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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환자의 섬망의 발생예방과 조기중재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전자
의무기록자료중 60세 이상 환자 8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대상
자 서술통계와 섬망발생율의 차이는 χ2-test와 t-test를 시행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stic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공관절치환수술 환자에게 섬망 발생률은 13.5%였고, 섬망 발생의 영향요인에서는 연령, 

낙상력, 신체활동, 정서상태, 수술전 체질량지수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섬망의 예
방,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중재가 필요한 방안 모색을 제언한다.

주제어 : 인공관절, 치환, 수술, 섬망, 노인,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surgery for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delirium surgery. Data of study were analysed using the sample through the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after surgery to provide basic data. The subjects were elderly aged 60 years or more 
and the number of the sample was 821. Data were analysed by using SPSS 20.0 with t-test, χ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The study results showed patients with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surgery 
incidence of delirium was 13.5%, findings of these variables insisted that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delirium were caused by age, fall history, physical activity, emotional status, body mass index (BMI) before 
surger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above findings are required for early intervention,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deli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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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섬망은 다양한 질병상태에서 단기간에 발생하는 의식

장애, 인지기능장애, 의식수 의 하, 주의력의 이상, 정

신운동성 활동의 증가나 감소, 수면과각성주기의 장애 

그리고 지각의 실질 인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

는 성 정신장애 증후군이다[1]. 섬망의 증상은 노인환

자와 수술환자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며, 수술환자의 마취

경험, 질병의 증도, 다양한 침습  시술  하된 신체

기능으로 인한 스트 스가 유발되어 아세틸콜린과 도

민의 신경 달물질 사이의 균형을 쉽게 깨어져, 일반환

자보다 섬망 발생률이 더 발생한다[2,3]. 

수술 후 발생하는 섬망환자는 입원기간  탈수, 양

결핍, 낙상, 실 , 욕창 등의 발생 험이 증가되며, 이로 

인하여 재원기간의 연장, 의료비용의 높은 부담, 재입원

률 증가, 더 나아가 사망까지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

술 후 섬망 방은 의료비를 이고 합병증을 방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2,4,5,6].

선행연구에서 수술 후 섬망 발생률은 일반수술 후 7∼

14%, 비뇨기과 수술 후 5.7%, 심장수술 후 13.5∼21%, 

정된 복부 동맥류 수술 후에는 33%에서 섬망이 발생하

고[7,8,9], 정된 정형외과 수술 후 12∼41%가 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고  골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4∼28.4%에서 섬망을 보이고 

있다[11,12].

섬망발생률의 빈도는 노인, 심장수술환자, 화상환자나 

인지 기능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물질의 단,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환자실 입원환자 등에서 높으며[13], 

수술 후 섬망의 발생은 집 력이 하되고 의식의 혼탁

과 기억력 장애, 시간이나 장소와 련된 지남력 장애 등 

반 인 인지장애의 장애와 함께 이동이 어렵고 수면-

각성주기의 변화로 일몰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

하여 낙상의 험이 커지며, 욕창, 증, 폐렴 등의 각

종 합병증을 유발하여 질병의 후를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입원기간의 연장을 가져와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로의 퇴원  사망률 증

가를 래한다[14,15,16,17]. 때로는 상자가 섬망인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으며 치매, 우울, 정신증과 섬망을 혼

돈하기도 한다[14]. 한 수술후  섬망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간호업무의 지연, 간호업무량의 과 으로 인한 스

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8,19].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으로 퇴행성 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퇴행성 염의 치

료로 약물요법 등의 보존  치료보다는 연골마모와 더불

어 근육 축으로 통증과 경직 증상이 심하여 인공

치환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20]. 따라서 노인인구

가 증가하면서 인공 치환수술의 건수가 가하여 인구 

10만명 당 무릎 치환술 건수는 연평균 20%의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고, 고 치환수술도 1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21,22]. 그리고 이러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 

 하나인 섬망 발생빈도가 10.4~28.4%로 비교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1,23], 이와 련된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

치환수술을 한 환자들의 수술 후 섬망 발생 향요인

을 분석하여 수술 후 섬망의 방, 조기발견을 한  간

호 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공 치환술수술 후 발생하는 섬망의 

발생률과 섬망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섬망 발생의 측을 통하여 섬망 발생 

방과 재 리를 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인공 치환술 환자의 수술 후 섬망 발생률를 확

인한다.

