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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섬망(delirium)은 급작스런 발병을 특징으로 하여 발생

하는 일시적인 기질적 정신 증후군으로, 인지기능 장애, 

집중력과 의식의 저하, 정신 활동의 증가 또는 감소와 수

면 리듬의 장애를 나타낸다[1]. 일반적으로 질환의 중증도

가 높을수록 섬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2]. 

중환자실 환자들은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침습적, 비침

습적 기구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악화된 질병 상태와 

다른 환자의 사망, 낯선 환경 등의 중환자실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불안 등의 심리적 불균형을 일으

키게 된다[3].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해 섬망은 중환

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질병의 예후에 부정적 영향

을 주고 사망률 증가, 재원기간 연장 및 의료비를 증가시

키는 원인이 된다[4]. 특히, 섬망을 경험한 입원환자의 사

망률은 22~76%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심근경색증이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비슷하다[5]. 

섬망 발생률은 임상상황에 따라 다르며 미국의 경우 일

반 병동 입원환자의 14~25%, 중환자실 환자의 70~87%에

서 섬망이 발생하였다[5,6]. 국내에서는 일반 입원환자의 

12.8%, 중환자실 환자의 20~73.3%에서 섬망이 발생되어

[7, 8] 중환자의 섬망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섬망의 치료는 위험 요인의 주기적인 평가 및 비약물적 중

재를 포함한 예방과 극심한 초조, 환각 등의 섬망 증상을 조

절하기 위한 약물학적 중재로 구분된다[9,10]. 섬망의 높은 

발생률과 합병증 뿐 아니라 30~40%의 사례에서 섬망 발생

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4], 섬망의 조기 발견과 예

방은 환자의 안전과 질적 간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3,11]. 

최근 지침은 중환자실 환자들의 섬망을 매일 규칙적으

로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12], 국내에서는 간호

사의 섬망 환자를 경험한 빈도가 전체 대상자의 85.2%임

에도 불구하고 7.7%만이 섬망 사정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13].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질

병치료가 최대 관심사이며 섬망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섬

망을 질병과정의 일부로 보지 못하고, 예방에 힘쓰기 보다 

섬망 발생 이후에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등 섬망 환자의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6,11,14].

섬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들이 가진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섬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5,9,15], 국립임상가이드라인의 섬망 중재 권고에

도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사정된 위험요인에 대

한 적합한 예방 중재를 시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9]. 섬

망 발생 위험요인에 따른 중재를 살펴보면, 정신적 위험요

인에 대한 중재로 인지손상의 발견과 치료, 의사소통과 지

남력 향상 중재가 근거 중심 중재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서 높은 권고 강도로 평가되었다[3]. 신체적 

위험요인에 대한 중재로는 시력이나 청력 기능 이상이 있

는 환자를 사정하여 조기 발견하고 안경과 보청기를 제공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3]. 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 배설량의 불균형으로 인한 탈수

가 환자의 항상성 기전에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다른 질환들

이 공존할 때 임상적 탈수와 섬망을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하므로, 섭취 배설량 측정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의 필요

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3,5]. 환경적 요인인 수면의 

질 저하는 중환자실 섬망 발생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환

자의 수면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소음 수준을 조절해야 

하고, 밤 동안의 조명 밝기도 어둡게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5].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섬망 예방과 중재를 위

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되고 있

고 섬망 예방에 중점을 둔 중재가 내・외과 환자의 섬망 

발생과 섬망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16].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섬망 발생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 연구가 대부분이며[8,17,18], 중재 

연구는 노인병동에 입원한 섬망 고위험 노인들을 대상으

로 섬망 예방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14]와 중환자실 

환자에게 안대와 귀마개를 이용한 중재 연구[19,20] 정도

로 섬망의 여러 유발 요인들을 고려한 예방 중재의 개발 

및 적용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4]. 최근에서야 섬망 예

방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중재로 비약물적 섬망 예방 알고

리듬이 제시되었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나 가

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이에 본 연구는 Moon과 Lee의 연구[3]를 바탕으로 외

과계 중환자실의 수술 후 환자의 특성에 맞게 간호사가 시

행할 수 있는 섬망 예방 중재를 구체화하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섬망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수술 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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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섬망 예방 중재를 적용하여 섬망 발생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과계 중환자실 수술 후 환자의 섬망 예방 중재를 개

발한다. 

