±18.88점으로 평가하

유무(t=-1.98, p =.049), 섬망 환자 관찰 경험(t=-4.98, p <

였다(Table 2). 각 섬망지식 영역에서 70% 이하의 정답률

.001), 섬망 환자 관찰 횟수(F=3.75, p =.006), 섬망사정도

을 보인 문항은(Table 3)과 같다. 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원

구 사용 경험(F=-2.09, p =.038), 섬망 관련 교육기회의 충

인 관련 문항에서 7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없었

분성에 대한 인지정도(F=17.16, p <.001), 인지된 섬망 관

고, 증상 관련 문항에서 ‘섬망이 있으면 언어선택의 어려움

련 교육의 필요성(F=3.11, p =.02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이 있다’(16.2%), ‘섬망이 있으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행동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섬망사정능력은 45세 이상의 간호

패턴을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22.2%)

사에게서 가장 높았고,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가장 낮은

에서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섬망상태에서의 항콜린

점수를 나타내었다. 섬망 환자 관찰횟수에 따른 인지된 섬

성과 노어아드레날린의 약물효과, 도파민분비와 관련된 문

망사정능력은 40~60회 미만에서 가장 높은 사정 능력을 나

항에서도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24.8%, 38.7%, 28.9%).

타내었고 60회에서 80회 미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

‘섬망상태의 대상자는 항상 헛소리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

내었다. 그 외 5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거나, 병동에 지침

을 나타낸다’(47.4%), ‘섬망이 있으면 나중에 사람을 알아

서가 있는 경우, 섬망 환자를 관찰한 경험이 있고, 섬망사정

보지 못한다’(48.9%), ‘섬망은 노인이 급성질환이 발생했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섬망교육기회가 충분하였다고

을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54.5%), ‘섬망은

인지하고, 섬망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

어떠한 상황에서 급성적으로 나타난다’(68.0%), ‘섬망은

에게서 섬망사정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섬망 관

대체로 회복된다’(69.9%)라는 문항에서도 낮은 정답률을

련지식과 섬망사정능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섬망사

보였다. 또한 간호관리 영역에서는 ‘섬망이 있는 환자가 잘

정능력은 섬망지식정도(r=0.21, p <.001)와 유의한 상관

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인식할 때까지 계속 알려주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야 한다’(41.9%), ‘섬망 증상 조절을 위해 억제대와 같은
물리적 구속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57.1%), ‘고용량의

3. 간호사의 섬망사정능력 예측요인

항정신성 약물 사용은 섬망에 도움이 된다’(58.5%), ‘다른
사람과의 과도한 상호작용은 섬망이 심해지게 만들 수 있

간호사의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다’(65.8%)라는 문항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모른다고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섬망사정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은 섬망상태에서의 약물사용과 관

인, 근무기간, 섬망 환자간호 매뉴얼 유무, 섬망 환자 관찰

련된 문항이었다.

경험 유무, 섬망사정도구 사용 경험 유무, 섬망교육 기회의
충분도, 인지된 교육의 필요성과 섬망 관련지식을 회귀식에

2. 대상자의 특성, 섬망 관련 지식과 인지된 섬망사정능력
과의 관련성

포함시켜 다단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섬망사정능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 섬망사정능력과 선적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나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의 차이는

와 섬망 환자 관찰경험은 회귀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간

(Table 1)과 같다. 섬망사정능력은 연령(F=4.37, p =.001),

호사의 인지된 섬망사정능력의 유의한 예측인자로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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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estion Items with less than 70% Correct Rates in Knowledge of Delirium
Correct
n (%)

Wrong
n (%)

Don't know
n (%)

11. Delirium is a common symptom of acute illness in elderly.

145 (54.5)

59 (22.2)

62 (23.3)

14. Symptoms of delirium will develop suddenly.

181 (68.0)

58 (21.8)

27 (10.2)

16. Delirious patients always acts vigorously and say
something that does not make sense.

126 (47.4)

135 (50.7)

5 (1.9)

18. Patients with delirium, initially act normally but gradually
act in inappropriate ways.

59 (22.2)

158 (59.4)

49 (18.4)

19. Delirium causes difficulty in word selection.

43 (16.2)

202 (75.9)

21 (7.9)

21. Patients usually recover from delirium

190 (69.9)

28 (10.2)

54 (19.9)

22. With delirium, patient may not recognize significant
others.

130 (48.9)

101 (37.9)

35 (13.2)

27. Anti-cholinergic activity is reduced in the delirious state.

66 (24.8)

73 (27.5)

127 (47.7)

28. Noradrenalin activity is increased in the delirious state.

103 (38.7)

32 (12.1)

131 (49.2)

29. Dopamine distribution is reduced in the delirious state.

77 (28.9)

74 (27.9)

115 (43.2)

32. Physical restraining is helpful for controlling delirium
symptoms.

152 (57.1)

98 (36.9)

16 (6.0)

34. Using a large dosage of anti-psychotic medication is
beneficial for delirious patients.

156 (58.6)

35 (13.2)

75 (28.2)

35. Using strong sedatives may prolong delirium period.

138 (51.9)

48 (18.0)

80 (30.1)

37. Adequate fluid intake increases chance of delirium.

172 (64.7)

24 (9.0)

70 (26.3)

38. Using the hearing-aid increases chance of delirium.

166 (62.4)

30 (11.3)

70 (26.3)

39. Using the glasses for visually-impaired elders may reduce
delirium.

150 (56.2)

44 (16.5)

72 (27.1)

41. Too much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may result in
worsening of delirium.

43 (16.2)

176 (66.1)

47 (17.7)

43. If a delirious patient has 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something, it needs to be corrected until he/she understands
it correctly.