인공 치환술 환자의 섬망 발생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공 치환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의무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해 섬망 발생과 그 

향요인을 알아보기 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00병동

규모의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인공 치환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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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cs Categories n(%)

Delirium

χ2 or t pPresent(n=111) Absent(n=710)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Female

 Male

 Female

231(28.1)

590(71.9)

33(29.7)

78(70.3)

198(27.8)

521(73.2)

.604 .383

Age(year)

 60∼69

 70∼79

 80∼89

 ≥90

 60~69

 70~79

 80~89

 ≥90

187(22.7)

328(40.0)

243(29.6)

63(7.7)

4(3.6)

34(30.6)

58(52.3)

15(13.5)

183(25.7)

294(41.5)

185(26.1)

48(6.7)

48.755 <.000

Religion

 Yes

 No

 Yes

 No

491(59.8)

330(40.2)

69(14.1)

42(12.7)

422(85.9)

288(87.3)

.095 .758

Education level

Elementary

Middel school

High school

College

Others

Elementary

Middel school

High school

College

Others

308(36.8)

127(15.5)

120(14.6)

77(94)

195(23.8)

48(5.8)

14(1.7)

14(1.7)

13(1.6)

22(2.7)

64(7.8)

106(14.6)

113(13.8)

254(36.8)

173(23.8)

.134 .714

Admission route 
Outpatients

Emergency

Others 

145(17.7)

673(82.0)

3(0.4)

7(6.3)

103(92.8)

1(0.1)

138(19.4)

570(80.4)

2(0.2)

64.223 <.000

Visual

difficulty

Yes

No

103(12.5)

718(87.5)

8(7.2)

103(92.8)

95(13.4)

615(86.6)
15.243 <.000

Hearing

difficulty

Yes

No

22(2.7)

799(97.3)

3(2.7)

108(97.3)

19(2.7)

691(97.3)
.001 .974

Alcohol 

drinking

Yes

No

95(11.3)

728(88.7)

7(6.3)

104(93.4)

86(12.1)

624(87.9)
14.577 <.000

Smoking
Yes

No

88(10.7)

725(89.3)

10(9.0)

101(91.0)

78(10.9)

632(89.1)
1.626 .203

Physical activity
By self

By  assistance

301(36.7)

520(63.3)

33(29.7)

78(70.3)

268(37.7)

442(62.3)
15.456 <.000

Emotion state
stable

unstable

766(93.3)

67(6.7)

92(82.9)

19(17.1)

674(94.9)

36(5.1)
80.312 <.000

<Table 1> Differ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 delirium and non-delirium group 

60세 이상 환자 867명  821병을 상으로 하 다. 수술

받기 이 에 치매, 정신과  진단, 신경과  진단을 받은

자와 두부손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2.3 연구도구

2.3.1 섬망발생

섬망 발생의 기 은 수술당일부터 수술후 14일까지 

사이의 의무기록   의사로부터 섬망 진단을 받은 경우

와 간호사의 섬망 사정지에서 섬망 진단 기   한번 이

라도 양성으로 정되면 섬망 양성으로 기록된 경우 섬

망 발생으로 보았다. 섬망 사정지는 여러 가지 섬망 사정

도구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정신상태의 

성  변화, 주의력 장애, 비체계화된 사고, 의식수 의 변

화 4가지로 구성되며, 4가지 구성요소  하나가 존재할 

때 섬망 양성으로 정한다.

