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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d apply the urinary elimination facilitation program for stroke 
patients with urinary disorders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included 23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22 in the experimenta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Nov. 25, 2013 to Nov. 25, 
2014 in acute rehabilitation inpatient wards. For the final analysis, 35 patients’ data were utilized 17 in the 
control group and 18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developed urinary elimination facilitation program was 
continued for 7 days and the program consisted of logging urination, monitoring timely voiding, assisting urinary 
elimination, and stimulating urination using sound. The data were analyized using the SPSS-win (version 21). 
Results: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and the urinary discomfort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residual urine and the occurrence of urinary tract 
infectio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rinary elimina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stroke patients with urination 
disorder could be useful in decreasing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and the urinary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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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8.2명으로 국내에서도 

2014년 암, 심장질환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3위인 중증질환이

다[1]. 뇌졸중환자의 약 22%는 발병 후 1달 이내에 사망하고, 

약 79%의 환자는 뇌 병변 부위에 따라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

고 배뇨기능이나 성기능 등 비뇨기과적으로도 중 한 변화를 

가져온다[2]. 뇌졸중은 생존하더라도 편마비, 반맹증, 언어부

전이나 실어증, 연하곤란, 배뇨장애, 변실금, 지적인 추리력

이나 기억력의 손상, 시력장애, 신경, 심리학적인 장애 및 정서

적인 반응 장애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자가 간호능력 상실,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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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인관계

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발병 후 사회적 복귀가 어렵다[3].

배뇨장애는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 후 발생하는 흔한 합

병증 중 하나로 손상된 뇌 병변에 따른 신경인성 방광 기능 장

애와 인지 혹은 감각 결손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며 기능 장

애의 정도 및 재원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 하였다. 또한 다른 합병증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아 뇌졸중

환자의 40~60%에서 발생하고, 재활 치료 후 퇴원 시에도 약 

25%에서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뇌졸중환자의 배뇨장애는 병변 부위와 병변 크기가 연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피질, 소뇌, 기저 핵, 시상, 시상하

부, 변연계 등의 병변이 요실금을 초래하며 뇌간, 특히 뇌교 상

부는 배링턴 센터(Barrington's center)라고 불리는 배뇨근 

반사 중추로서 손상되면 영구적인 요정체를 초래한다고 보고

되었다[3,5]. 한편, 뇌졸중환자의 배뇨장애는 병변 부위와는 

관계가 없고 병소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고 하며 병변이 클수

록 배뇨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6]. 뇌졸

중 후 배뇨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실어증, 기능 장애, 기

동성 장애, 인지 장애, 신경인성 방광, 약물효과, 우울증, 무관

심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7], 뇌졸중 이전에 있던 요실금이나 

배뇨 관련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뇌졸

중환자의 배뇨장애는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요로계의 

감염으로 패혈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9]. 

현재 임상간호 현장에서 뇌졸중 재활 상자를 돌보는 간

호사는 배뇨 관련 간호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활간

호사의 직무분석 연구[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의 

배뇨 관련 간호의 구체적인 간호중재방법은 간헐적 도뇨 방

법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뇌졸중환자는 운동기능, 인지장애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호

전되면서 배뇨장애 문제도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급성

기 환자에 비해 만성기 환자의 배뇨장애 발생 비율이 낮다고 

이미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뇌졸중 후 배뇨장애가 동반된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발병시점, 1주일, 6개월, 12개월의 

시간 경과에 따라 배뇨장애 문제가 부분 회복되었고 특히 

첫 일주일 이내 배뇨문제 회복이 예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

문에 뇌졸중환자의 급성기 치료시기부터 배뇨장애 문제를 사

정하고 개별적인 배뇨중재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야 한다고 보고되었다[13, 14]. 따라서 뇌졸중환자의 배뇨장