2) 외과계 중환자실 수술 후 환자를 위한 섬망 예방 중재

의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외과계 중환자실 수술 후 환자 중 섬망 예방 중

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섬망 발생률이 낮을 것

이다.

4. 용어정의

1) 섬망

섬망은 미국 정신과학회의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에 집중력과 의식저하, 인지기능 변화 또는 인식장애가 짧

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신경정신병학적 증후군이다[1]. 본 

연구에서는 Ely[21]등이 개발한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CAM-ICU)를 바탕으

로 번역한 한국판 CAM-ICU를 이용하여 섬망 여부를 판단

한다[22]. 입실 후 퇴실까지 한 번이라도 섬망이 발생한 대

상자는 섬망군으로 분류한다.

2) 섬망 예방 중재

섬망 예방 중재(Intervention for preventing delirium)

는 섬망의 주요 증상이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섬망을 예

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된 간호 중재를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는 Moon과 Lee의 연구[3]를 바탕으로 본 전문

가 집단에 의해 개발된 중재로 섬망 사정과 섬망 예방 간

호 중재로 구성된다. 섬망 예방 간호 중재는 지남력 향상, 

감각 박탈 방지, 통증간호, 탈수 교정, 그리고 수면환경 제

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외과계 중환자실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예방 중

재가 환자의 섬망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로 선정기준과 중

도 탈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①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

로 동의한 자

② 중환자실 입실기간이 72시간 이상인자

③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④ 수술 후 환자

⑤ 중환자실 입실 초기 평가 시 섬망이 없는 자

2) 제외 기준

① 상태 악화로 재수술이 필요한 자

② 실험 처치를 거부한 자

③ 사전 또는 사후에 연구 도구 측정을 거부하는 자

④ 화학적 진정제(fentanyl, midazolam, meperidine)

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한 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경우 기관지 내 삽관 등

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수술 후 상태 혹은 인공

호흡기를 장착한 상태이므로 인해 진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진정을 위한 목적으로 fentanyl, 

midazolam 같은 약물 투여가 섬망 발생에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3,24]. 또한 진통을 위한 meperidine (demerol) 

정맥 투여가 섬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meperidine 투여는 노인의 경우 신기능 장애로 인해 약물 

배설 감소로 meperidine이 항콜린성 대사물로 전환되어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여 섬망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

였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중 

진정 및 진통의 목적으로 midazoloam, fentanyl 같은 약

물을 지속적 정맥 투여하였거나 PCA 이외에 meperidine

을 추가로 투여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환경적 간호중재가 개심술 환자의 중환

자실 섬망증, 환경적 스트레스 및 수면에 효과적이라고 검

증된 선행연구[20]를 근거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

과의 크기 .35로 정하고, G*Power(3.1.7) 프로그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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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x2–test에 필요한 집단별 최소 표본수는 33명이다. 탈

락자를 고려하여 실험군 50명, 대조군 50명을 모집하였으

나, 실험군 중 섬망 예방 중재 적용 거부 2명, 화학적 진정

제 투여 3명, 처치 후 연구 도구 측정을 거부한 1명을 제외

한 44명, 대조군은 상태악화로 인하여 재수술을 시행한 1

명, 화학적 진정제 투여 3명, 연구도구 측정을 거부한 2명

을 제외한 44명으로 총 88명이 연구대상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탈락률은 12%였다.

3. 연구도구

1) 섬망 예방 중재

Moon과 Lee의 연구[3]에서 제시한 섬망 예방 중재 프로

토콜의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섬망 예방 중재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외과계 중환자실의 수술 후 환자

의 특성에 맞게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섬망 예방 중재

를 구체화하였으며, 구체화된 섬망 예방 중재는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수간호사 5인, 중환자실 교육 전문간호

사로 활동하고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1인으로 구성된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CVI 1.0).

본 연구의 섬망 예방 중재는 섬망 사정과 섬망 예방 간호 

중재,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망 사정은 크게 섬망 

위험요인 평가와 섬망 스크리닝으로 나뉜다. 섬망 위험요

인에는 인지손상, 연령(65세 이상), 시력 및 청력 손상, 질

병의 심각도(입실 시 APACHE Ⅱ 점수)의 내적요인과 재

원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통증, 탈수, 수면박탈, 억제대 

사용 등의 외적요인이 있다. 섬망 스크리닝은 CAM-ICU를 

이용하여 하루에 2번 섬망 발생 여부를 사정하는 것을 말

하며 인지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였다. 