2.3.2 섬망발생요인 조사기록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 기록지는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를 토 로 유의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정형외과의사, 

정형외과간호사  정형외과 외래간호사의 1차 검토와 

간호 학교수의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 다. 조사

기록지는 인 사항  각종 련요인을 포함하여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공관절치환 수술 후 발생하는 섬망에 따른 융복합적 영향

37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369-377

Characteristcs Categories n(%)

Delirium

χ2 or t pPresent(n=111) Absent(n=710)

n(%) or M±SD n(%) or M±SD

Past surgical 

history

Yes

No

567(69.1)

254(30.9)

74(66.7)

37(33.3)

493(69.4)

217(30.6)
1.233 .267

Transfusion 
Yes

No

531(64.7)

291(35.3)

91(82.0)

20(18.0)

440(62.0)

270(38.0)
1.333 .299

Type of 

anesthesia

General 

Spine

549(66.8)

272(33.2)

79(71.2)

32(28.8)

470(66.2)

240(33.8)
4.128 .043

Use of PCA
Yes

No

804(97.9)

17(2.1)

108(97.3)

3(2.7)

696(98.0)

17(2.0)
 .999 .318

Drainage
Yes

No

627(83.7)

137(16.3)

98(88.3)

13(11.3)

589(83.0)

121(17.0)
60.190 <.000

Foley cath
Yes

No

627(76.2)

194(23.6)

98(88.3)

13(11.3)

529(74.5)

181(25.5)
60.200 .003

Pre op BMI 20.52±4.94 21.25±5.40 12.543 <.000

pro op Hgb 10.1±1.40 10.3±1.50 20.055 <.000

Pro op Hct 29.77±4.24 30.38±4.48 8.390 .004

Pro op albumin 

level
3.20±0.49 3.40±0.58 3.039 .082

Pro op protein 5.88±096 6.13±0.94 4.763 .029

Pro op Na 136.77±3.90 136.74±6.51 2.426 .120

Pro op K 4.1±0.54 4.01±0.51 1.173 .279

Op time
> 2hrs 

≤ 2hrs

233(28.3)

588(71.6)

83(74.8)

28(25.2)

505(71.1)

205(28.9)
2.829 .093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cath=catheter; BMI=body mass index; op=operation; Hgb=hemoglobin; Hct=hematocrit

<Table 2> Differ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 delirium and non-delirium group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

용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연구 련 특성과 요인변수에 한 서

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각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연구 련 특성에 따라 섬망발생율의 

차이는 χ2-test와 t-test를 시행하 다.

셋째, 상자의 섬망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별량(univariate analylsis)에서 섬망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포함시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 으며,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으로 표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자의 

섬망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별량(univariate 

analylsis)에서 섬망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포함시

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stic regression)

으로 분석하 으며,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으로 표

시하 다<Table 1>.

3.2 섬망발생유무에 따른 대상의 일반적 특성, 

질병 및 수술 관련 특성의 차이

상자의 섬망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별량

(univariate analylsis)에서 섬망발생에 차이를 보인 변수

만을 포함시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 으며, odds ratio와 95% 신뢰구

간으로 표시하 다.

질병  수술 련 특성에 따른 섬망 발생군과 섬망 

비발생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Table 2>와 같다. 질

병 련 특성에서 과거 수술력과 련하여 수술경험이 

있는 사람 567명  78명, 수술경험이 없는 사람 254명  

37명이 섬망 발생하 고, 수술 경험 여부에 따른 섬망 발

생 유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χ
2=1.233, p=.267).

수술 련 특성에서 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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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cs Categories β (p ) OR
95%CI

p
Loweer    Upper

Age(year) >70 -1.156 0.315 0.196 0.506 <.000

Hospital type Outpatients -0.786 0.456 0.197 1.055 .066

Falling index >11 -0.332 0.718 0.526 0.980 .037

Visual

difficulty

Yes

No
-0.474 0.622 0.274 1.413 .257

Physical activity By self 0.005 1.005 0.617 1.638 .983

Alcohol 

drinking

Yes

No
-0.38 0.678 0.285 1.612 .379

Emotion

state

By self

By  assistance
-1.400 0.247 0.124 0.489 <.000

Type of anesthesia
General 

Spine
0.095 1.100 0.642 1.883 .729

Drainage
Yes

No
0.478 1.613 0.834 3.120 .155

Foley cath
Yes

No
0.548 1.729 0.902 3.316 .099

Pro op BMI 0.719 2.053 1.384 3.047 <.000

Pro op Hgb 0.381 1.463 0.676 3.168 .334

Pro op Protein -0.323 0.724 0.441 1.189 .202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cath=catheter; BMI=body mass index;op=operation; Hgb=hemoglobin