애 문제를 접근할 때, 간호사는 회복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

적 자연배뇨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이와 같은 중재 시

도나 효과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뇌졸중 재활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배뇨장애가 있는 뇌졸중환자에

게 다양한 배뇨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이 추천[15]되고 있으

나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는 배뇨장애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에 한 연구에서 이

미 지적된 바 있다[16]. 배뇨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NGCTM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배뇨자극요

법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16]에서는 

배뇨자극요법 가이드라인 각 항목에 한 임상간호 현장의 

적용가능성에 해 보고하였는데, 환자의 변기사용이나 화

장실 사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배뇨자극요법의 개별적

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15.4%로 즉 임상간호사의 배뇨 

관련 간호 중에서 자연배뇨 시도에 관련된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상적용 가능성이 낮은 원인은 상자

의 인지기능저하, 배뇨장애 요인의 다양성, 간호제공자의 배

뇨훈련에 한 인식저하라고 지적하였다. 만약 배뇨장애를 

동반한 뇌졸중환자에게 자연배뇨가 적극 시도된다면 도뇨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 감염위험성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배뇨장애 문제를 가진 뇌졸중환자를 돌보고 있

는 간호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고, 적극적인 

자연배뇨를 위한 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배뇨장애 문제를 가진 뇌졸중 재활 입원 환

자를 상으로 적극적인 자연배뇨를 위한 배뇨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배뇨장애가 동반된 뇌졸중 재활 입원 환

자에게 임상간호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극적인 자연배뇨를 

돕기 위한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후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 불편감, 요로감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불편감, 요로감염 정도

를 확인한다.

2) 배뇨중재 프로그램이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불편감, 요

로감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1) 제1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잔뇨량은 프로그램

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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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도뇨횟수는 프로그

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적을 것이다

3) 제3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배뇨불편감은 프로

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낮을 것이다

4) 제4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요로감염발생은 프

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적을 것이다

4. 용어정의

1) 배뇨중재 프로그램

배뇨중재 프로그램이란 배뇨장애가 동반된 뇌졸중 재활 입

원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중재로 구성된 프로 그램이다[15]. 

본 연구에서는 배뇨기록지 사용, 일정한 시간간격(4~6시간) 

배뇨 확인, 침상 내 좌식변기를 사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배뇨 

돕기, 물소리를 활용한 배뇨자극 요법으로 배뇨를 돕는 중재

를 7일간 제공한 것을 말한다

2) 뇌졸중 재활 대상자

뇌졸중 재활 상자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된 신체운동, 손놀림, 배뇨, 배변 등 인체 필수기능의 

신체장애 뿐 아니라 지각장애, 정신집중 불능, 정서장애, 인격

변화, 기억력 상실, 자가 간호 결핍, 운동력 저하, 의사소통 제

한과 함께 사회적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서[17] 재활치료를 받

고 있는 상자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질환으로 급

성기 치료를 끝내고 마비 혹은 기능적인 능력 저하로 재활의

학과에 전과되어 입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배뇨장애가 있는 

상자를 말한다.

3) 잔뇨량

잔뇨량은 배뇨 후 방광에 남은 소변의 양을 의미하며[18]. 

본 연구에서 일회 잔뇨량은 자연 배뇨 후 5분 이내에 동일한 초

음파 잔뇨 측정기(BVI3000 Bladder Scan)를 이용하여 측정

한 방광 내 남아있는 소변량으로, 24시간 동안 측정한 일회 잔

뇨량의 합을 측정한 잔뇨량의 합을 소변 본 횟수로 나눈 후 연

구기간인 7일간의 평균 잔뇨량을 말한다.

4) 도뇨 횟수

본 연구에서의 도뇨는 필요시마다 단순도뇨 카테터를 삽입

하여 짧은 기간(5~10분)동안 방광을 비우는 간헐적 도뇨[19]

를 의미하며 24시간동안 측정한 간헐적 도뇨 횟수의 합을 구

한 후, 연구기간인 7일로 나누어 평균 낸 수를 도뇨횟수라 하

였다.