섬망 예방 간호 중재는 섬망 위험요인 별 중재로 다음의 

5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① 지남력 향상: 구두로만 지남력을 제공했던 기존의 간

호와는 달리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체크리

스트를 통해 매 근무마다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

해 기존의 간호에는 없었던 화이트보드를 침상 가에 

두고 매일 년도, 월, 날짜, 요일을 포함한 시간과 병

원명, 현재 위치(중환자실명) 및 당일 예정된 검사나 

시술을 적어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모든 침상에

서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를 추가로 배

치하여 시계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을 알려주

었다. 

② 감각 박탈 방지: 평소 안경과 보청기를 사용했었는지 

조사하여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중환자실에서도 안

경과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수술 후 

간호에서는 간호사의 경력이나 인식에 따라 시행 여

부가 나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용

해서 매 근무 조마다 안경 및 보청기 사용여부를 확

인하고 안경 착용과 보청기 사용을 돕도록 하였다. 

③ 통증 간호: 통증간호는 통증 사정 및 통증완화를 위

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통증 발생 시 

Numeric Rating Scale (NRS) 점수가 4점 이상이면 통

증 완화 중재(예, 진통제 사용)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수술 후 간호와는 달리 통증 사정이 일회성으로 멈추

지 않고 1시간 이내 통증을 재사정하여 NRS 점수에 

따라 추가적 통증 완화 중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④ 탈수 교정: 신체 검진과 생리ㆍ화학적 검사를 확인하

여 매 근무 조마다 수분 불균형이 있는지 평가하였

다. 수분 불균형 상태 지표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

우 담당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가능한 빨리 수분 불균

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탈수 교정을 위한 중

재는 수액추가, 경구섭취 격려, 구강 간호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⑤ 수면환경 제공: 기존의 수술 후 간호는 수면의 질 향

상을 위해 수면시간에는 불을 꺼주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해주거나 마사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간호 이외에도 대상자의 수면 

만족도와 수면 방해 요인을 사정하고 수면 방해요인

을 제거하였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귀 마개

와 안대를 제공하였으며, 환자에 따라 경구용 약이나 

분무치료 같은 투약시간 변경이 가능한 약물은 담당 

의사와 확인 후, 자정부터 오전 다섯 시까지는 투약하

지 않도록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2) CAM-ICU

Ely 등[21]이 개발하고 Heo 등[22]이 번안 수정한 한국

판 CAM-ICU를 이용하여 섬망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등으로 인해 언어

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지닌 대표적인 섬망 사정 도구로 

개발 당시 도구의 민감도는 93~100%, 특이도는 89~93%

이었으며[21], 한국판 CAM-ICU의 민감도는77~89%,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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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pecific intervention

Assessment of delirium 

Assessment of risk factors for delirium 

(predisposing factor: cognitive impairment, age≥65,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APACHE II score 

on ICU admission/precipitating factor: pain, dehydration, sleep deprivation, use of physical restraint) 

Routine monitoring of delirium using *CAM-ICU twice a day

Nursing Intervention for preventing delirium

Improve orientation Reorientation of patient (current date, time, plac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ecent events, reason for hospitalization, and daily activities (using 

whiteboard) 

Provision of a clock and calendar in the room.

Avoid 

sensory deprivation 

Screening for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Provision of glasses and hearing aid

Manage pain Routine screening of pain using Numeric Rating Scale 

Provision of pain relief intervention (re-assess pain within 1hour)

Prevent/correct 

volume depletion

Screening for volume depletion (dry tongue, daily body weight loss, urine output ≤0.5 ml/kg/hr) 

Stimulation of adequate hydration (administration of fluid, oral intake, oral care)

Favor 

high-quality sleep

Assessment of sleep-disturbing factor (pain, noise, lighting etc.)

Provision of low level lighting at night

Application of eye and ear protection device

Coordinating schedules for medications and procedures to allow uninterrupted period for sleep at night

*CAM-ICU: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

Table 1. Intervention for Preventing Postoperative Delirium 

도는 72~75%이었다[22].

한국판 CAM-ICU는 특성 4가지를 조사하여, 특성 1과 특

성 2가 모두 만족하는 상태에서 특성 3 또는 특성 4가 동시

에 존재하면 섬망으로 진단한다. 특성 1은 급성 정신상태 

변화, 특성 2는 주의력 결핍, 특성 3은 비체계적인 사고, 특

성 4는 의식수준의 변화로, 각 특성 별 주어진 질문이나 상

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거나 따르는지를 확인한다. 