<Table 3> Influencing factors for the incidence of delirium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받은 531명  섬망이 발생한 경우는 91명이었고, 수 을 

받지 않은 291명  20명이 섬망 발생하 으며 수  여부

에 따른 섬망 발생 유무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χ2=1.333, p=.299). 마취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신마취 경우는 549명  91명, 척추마취 

경우는 272명  20명이 섬망이 발생하 고, 마취의 종류

에 따라 섬망 발생 유무는 통계정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χ2=4.128, p=.043). Drainage bag 를 가지고 있는 

사람 627명  섬망이 발생한 경우는 98명이 고, 

Drainage bag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137명  섬망

이 발생한 경우는 13명이었다. 그리고 Drainage bag 유

무에 따른 섬망 발생 유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고 있다(χ2=60.190, p<.000). 유치도뇨 를 가지고 

있는 사람  627명  98명이 섬망이 발생하 고, 유치

도뇨 를 없는 사람  194명  13명이 섬망이 발생하며, 

유치도뇨 의 유무에 따른 섬망 발생 유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60.200, p=.003). PCA 사용 

유무과 수술시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수술  BMI(t=12.543, p<.000), 

수술  헤모 로빈(t=20.055, p<.000), 수술  구용

율(t=8.390, p=.004), 수술  단백질(t=4.763 p=.029) 검

사결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반면 

수술  알부민(t=3.039, p=082), 수술  나트륨(t=2.426, 

p=120), 수술  칼륨(t=1.173, p=279)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3 섬망 발생 영향 요인 

섬망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면 나이, 입원유형, 안경사용, 입원  보행정도, 음

주, 입원  정서상태, 수술  BMI 수 , 수술  색소, 

구용 율, 단백질 수 , 마취종류, 배액 , 유치카테

타 삽입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고 섬망 발생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연령, 낙상력, 

입원  보행정도, 정서상태, 수술  BMI 수 이 섬망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

과를 종합하면 연령에서 70세 이상이 70세미만보다 0.32

배 정도 섬망 발생률이 높았다(OR=0.351, p<.000). 낙상

력 수가 11  이상이 11  미만보다 0.72배 정도 섬망 

발생률이 높았다(OR=0.351, p=.028). 본인 스스로 보행하

는 경우보다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0.66배 정도 

섬망 발생률이 높았으며(OR=0.657, p=.028), 수술  안

정 인 정서상태를 나타낸 경우보다 불안정한 정서상태

를 나타낸 경우가 0.25배 정도 섬망 발생률이 높았다

(OR=0.247, p<.000). 수술  체질량지수가 25.0kg/㎡미만

이 체질량지수가 25.0kg/㎡이상보다 2.05배 정도 섬망 발

생률이 높았다(OR=2.053, p<.000)<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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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고찰

노인환자의 인공 치환수술 후 섬망 발생은 신체  

악화를 래하여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섬망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섬망을 조기 방하거나 재

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연구결

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섬망 발생률은 821명의 상자  111명으로 13.5%의 

발생률을 보 다. 국내에서 정형외과 수술과 련하여 

연구된 수술 후 섬망 발생비율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65세 이상 고 부 골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수술 후 섬망 발생률보다 3% 높고[24], 18세에서 92

세까지의 정형외과 수술을 한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7.4%로 비교  높게 보고되었고[20], 60세 이상 

인공 치환수술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섬망 

발생률보다는 낮고[25], 65세 이상인 골 염 환자의 수

술 후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사하게 보고되

었다[26].

섬망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할 수 있는 험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1,21], 실제 연구 상자로 나

이가 많은 사람이 포함될 경우 섬망의 발생률이 높게 보

고되는 경향이 있다[27]. 따라서 이러한 섬망 발생률에서

의 차이는 연구 상자의 연령과 수술의 종류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노인의 연령별 섬망 발생률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환자에서 높게 섬망이 발생하 다[28]. 노인의 섬망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물복용, 

청력장애  감각 기능 장애, 인지기능의 하등과 같은 

노화로 발생하는 복합 인 요인과 연 성이 있다[29,30]. 