5) 배뇨불편감

배뇨불편감이란 배뇨 시 나타나는 배뇨와 관련된 행위 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을 뜻한다[20]. 

본 연구에서는 Stacie와 Janet[21]이 개발하고 Kim과 Lee 

[7]가 수정한 7개 문항, 6점 척도로 이루어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요로감염

요로감염이란 요도 기관에 감염이 된 것으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주요 증상은 빈뇨, 배뇨시 통증이나 작열감이며 

심한 경우 혈액과 농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22].

본 연구에서 요로감염은 배뇨곤란, 요의절박, 빈뇨 등의 주

관적인 증상 및 발열등의 객관적 증상이 있고, 소변 검사 결과 

농뇨, 세균뇨≥105ml[23]가 있어, 주치의가 요로감염으로 진

단하고 관련 항생제를 처방했을 경우를 말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 재활 입원 환자에게 제공한 배뇨중재 프

로그램이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 불편감, 요로감염 발생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비동등성 조군 전후 시

차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Table 1).

2. 연구대상자

연구 상자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경기도 소재 S 학병원 재활병동에서 입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 중에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로 하였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6, 검정력 80%, 유의수

준 0.05 미만, 양측검정으로 했을 때 각 군당 17명 이상을 필요로 

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 시 탈락자 발생을 고려하여 조군 

23명, 실험군 22명으로 총 45명으로 하였다. 조군 23명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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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 treatment Post Pre treatment Post 

Control group Yc1 Yc2

Experimental group Ye1 X Ye2

Yc1: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residual urine,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urinary discomfort; 
Yc2: Residual urine,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urinary discomfort, urinary tract infection; Ye1: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residual urine,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urinary discomfort; X: Urinary elimination facilitation program;
Ye2: Residul urine,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urinary discomfort, urinary tract infection (Urinary elimination facilitation program 
after applying).

구기간 중 질병악화 2명, 조기퇴원 1명, 배뇨중재 프로그램 시

작 첫날 배뇨장애 회복 1명, 유치도뇨관 삽입 1명, 연구시작 제 

1일 요로계 감염 진단 환자 1명으로 6명이 탈락하였고, 실험군 

22명 중 연구기간 중 질병악화 2명, 배뇨중재 프로그램 시작 

첫날 배뇨장애 회복 1명, 연구시작 제 1일 요로계 감염 진단 환

자 1명으로 4명이 탈락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조군 17명, 

실험군 18명인 총 35명이었다. 연구 상자는 만 19세 이상으

로 제한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질환으로 재활의학과에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받

고 있는 자 

2) 배뇨장애가 있는 자. 즉, 자연배뇨가 불가능한 자 

상자의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의식, 혹은 반의식 등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자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와 연구에 참여하기

를 동의하지 않는 자

3) 배뇨 불편감을 응답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4) 합병증 혹은 기타 건강 문제로 실험처치를 끝까지 시행

하지 못한자

5) 기저질환 중 비뇨기과 수술 과거력이 있는 자

6) 연구기간 전 요로감염이 있는 자

3. 연구도구

1) 잔뇨량

잔뇨량은 동일한 초음파 잔뇨 측정기(BVI3000 Bladder 

Scan)를 사용하여 상자가 소변을 볼 때 마다 측정하였고, 그 

단위는 cc (ml)로 나타낸다. 소변을 본 후 5분 이내에 측정하였

으며 자연배뇨를 못한 경우에는timed voiding시간(4~6시간

마다)에 측정하였다. 24시간동안 측정한 잔뇨량의 합을 소변 

본 횟수로 나눈 후 연구기간인 7일간의 평균 잔뇨량을 측정한 

값을 나타내며 잔뇨량이 적을수록 배뇨장애 회복을 의미한다.