4. 자료수집방법

1) 관찰자 훈련

관찰자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섬망 예방 중재를 수행

하지 않는 2명의 간호사를 선정하여 관찰자가 자료를 수

집하며 단일맹검 연구로 진행하였다. 관찰자 훈련은 중환

자 전문 간호사인 책임 연구자가 연구대상 병동의 간호사 

중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명을 대상으로 CAM-ICU를 

이용한 섬망 사정 방법을 총 1시간 동안 2회 시행하였다. 

관찰자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섬망 유무를 측정하고 일치도를 평

가하여 관찰자간 결과가 일치할 때까지 연습을 거친 후 훈

련하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 kappa 계수는 0.855이었다.

2) 사전조사

연구대상 기관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H-1206-004- 

420)와 간호본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본 연구의 대상

자 수를 만족시킬 때까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

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6주이며, 대상자들 간의 처치확산 효과를 막

기 위하여 대조군, 실험군 순으로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환자실 입실 시 연

구자가 직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음주력), 

신체질환 특성(수술명, 기저질환, 입실 시 APACHE Ⅱ 점

수, 수술 중 저혈압), 치료적 특성(기계환기 적용, 물리적 

억제대 적용,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투여)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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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료 조사지에서 빠진 부분은 전자의무기록 참고 및 

담당간호사를 면담하여 구두로 확인하였다. 또한 중환자

실 입실 직후 CAM-ICU를 이용하여 중환자실 입실 초기 

섬망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섬망 예방 중재 적용 및 사후조사

실험군에게 기존의 수술 후 간호와 섬망 예방 중재를 적용

하고 대조군에는 기존의 수술 후 간호를 적용하였다. 섬망 

예방 중재의 적용기간은 중환자실 입실 이후부터 3일 동안

이며 이는 섬망 발생의 70~80% 이상이 중환자실 입실 이후 

72시간 이내에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8,26]. 

실험군은 매 근무조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의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섬망 발생 위험군을 확인

하고 체크리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간호중재를 

시행하여 해결 가능한 위험요인을 교정하도록 하였다. 매

일 하루에 두 번(오전 9시, 오후 7시) 한국판 CAM-ICU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섬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섬망 예방 간호 중재는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공

하였으며, 책임연구자 1인이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한 시간 동안 섬망에 대한 기본 내용, 체크리스트 사용, 시

범, 실습을 2주일 동안 3차례 제공하였다. 섬망 예방 간호 

중재는 지남력 향상, 감각 박탈 방지, 통증간호, 탈수 교정 

항목에 따른 간호를 매 근무 조마다 수행하였고 수면환경 

제공 간호는 하루 1회 실시하였다. 섬망 예방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최대 20분이었다. 또한 관찰자

를 제외한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8인이 섬망 예방 중재 

체크리스트를 통해 섬망 예방 간호 중재의 수행 여부를 확

인하였다. 연구자는 중재의 수행률을 높여 실험처치의 효

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작성된 체크리스트

를 점검하여 섬망 예방 중재 항목 중에서 시행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대조

군에게는 외과계 중환자실 입실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제

공되는 수술 후 간호가 제공되었으며, 섬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자가 3일 동안 매일 CAM-ICU를 이용

하여 환자를 평가하였다. 

섬망 발생 여부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관찰자 2인이 

CAM-ICU를 이용하여 하루에 한 번 오전 9시에 중환자실 

입실 이후부터 3일 동안 사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섬망이 발생하면 실험군, 대조군 모두 담당 주

치의에게 연락하여 약물적 또는 비약물적 섬망 치료를 수

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 for Windows version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수

준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대상자의 일반적 및 신체적 질환, 치료적 특성의 범

주형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로,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②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은 범주형 변수의 경

우 x2-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연

속형 변수는 t-test로 분석하였다.