고 부 골 환자를 상으로 한 Kim et의 연구[1]

에서의 섬망 발생률 환자의 71.4%가 75세 이상으로, 연

령이 높아질수록 섬망 발생률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31]. 따라서 간호사는 노인 

수술 환자를 간호할 때 나이가 많은 상자에게는 섬망 

발생 방을 해 수술 후 좀 더 세심한 섬망 사정을 통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보

다 극 인 재를 실시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술  보조기구나 타인이 도움을 받아 활동가능 한 

환자의 수술 후 섬망 발생률이 수술  독립보행이 가능

한 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Kim et, 

Kagnsky et의 연구[1,32]와 같은 결과이다. 한, 본 연구

에서는 낙상력 수가 높을수록 섬망 발생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수술  낙상력 수가 높거나, 독립 으

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은 수술 후 활동력이 떨어지

는 경우로 섬망 험요인과 련될 수 있다[33].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서상태가 불안정할 때 섬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력감

소, 삶의 질 감소와 우울감 증가 등 심리  약화는 수술

과 같은 자극에 쉽게 스트 스를 받고, 심리  불안상태

가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섬망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29], 상 으로 활동력이 낮은 환자의 경우 섬망 발생 

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수술  환자의 활동

력을 평가하여 섬망 발생의 험도를 평가하며, 수술 후

에도 활동력이 더 감소되지 않도록 활동력을 증가시키기 

한 재가 요구된다[34].

한 수술  체질량지수가 25.0kg/㎡ 미만인 경우가 

25.0kg/㎡ 이상인 상에 비해 섬망 발생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체질량지수는 섬망 발생의 험요인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수술환자는 입원이 결정되는 시  부터 

양상태를 평가하여 의료진과 양 , 약제  등 다 학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고려된 체질량 지수

의 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수술  헤모

로빈, 구용 율, 단백질 검사 등 액검사는 섬망 

발생군과 섬망 비발생군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수술  알부민 수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ung et의 

연구결과[21]에 따르면 수술  헤모 로빈, 구용

율, 단백질 검사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알부민 수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 으나 Lee et의 연구결과[13]

에서는, 수술  헤모 로빈 수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를 보 다. 수술  낮은 

색소는  뇌의 산소증을 유발시키며 뇌의 신경 달물

질인 아세틸콜린 농도가 감소되어 섬망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35]. 그리고 수술 후 구용 율이 30% 이하일 

때 뇌의 산소공 을 감소시켜 섬망 발생의 험이 증가

한다고 하 다[36]. 따라서  수술 , 후 환자가 낮은 헤모

로빈 농도와 구용 율의 비정상 수치일 경우 수

이나 산소요법 등의 조기간호 재로 섬망발생을 방하

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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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공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섬망 발생 

향요인을 악하여 섬망의 방과 재를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후향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은 C 학병원에서 인공 치환술을 받은 60세 이상 

867명  연구 상 선정기 과 제외기 을 만족하는 821

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결과에서 인공 치환수술 

환자에게 섬망 발생률은 13.5% 고, 섬망 발생은 연령, 

입원유형, 낙상력, 신체활동, 안경사용, 보행정도, 음주, 

정서상태, 수술  BMI 수치, 수술  헤모 로빈 수치와 

단백질 수치, 수술일, 마취유형, 배액 과 유치카테타 유

무에서 섬망 발생군과 비발생군 상이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를 투입하여 섬망 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령, 낙상력, 신체활동, 정서

상태, 수술  BMI 수치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토 로 살펴볼 때 간호사는 실무 장에서 섬

망을 조기 발견하거나 방하기 해 70세 이상인 경우, 

낙상력 수가 높은 경우, 수술  색소, 단백질, 체질량

지수에 한 감시를 철 히 하여 정상 보다 낮은수치를 

나타낼 경우 조기에 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후향  조사연구로 섬망을 진단하

기 때문에 실제 섬망이 발생한 를 간과하 을 가능성

을 배재 할 수 없다. 이에 향  조사연구방법을 용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미처 포함하지 못한 가능한 섬망 발

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면  요소를 악하여 이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섬망 발생 향요인을 포함

한 섬망의 조기발견과 방을 할 수 있는 간호 재를 개

발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는 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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