2) 도뇨 횟수

자연배뇨를 못하거나, 자연배뇨 후 초음파 잔뇨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잔뇨량이 150cc 이상인 경우 도뇨를 시

행하였다. 도뇨 횟수는 연구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였으며, 24

시간동안 측정한 간헐적 도뇨 횟수의 합을 구한 후, 연구기간

인 7일로 나누어 평균 낸 값을 나타내며 횟수가 적을수록 배뇨

장애 회복을 의미한다. 

3) 배뇨불편감

배뇨불편감은 Stacie와 Janet[21]이 노인 환자의 요실금 회

복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과 Lee[7]가 뇌줄

중환자용으로 수정한 척도로 이용하였다. 배뇨 불편감은 총 7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의, 배뇨간격, 참을성, 자기 

주도성, 독립배뇨, 잔뇨감, 요실금에 관한 내용이며 각 항목에 

해 Likert 6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점수는 7점에서 42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뇨불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요로감염

요로감염은 배뇨곤란, 요의절박, 빈뇨 등의 주관적인 증상 

및 발열등의 객관적 증상이 있고, 소변 검사 결과 농뇨, 세균뇨

≥105ml[23]가 있어 의사의 의무기록에서 요로감염으로 진단

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시작 1일째와 연구시작 7일째 소변

검사를 확인하였다. 

4. 연구 진행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S 학병원 재활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병원내의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다(승인번호:B-1310-224-008).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총 1년이었다. 연구의 조군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실험군은 2014년 6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1) 예비실험 

2014년 6월 1주일간 상자 3명에게 잔뇨량, 도뇨 횟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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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중재 프로그램이 뇌졸중 재활대상자의 잔뇨량, 도뇨횟수, 배뇨불편감, 요로감염에 미치는 효과

뇨불편감, 요로감염에 해 예비조사 하였고, 배뇨중재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연구 진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예비 실험 시 나타난 문제점

과 재활병동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의 의견을 참고 보완하여 최

종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2) 실험처치자 훈련

재활병동 전체 간호사에게 배뇨중재 프로그램에 해 총 3회

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배뇨중재 프로그램의 필요

성 및 진행방법, 좌식변기와 벨소리 사용법, 배뇨중재 프로그램 

모의실습 등으로 병동 전체 간호사 21명을 상으로 병동 집담

회 시간에 자체 제작한 매뉴얼과 동영상으로 2시간 교육을 하였

으며, 그 이후 2회에 거쳐 30분씩 모의 실습을 시행함으로써 모

든 간호 처치자가 같은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게 하였다.

3) 사전 조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하는 상자에게 먼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조군 모두 일반적 특성과 질병에 관련된 특성에 하여 조

사하였고, 잔뇨량은 bladder scan으로 측정한 양, 도뇨 횟수

는 시행 횟수, 배뇨불편감은 Likert 6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한 점수, 요로감염은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시점

은 연구시작 1일째에 조사하였으며 잔뇨량과 도뇨 횟수는 24

시간동안 측정된 값이며, 총 7일간 측정하여 평균 낸 값이다. 

4) 실험처치 : 배뇨중재 프로그램

뇌졸중 재활 입원 환자에게 연구 1일째 사전 조사와 함께 7

일간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배뇨중재 프로그램은 

좌식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내 앉은 자세로 자연배뇨하기, 물소

리 나는 벨을 활용한 배뇨 자극하기와 기존 배뇨중재 간호인 배

뇨기록지 작성과 일정한 시간 간격 배뇨 확인을 포함하였다. 

실험군 처치 시 필요한 좌식 변기와 물소리 나는 벨 선정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좌식 변기 선정은 세 종류의 변기와 다섯 종

류의 소변기를 준비하여, 사전 예비조사 기간 중인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 동안 총 11명의 재활병동 입원 환

자에게 여덟 종류의 각각의 변기를 적용 한 후 변기의 장 ․ 단점

과 사용 환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변

기 두 종류를 선정하였다. 물소리 나는 벨 선정은, 물소리를 

신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벨을 사전 조사하였으며, 벨 1은 음량 

조절이 되지 않고, 벨 2는 음량 조절이 가능한 것이었다. 부

분의 상자가 다인실에서 재원 중임을 고려하여 음량 조절이 

가능한 벨 2로 선정하였다. 