③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섬망 발생

률은 x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④ 관찰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관찰자 2인

이 측정한 결과를 kappa 계수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신체질환, 치료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x2=0.051, p=.821), 연령(t=1.183, p= 

.240), 음주력(x2=2.378, p=.098) 및 시력이상(p=1.000), 

청력이상(p=1.000) 유무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질환 특성의 경우 수술명(x2=1.843, p=.934), 기저질

환(x2=6.506, p=.369), 입실 시 APACHE Ⅱ 점수(t=-0.237, 

p=.813), 수술 중 저혈압(x2=0.051, p=.0821) 에 대한 동질

성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기계환기 적용(x2=1.286, 

p=.257), 물리적 억제대 적용(x2=1.117, p=.290), PCA 투

여(x2=0.656, p=.418) 측면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

두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섬망 발생률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섬망 발생률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

증한 결과, 실험군 44명 중 8명(18.2%)에서 섬망이 발생하

였고 대조군 44명 중에서 17명(38.6%)이 발생하여 두 그

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x2=4.526, p<.05). 따

라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환자실 섬망 발생이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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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y
Exp. (n=44) Cont. (n=44)

x2 or t p
n (%) or mean±SD

Gender Male

Female

30 (68.2)

14 (31.8)

29 (65.9)

15 (34.1)

0.051 .821

Age (year) 54.6±12.2 58.2±16.0 1.183 .240

Alcohol drinking
No

Yes

35 (79.5)

9 (20.5)

28 (63.6)

16 (36.4)

2.378 .098

Visual disturbance 
No

Yes

40 (90.9)

4 ( 9.1)

41 (93.2)

3 ( 6.8)

 1.000†

Hearing defect No

Yes

42 (95.5)

2 ( 4.5)

42 (95.5)

2 ( 4.5)

1.000†

Type of surgery Liver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except LTPL

Colorectal/Gastrointestinal

ENT/Orthopedic

Cardiac

Thorax

Spine

19 (43.2)

3 ( 6.8)

11 (25.0)

0 ( 0.0)

2 ( 4.5)

5 (11.4)

4 ( 9.1)

19 (43.2)

2 ( 4.5)

13 (29.5)

1 ( 2.3)

1 ( 2.3)

5 (11.4)

3 ( 6.8)

1.843 .934

*Comorbidity Non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Tuberculosis

Liver disease

Renal failure

2 ( 3.2)

18 (29.0)

13 (21.0)

1 ( 1.6)

20 (32.3)

2 ( 3.2)

8 (13.3)

19 (31.7)

11 (18.3)

2 ( 3.3)

12 (20.0)

1 ( 1.7)

6.506 .369

Admission APACHE score 21.9±5.7 21.6±7.7 -0.237 .813

Intraoperative hypotension No

Yes

14 (31.8)

30 (68.2)

15 (34.1)

29 (65.9)

0.051 .821

Mechanically ventilation No

Yes

17 (38.6)

27 (61.4)

12 (27.3)

32 (72.7)

1.286 .257

Use of physical restraint No

Yes

11 (25.0)

33 (75.0)

7 (15.9)

37 (84.1)

1.117 .290

Administration of PCA No

Yes

10 (22.7)

34 (77.3)

7 (15.9)

37 (84.1)

0.656 .41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LTPL=Liver Transplantation; APACHE=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score;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cs.

*Multiple answers allowed.
†Fisher’s exact test.

Table 2.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8)

것이라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IV. 논  의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사정 

및 섬망 예방 간호 중재가 수술 후 중환자의 섬망 발생 감

소에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섬망 예방 중재를 적용 시 수술 후 중환자

의 섬망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하여 섬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을 주기적으

로 사정하고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섬망 예방의 

가장 중요한 중재이다[11,15]. 민감도와 타당도가 높은 

CAM-ICU 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섬망 발생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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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Exp. (n=44) Cont. (n=44)

x2 p
n (%) n (%)

Delirium No

Yes

36 (81.8)

 8 (18.2)

27 (61.4)

17 (38.6)

4.526 .03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Difference in Delirium Occur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88)

확인하는 것이 섬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27]. 중환자실은 섬망이 가장 빈번하게 발

생하고 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의료진의 40%만이 섬망에 대한 규칙

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들 중 CAM-ICU 같은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7%에 불과하였으며

[28],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섬망 사정 도구 사용률이 8% 이

하로 저조하였다[13]. 이에 대해 섬망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적극적인 섬망 사정이 환자의 궁극

적인 치료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편

견,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양상 및 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무지, 섬망 사정도구에 친숙하지 않은 점, 섬망 사정을 시행

하는 주체가 모호한 점등이 언급되었다[29]. 이러한 문제들

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 곁에 24시간 머물러 있는 간호사를 

섬망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나가는 의료진으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침 확립 및 섬

