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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사회로 어들고 있다. 노인인구

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 수술 환자도 2006년 체 수술환자의 

19.8%에서 2013년 34.3%로 격하게 증가하 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4).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의 하와 함께 질병 이환의 가능성이 높고 정상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비능력이 감소되어 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노인은 입원 시 그 기능이 히 감소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신상태의 성 는 아 성 혼돈상태라고 할 수 있는 

섬망 발생에 취약하고 이는 회복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Saxena & Lawley, 2009)

수술 후 섬망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 마취에 의한 수술을 

받은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45%가 수술 후 섬망이 발생

하고 이러한 섬망은 부분 회복실에서부터 나타났다(Neufeld 

et al., 2013). 수술 후 섬망의 발생은 노인환자의 부정 인 

후와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지속 인 인식 장애, 장기간

의 입원, 비용  사망률의 증가를 래한다(Chaput & Bryson, 

2014; Rizk, Morris, Oladeji, & Huo, 2016). 따라서 증상의 발

율을 이고 환자의 후를 개선하기 해 회복실에서 수

술 후 섬망에 한 조기발견과 한 재가 필요하다. 

수술 후 섬망은 수술 후에 작스럽게 발생하고 증상의 기

복이 심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의식 수 의 변화, 지남력 상실, 

주의집 력 장애 등의 양상을 보인다(Farley & McLafferty, 

2007). 노인환자에서 수술 후 섬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

는데, 경미한 경우 가벼운 주의 집 력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

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반 인 인지기능에도 심한 장

애를 일으켜 환자 스스로 침습 인 장치를 제거하려 하거나, 

수술부  손상을 일으키는 험을 래하기도 하며 때로는 

불안정한 흥분상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Ely et al., 

2004). 하지만 운동  활동 정도가 히 감소되고 기면상

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각성과 인지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아 종종 간과되는 경우도 있다(Saxena & Lawley, 2013). 따

라서 회복실 간호사는 마취 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

환자의 증상  징후를 더욱 세 하게 찰하고, 섬망의 징후

에 해 조기 사정하고 정확한 단으로 간호 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 발생과 련하여 한 

간호 재가 요구되나 간호사들은 섬망 환자 간호에 한 지

식과 자신감이 낮고 섬망 환자 간호 시 당황스러움이나 

을 느낄 뿐 아니라 한 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Kim, Song, & Kang, 2006; Park & Park, 

2013). 섬망에 한 간호수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련되

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섬망에 

한 간호사의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조기에 섬망을 단할 수 

있고 정확한 간호수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Lee et al., 2007), 

섬망간호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섬망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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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고 리할 수 있다(Park et al., 2006). 한 자기효능감

은 간호사가 성공 인 간호수행에 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수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Ko, 2010). 한편, 섬망 환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공격성, 불

안성, 의료진에 한 개심을 표  할 수 있어, 간호사가 섬

망 환자 간호를 수행할 때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해 많은 어

려움을 겪게 되어 스트 스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 Eun, 2013; Suh & Yoo, 2007).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해 한 간호 재가 이루

어지기 해서는 간호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들은 실험연구(Kim & 

Lee, 2014; Park & Park, 2013)가 소수 이루어져 있고, 주로 

섬망에 한 지식, 스트 스  수행(Kim & Eun, 2013; Suh 

& Yoo, 2007), 인식과 지식(Yang, 2010), 그리고 자기효능감

과 간호수행(Lee & Ko, 2010) 등 일부 변수들 간의 상 계 

연구가 부분으로 간호수행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

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한 연구 상자의 경우 주로 종합병

원 간호사(Lee et al., 2007; Park et al., 2006), 환자실 간호

사(Park & Park, 2013; Suh & Yoo, 2007), 그리고 정형외과 

간호사(Kim & Eun, 2013)를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회복실 간호사를 상으로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간호 

수행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은 회복실에서 증상이 시작되고 

병동으로 이송한 뒤에도 섬망이 지속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회복실에서 노인환자의 섬망 발생을 사 에 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간호 재를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해 회복실 간호사의 

간호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수행도

를 높이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해 회복실 

간호사의 간호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효

과 인 간호 수행을 한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회복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를 악한다.

∙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 간의 상 계를 

악한다. 