기존 배뇨자극 간호중재 요법인 배뇨일지 사용 및 일정한 시

간 간격 배뇨 확인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적용하였고, 기

존 배뇨중재방법 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뇨중재 프로그램

은 실험군에게만 제공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침상 내 좌식 변기 사용 방법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경

우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

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 바지를 벗고, 간호제공자

는 환자의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운 후, 간호제공자의 “하나, 

둘, 셋”하는 구령과 함께 환자는 엉덩이를 들고, 간호제공자는 

변기를 환자 엉덩이 아래로 넣어주고, 침상 머리를 10~15도 

정도 올리고, 시트로 환자 하체를 가려준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 바지를 벗고, 간호제공자는 환자의 한쪽 다리와 

팔을 구부린 다음 구부린 팔과 다리의 반 쪽으로 환자를 돌

려주고, 환자가 옆으로 누웠을 때 변기를 환자의 엉덩이 위치

에 고 환자를 다시 제자리로 눕히며, 침상 머리를 10~15도 

정도 올리고 시트로 환자 하체를 가려준다. 

물소리가 나는 벨 사용은 배뇨를 하기 위해 침상 내 좌식 변

기를 적용 한 후 침상 옆에서 물소리가 나는 벨을 틀었으며 벨

소리는 낮 동안에는 80 db, 밤 동안에는 40 db로 음량을 조절

하여 적용하였다.

침상 내 좌식 변기 사용과 물소리 나는 벨 적용은 환자가 요의

를 느끼거나, 4~6시간 이내에 배뇨를 하지 못할 경우 적용하였으

며, 좌식 변기와 물소리 벨을 5분 이상 적용하도록 격려하였다.

5) 사후 조사

잔뇨량과 도뇨 횟수는 매일 측정하였고, 배뇨 불편감, 요로

감염은 프로그램 적용 7일째에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에 관련된 특성은 서술 통

계방법을 이용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2)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에 관련된 특성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 연속형 범주인 경우 Shapiro-

Wilk 검정으로 정규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정규 분포를 

하여 모수 통계법인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인 경우 x2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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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rinary Elimination Facilitation Program 

1) Chamber pots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2 groups. The patients in the first group were able to use chamber pots independently. The other 
patients in the second group required assistance from care providers in using chamber pots, and were split into 2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y of bridging. All patients had given assistance from nurses, and all the nurses in this study were 
educated using standardized educational video-clip on applying chamber pots. 

① In patients who were capable of bridging
1. Pants off and both knee bending
2. Bridging with counting numbers from 1 to 3 by care provider and putting chamber pot properly
3. Bed head elevation, 10 to 15 degrees
4. Covering of the patient’s lower body with a flat fabric sheet

② In patients who were incapable of bridging
1. Pants off and side lying with the elbow and knee flexed on top side
2. Back to supine after putting the chamber pot in position
3. Bed head elevation, 10 to 15 degrees
4. Covering of the patient’s lower body with a flat fabric sheet

All patients trid to void in every 4 to 6 hours according to urine output or whenever there is desire to void. If the first attempt 
failed, the patients were encouraged to apply chamber pot for more than five minutes. 

2) Bells with the water sound

While applying chamber pots, the bells with the watersound were used to help the patients using different volume levels, 
which were 80db at day and 40db at night. The chamber pots were applied for more than 5 minutes. 

3)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조군의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불편감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 Shapiro-Wilk 

검정으로 정규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잔뇨량은 정규분포를 

하여 모수 통계법인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고, 

도뇨 횟수, 배뇨불편감은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 비모수 

통계법인 Mann-Whitney의 U test를 이용하였다.