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3차례의 교육을 통해 섬망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였고, 하루에 2번 담당간호사가 CAM-ICU로 섬망을 규칙

적으로 사정하였다. 따라서 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

자들의 초기 증상인 초조나 혼돈을 가장 먼저 관찰할 수 있

는 간호사가 적극적인 섬망 사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하며, 도구 사용을 포함한 섬망 사정에 대한 구체적 지

침 마련과 섬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중환자실 환자의 긍정적 예후를 위해서는 섬망 발생 이

후의 중재보다 섬망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조기 발

견하고, 위험요인 별 예방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Moon과 Lee의 연구[3]를 바탕으로 입

원 시 인지손상, 연령, 시력 및 청력 손상, 질병의 심각도 

등의 내적요인과 재원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통증, 탈

수, 수면박탈 등의 외적요인을 관찰하였으며, 지남력 향

상, 감각 박탈 방지, 통증간호, 탈수 교정, 수면환경 제공

을 바탕으로 매 근무조마다 위험요인에 대한 중재를 제공

하였다. 섬망 발생의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발견과 중재

는 섬망 예방의 중요한 요인으로[9,15], 섬망 위험 요인별 

예방 중재는 이미 기존의 논문을 통해서 섬망 발생과의 관

계가 입증된 바 있다[2,27,30]. Martinez 등[2]은 일반 내과 

병동 환자 287명을 대상으로 시계와 달력을 이용한 지남

력 제공과 안경, 보청기, 틀니와 같은 보조기구를 제공하

여 감각 박탈을 예방한 중재를 적용한 결과 실험군의 섬망 

발생률이(5.6%) 대조군(13.3%)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병동 환자 422명의 70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남력 감소, 운동 저하, 수면 박탈, 청력과 시력 감퇴, 탈

수 등의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예방 중재를 적용

한 결과 섬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

서 섬망 발생 및 섬망 발생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사정하

고 관찰하는 것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에 대한 지각을 

높이고 위험요인에 대한 적합한 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섬망 발생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중재가 아닌 지남력 향상, 감각 

박탈 방지, 통증간호, 탈수 교정, 수면환경 제공 등의 여러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복합적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효과

적으로 섬망 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망 

발생 위험요인 감소를 목표로 한 복합적 표적 중재전략

(targeted intervention strategy)을 입원한 노인 환자에게 

적용하여 섬망 발생건수와 지속기간을 유의하게 감소하였

음을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6]. 섬망은 한 가지 

위험요인만이 아닌 몇몇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섬망

이 발생하기 때문에[2,30], 한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한 단독 

중재가 아닌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함께 제

공되어야 섬망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섬망 예방 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체

적 지침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모든 중환자실 간호사

가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섬망 예방 간호 중재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섬망 예방 간호 

중재 수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Inouye 등[30]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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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섬망 발생률 감소를 위해서 간호사에게 섬망 예방

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컨설트 시스템 제공뿐 아니라 중

재에 대한 수행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Milisen 

등[16]은 중재 수행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중재를 제공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중재가 없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의 특성

에 맞게 섬망 예방 중재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

체화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호사의 섬망 예방 중

재 수행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의 섬망 발생률을 

감소시켰고, 이는 높은 비약물적 섬망 중재 수행률 그룹이 

낮은 중재 수행률 그룹에 비해 섬망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결과와 동일하였다[16,3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환자의 섬망 발생을 효

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섬망 발생 및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위험요인 

별 복합적 예방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섬망 예방 간호 중재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중재 제공

자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 중재 수행률을 

보장하는 것이 섬망 예방 중재의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과계 중환자실 특성상 한 공간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에게 다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비동등성 전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 대상자로 포함되었을 가

능성이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섬망 사정은 중재를 수행하지 않는 2명의 간호사

를 선정하여 단일맹검 연구로 진행하였으나 확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의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섬망 예방 중재를 제공하여 섬망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화자실 입실기간 동안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섬망 발생률이 낮았으며 본 연구의 

섬망 예방 중재가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예방에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외과

계 중환자실 외에도 내과계 중환자실 및 섬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섬망 예방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시

차 전후 설계 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생 변수를 차단하고 동질성이 확보

된 대상으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섬망 예방 중

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섬망의 중증도(severity), 

섬망 기간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섬망 발생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계층화 하여 섬망 발생을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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