111 (41.7)

126 (47.4)

29 (10.9)

44. Sitting on a chair or encouraging activity, compared to
lying on the bed, may prevent delirium.

178 (66.9)

46 (17.3)

42 (15.8)

Section

Questions

Signs &
symptoms

Nursing
management

(N=266)

Table 4. Predictors of Perceived Delirium Assessment Ability
Variables
Knowledge level of delirium
Duration of work(years)
Had experience of observing patients with delirium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education on delirium

†

(N=266)
B

β

95% CI

t

p

0.52

.128

0.08~0.95

2.32

.021

0.05

.139

0.02~0.08

2.91

.004

16.01

.228

9.16~22.86

4.60

＜.001

10.50

.325

7.31~13.69

6.48

＜.001

Not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2=.242, Adj. R2=.231, F=20.85, p＜.001. Variables entered in the regression model=Knowledge level of
†
†
delirium, duration of work (years), presence of manuals for delirium care on the ward , experience of observing patients with delirium ,
†
†
experience of using a delirium assessment tool ,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education on delirium, necessity of delirium education. Dummy
Coded 1=Had manuals for delirium care on the ward, had experience of caring patients with delirium, had experience of using a delirium
assessment tool.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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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충분도(β=.325, p <.001) 섬망 환자 간호경험(β=

섬망사정 도구의 사용경험에 따른 인지된 섬망사정능력

.228, p <.001), 근무기간(β=.139, p =.004), 섬망지식정

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

도(β=.128, p =.021)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은 인

련인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참여자 중 2.6%(7명)만

지된 섬망사정능력 변인을 24.2% 설명하였다(Table 4).

이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7.7%만이 섬망사
정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Lee 등(2007)의 연구결

논

의

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너무 적은 수의 간호사
들이 섬망사정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섬망사정능력과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섬망사정능력과 관련요인을 조사

의 관련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하여 섬망사정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간호사 특성파악과

연구참여 간호사의 93.6%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동에

간호사들의 섬망사정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섬망 환자 간호매뉴얼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임상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

에서 섬망사정도구를 활용한 사정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된 간호사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섬망사정능력은 100

않고 도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임상현장에

점 만점에 약 49점이었다. 이는 섬망 환자 사정에 대한 자신

서의 노인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섬망증상의 빈번한 발

감에 대한 자가 평가에서 150점 만점 기준 42.1점(100점

생을 고려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섬망사정도구를

환산 시 28.06점)으로 나타난 Akech 등(2010)의 연구와

선정하여 병동에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섬망 환자관리에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자가평가 점수

대한 프로토콜개발과 간호사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으나 5점 만점 기준 평균 3.27이고,

야 하겠다. 섬망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섬망 환자를 대

100점으로 환산 시 65.4가 나온 Flagg 등(2010)의 연구결

할 때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고(Akechi et al., 2010), 섬망

과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며 실제 임상에서 섬망사

사정도구에 대한 약 20분의 짧은 교육 만 으로도 간호사들

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수행능력이다. 섬

의 섬망증상 발견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un et al.,

망 환자 사정 및 관리에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간호사들

2005)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들에게 적절한 교육

은 환자가족간호와 섬망 환자간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은 섬망증상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에 중요한 과정이라

는 경향이 있고, 환자의 가족들을 환자 간호에 참여시켜 섬

고 할 수 있다.

망의 진행과 관련한 합병증을 줄이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사들의 섬망지식 점수는 45점 만

참여한다는 연구결과(Flagg et al., 2010)를 고려할 때, 간

점에 평균 31.7(70%)점이었고, 이는 섬망지식 50점 만점에

호사들의 섬망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

평균 31.6문항(63%)인 Suh (2006)의 연구결과와, 섬망지

하다 하겠다.

식 45점 만점에 31.52점(70%)으로 나타난 Lee 등(2007)의

본 연구에서 섬망에 대한 교육기회가 충분하다고 인지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위 영역별로는 섬망의 원

고(β=.325, p <.001), 섬망 환자 간호경험이 있고(β=.228,

인이 90점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섬망증상에 해당하는 영

p <.001), 근무기간이 길고(β=.139, p =.004), 섬망지식

역이 62점, 섬망 환자의 간호관리영역에서 68점으로 평균

정도가 높은 경우(β=.128, p =.021), 간호사의 인지된 섬망

보다 낮게 나타나 증상과 간호관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사정능력이 높았다. 섬망 환자 간호경험과 섬망사정능력과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던 Lee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

의 유의한 상관성은 Jang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한다. 섬망 환자를 인지하기 위해 증상을 해석할 수 있는 간

본 연구참여대상자 중 섬망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

호사의 능력이 필수적이므로(Im et al., 2000), 특히 본 연

는 90.1%이나 섬망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27.2%

구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인 섬망의 증상 및 간호관리영역

에 불과하여, 섬망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교육은 섬망지식향상에 매우 효과

는 80.4%의 간호사들이 섬망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데

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섬망사정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반해 17.3%의 간호사만이 섬망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대된다.

나타난 Park 등(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간호사에 대한 섬망 관련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y P대학병원 한 곳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편의 추출에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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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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