4)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조군의 잔뇨량은 정

규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규분포를 하여 모수통계법인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고, 도뇨횟수, 배뇨 불

편감은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 비모수 통계법인 Mann-

Whitney의 U test를 이용하였으며, 요로감염은 x2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특성 및 질병에 관련된 특성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에 관련된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조군은 일반적 특성 및 질병

에 관련된 특성이 동질 하였다. 

2) 측정변수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시행 전 측정변수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조

군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의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불편

감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기간 전 요로감염이 있는 자

는 연구 상자에서 제외시켰으므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조군 모두 요로감염은 없었다. 

2. 배뇨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제1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잔뇨량은 프로그

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적을 것이다.’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 에서는 배뇨중재를 적

용 후 잔뇨량이 131.18±103.04 cc였으나, 조군에서는 잔

뇨량은 187.67± 97.24 cc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

램 시행 후 잔뇨량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

의 프로그램 시행 후 잔뇨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t=1.67, p =.105). 즉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시

행 후 잔뇨량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제 1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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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of General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N=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8) Cont. (n=17)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6 (33.3)
12 (66.7)

 7 (41.2)
10 (58.8)

0.23 .631

Age (yr) 66.44±15.88 72.06±7.41 -1.35 .189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4 (77.8)
 4 (22.2)

16 (94.1)
1 (5.9)

1.91 .33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8 (44.4)
1 (5.6)

 4 (22.2)
 5 (27.8)

 8 (47.1)
 3 (17.6)
 2 (11.8)
 4 (23.5)

1.75 .626

Occupation Yes
No

 6 (33.3)
12 (66.7)

 2 (11.8)
15 (88.2)

2.31 .228*

Care-giver Others
Family

12 (66.7)
 6 (33.3)

 9 (52.9)
 8 (47.1)

0.69 .407

Diagnosis Infarction
Hemorrhage

10 (55.6)
 8 (44.4)

12 (70.6)
 5 (29.4)

0.85 .358

Stroke times 1time
2time
3time

15 (83.3)
 2 (11.1)
1 (5.6)

13 (76.5)
 4 (23.5)
0 (0.0)

1.78 .410*

NIHSS 11.40±5.82 9.80±6.20 0.73 .472

Stroke operation Yes
No

 4 (22.2)
14 (77.8)

 5 (29.4)
12 (70.6)

0.24 .711*

Paralysis site Right
Left

10 (55.6)
 8 (44.4)

 6 (35.3)
11 (64.7)

1.45 .229

Underlying disease Hypertension Yes
No

13 (72.2)
 5 (27.8)

13 (76.5)
 4 (23.5)

0.08 1.000*

Diabetes mellitus Yes
No

 9 (50.0)
 9 (50.0)

 4 (23.5)
13 (76.5)

2.62 .164*

Heart disease Yes
No

 2 (11.1)
16 (88.9)

 3 (17.6)
14 (82.4)

0.31 .658*

Hyperlipidemia Yes
No

1 (5.6)
17 (94.4)

 5 (29.4)
12 (70.6)

3.50 .088*

Depression Yes
No

 9 (50.0)
 9 (50.0)

 9 (52.9)
 8 (47.1)

0.03 .862

Others Yes
No

 2 (11.1)
16 (88.9)

 4 (23.5)
13 (76.5)

0.95 .402*

Fluid therapy Yes
No

 3 (16.7)
15 (83.3)

1 (5.9)
16 (94.1)

0.32 .603*

Voiding 
dysfunction drugs

Yes
No

 6 (33.3)
12 (66.7)

10 (58.8)
 7 (41.2)

2.29 .130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NIHSS=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Table 4.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35)

Variables
Exp. (n=18) Cont. (n=17)

t or Z p
n (%) or M±SD n (%) or M±SD

Residual urine (cc) 239.64±124.29 281.38±112.00 -1.04 .305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number) 2.39±1.50 3.06±1.60 -1.39 .165*

Urinary discomfort (score) 4.28±1.84 5.12±1.58 -1.57 .117*

*Mann-Whitney U-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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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pendent Variables Score between Groups (N=35)

Variables
Exp. (n=18) Con. (n=17)

x2 or t or Z p
n (%) or M±SD n (%) or M±SD

Residual urine (cc) 131.18±103.04 187.67±97.24 -1.67 .105

The number of urinary catheterization (number) 1.33±1.61  2.76±2.17 -2.19 .029*

Urinary discomfort (score) 2.44±1.72  3.94±2.11 -2.12 .034*

Urinary tract infection Yes
No

0 (0.0)
 18 (100.0)

1 (5.9)
16 (94.1)

1.09 .486†

*Mann-Whitney U-test;.†Fisher's exact test. 

2) 제2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도뇨횟수는 프로그

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적을 것이다.’ 가설을 검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에서는 배뇨중재를 적용 후 도뇨 

횟수가 1.33±1.61회였으나, 조군에서는 2.76±2.17회였다. 실

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시행 후 도뇨 횟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후 도뇨 횟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2.19, p=.029). 즉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후 도뇨 횟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와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5).

3) 제3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배뇨불편감은 프로

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낮을 것이다.’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에서 배뇨중재를 적용 후 

배뇨 불편감이 2.44±1.72점이었으며, 조군에서의 배뇨 불

편감은 3.94±2.11점이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시

행 후 배뇨불편감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후 배뇨불편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2.12, p=.034). 즉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후 배뇨불편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5).

4) 제4가설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요로감염발생은 프

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적을 것이다’ 가설

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에서 배뇨중재를 적용 

후 요로감염이 있던 환자는 0(0%)명이었으며, 조군에서 요

로감염이 있던 환자는 1(5.9%)명이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시행 후 요로감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후 요로감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x2=1.09, p=.486). 즉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후 요로감염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제 4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5).

Ⅳ. 논 의

뇌졸중 후 배뇨장애는 40~60%의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문제로[4], 뇌졸중 급성기 첫 7일간 지속되는 배뇨장애는 

뇌졸중환자의 생존과 기능회복의 중요한 예측인자가 된다. 뇌

병변 이후 발생한 배뇨 장애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기능적 회복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쁜 예후 인

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뇨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있거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

고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8].

본 연구에서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이 프로그

램을 적용하지 않았던 조군에 비하여 프로그램 적용 후 잔

뇨량은 작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Kim과 Suh[9]의 

연구에서는 잔뇨량이 100 cc 이상일 경우는 요로감염이 발생

할 확률이 4.87배 높고,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배뇨 후 잔

뇨량이 많은 군에서 요로감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

험군은 요로감염이 0%, 조군은 5.9%로 요로감염이 감소했

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구결과 잔뇨량은 실험군에서 131.18±103.04 cc로 100 cc 

이상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의 잔뇨량

이 150 cc 이하, 조군의 잔뇨량이 150 cc 이상이라고 봤을 때 

잔뇨량 수치 150 cc 이상을 2번 혹은 그 이상 측정 시 요로감염 위

험은 증가한다고 한 Dromerick와 Edwards[24]의 연구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요로계의 감

염으로 패혈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연구결과

에 따라[9] 앞으로 뇌졸중 배뇨장애 환자의 잔뇨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요로감염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

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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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뇌졸중 후에는 빈뇨, 야뇨, 긴박

뇨, 배뇨 시 긴장 등의 배뇨증상이 흔히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5] 소변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배뇨불편감도 뇌졸중 

배뇨장애 환자에게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

이다. 뇌졸중 배뇨장애 환자들은 부분 방광 내에 소변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뇨의를 느끼지 못하고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 아랫배에 힘을 주는 증상이 있다. 이러한 배뇨불

편감이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배뇨중재 프로

그램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배뇨불편감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중재로는 간헐적 도뇨 방

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11] 본 연구의 경우에도 배

뇨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자연배뇨에 실패 한 경우 도뇨를 시

도하였다. 도뇨 횟수의 경우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

험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

데 이는 실험군에서 배뇨중재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뇨 시행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만

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간헐적 도뇨 방법이라는 간호중재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에게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Gil[2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12개 업무영역별 150개 간호

업무에 따른 업무량과 중요도를 조사하였는데 단순 도뇨는 업

무량이 3.5±1.0, 중요도가 4.4±0.7이었다. 이는 업무량이 가장 

높은 경구약 투약이 4.9±0.5점, 가장 낮은 완전격리가 1.5±0.9

점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업무량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도의 경우도 가장 높은 수혈이 4.8±0.6점, 가장 낮은 종교

적 지지가 3.6±1.1 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단순 도뇨의 중요도

의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프로

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도뇨 횟수가 감소한 

점을 미루어 보아 재활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량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분의 실험군은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기 를 갖고 시작하

였다. 그러나 변기 적용 시 엉덩이가 아픈 것에 한 불편감과 

변기 사용에 한 귀찮아하는 모습, 변기를 적용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바로 도뇨를 해달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밤

동안 벨소리가 시끄럽다는 불평 등의 배뇨중재 프로그램에 

해 부정적인 생각과 몇일간의 배뇨중재 프로그램 참여에도 불

구하고 자연배뇨를 하지 못함에 한 아쉬움으로 중도탈락의 

의사표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사는 

상자와 가족들의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며, 긍정적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었다. 그로 인해 처음 자연배

뇨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자와 가족은 매우 만족해하였으

며 병실에서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실에 갈 때도 배뇨중재 프

로그램인 변기와 벨소리를 준비해서 가거나, 연구기간이 끝났

음에도 불구하고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열의를 

보이고 긍정적으로 간호사의 배뇨중재에 해 바라보는 변화

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뇨기능의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불편감, 요로감염을 보았으나 

앞으로 상자의 만족도도 측정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추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연배뇨가 가능하게 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험군 8명에서 평균 2.4일, 조군 4명에

서 평균 2.3일이었다. 연구기간 내 자연배뇨가 불가능했던 실

험군 10명과 조군 13명의 경우는 연구기간이 7일이라는 짧

았던 제한점으로 어느 시점에 도뇨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

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부분의 배뇨장애 상자에게 

적용한 배뇨중재 프로그램은 6주간의 골반저 근육운동[26], 

10주간의 요로기능증진 프로그램[27], 6주간의 골반 근육운

동[28]등 상자 및 프로그램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간의 효과

를 측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기간의 효과를 측정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를 시행한 기관이 급성기 치료만 끝내

고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학병원의 시스템으로 인

한 제한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배뇨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때, 단기간의 효과만이 아니라 4주 혹은 그 이

상의 장기간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배뇨가 가능하

여 도뇨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측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배뇨장애가 동반된 뇌졸중 재활 입원 환

자에게 임상간호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후 잔뇨량, 도뇨 횟수, 배뇨불편감, 요로감염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배뇨중재 프로그램은 도뇨 횟수와 배

뇨불편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뇌졸중 배뇨

장애 상자를 돌보는 간호현장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뇌졸중

환자의 배뇨장애로 인한 도뇨 횟수와 배뇨불편감을 감소시키

고 잔뇨량과 요로감염을 줄이며 자연배뇨를 가능하게 하여 배

뇨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배뇨중재 프로그램을 뇌졸중 후 

배뇨장애 상자를 간호하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해 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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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7일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기간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앞으로 장기적 효과에 해서도 확인해 볼 것

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도된 배뇨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

자의 수를 늘리고 기간을 좀더 늘려 반복 측정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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