∙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한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한 회복실 간호사

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악하며 나아가 간호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B 역시 소재 상 종합병원 1곳, 종합

병원 4곳의 회복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간호부의 조

를 구한 후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참여의 자발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한 상자수를 산출하기 해 G*Power version 3.1.9를 

이용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05, 검정력 .80, 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그리고 측요인 5개(섬망지식, 자기효

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일반  특성  

회복실경력)를 용하 을 때 최소 표본수는 92명으로 산출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설문지 110부를 

배포하여 108부를 회수하 고,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완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99부로 상자수는 한 것으로 단되었다.

연구 도구  

●섬망지식

Lee 등(2007)이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개발한 45개 

문항의 섬망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섬망에 한 원인 

10문항, 증상 20문항, 간호 리 련 15문항이며 총 45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 ’, ‘아니오’, ‘모른다’로 답하도

록 구성되어있으며, 옳은 답을 할 경우 1 , 틀린 답과 모른

다고 답한 경우는 0  처리하 다. 수의 범 는 0-4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섬망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 .7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1이었다.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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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er와 Adams (1983)가 개발한 General self-efficacy 도구

를 Jeon (2014)이 번역, 역번역하여 신뢰도 검정을 거친 도구

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1-5 까지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8

이었다.

●섬망간호 요도

Yang (2006)이 개발한 섬망간호에 한 수행 측정도구 25

개 문항을 토 로 본 연구자가 회복실 상황에 맞게 섬망간호 

요도로 수정·보완하여 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를 거친 도

구를 사용하 다. 마취통증의학과 문의 2인, 회복실 수간호

사 2인, 간호학교수 2인으로 구성된 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정에서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tity Index, CVI) 0.80이

상인 문항을 채택하여 최종 문항은 21개 문항이었다. 각 문항

은 1-5 까지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섬

망에 한 섬망간호 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ang 

(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7이었다.

●섬망간호 스트 스

Kim (1989)이 개발한 섬망간호 련 스트 스 도구를 Suh

와 Yoo (200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섬망과 련된 지식, 환경, 인 계, 간호행   업무에 

한 스트 스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스트

스가 없음’이 0 , ‘스트 스가 매우 심함’이 100 으로, 10  

간격으로 그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uh와 Yoo (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1이었다.

●섬망간호 수행도

Yang (2006)이 개발한 섬망에 한 간호수행 측정도구 25

개 문항을 토 로 본 연구자가 회복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한 21개 문항으로, 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정에서 CVI는 

0.87이상이었다. 각 문항은 1-5 까지 5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수가 높을수록 섬망간호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Yang (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1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 의 생명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1041024-AB-N-01-20150324 

-HR-185). 자료수집에 앞서 상자들이 설문지 작성 시 이해

되지 않는 문항을 별하고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하여 

비조사를 실시한 후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  부서

장에게 조를 구한 후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참여

와 철회에 한 자율성, 설문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

여를 수락한 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

하여 직  기입하도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설문지 조사 내용  교육수  등 일부 항목들이 생명윤리

원회의 권고로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 상자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 간의 상 계는 Pearson 상

계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섬망간호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기 하여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모두 여자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29.7세(±6.81)로 26-30세가 38.4%, 25세 이하

가 34.3%, 31세 이상이 27.3% 순이었다. 평균 임상경력은 

74.80개월(±82.00)로 36개월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73

개월 이상이 36.4%, 37-72개월이 20.2%이었다. 평균 회복실경

력은 61.44개월(±66.75)로 36개월 이하가 48.5%, 73개월 이상

이 30.3%, 37-72개월 21.2% 순이었다. 섬망에 해 교육을 받

은 경험은 ‘있다’가 10.1%, ‘없다’가 89.9%로 부분 섬망

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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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Performance of Delirium Care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9)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F/t (p)

Age(yr)
≤25 34 (34.3) 3.78±0.49 0.21 (.804)
26-30 38 (38.4) 3.78±0.37
≥31 27 (27.3) 3.84±0.43

Career length
(month)

≤36 43 (43.4) 3.81±0.47 2.15 (.121)
37-72 20 (20.2) 3.63±0.38
≥73 36 (36.4) 3.87±0.39

PACU experience
(month)

≤36 48 (48.5) 3.82±0.45 2.78 (.067)
37-72 21 (21.2) 3.61±0.37
≥73 30 (30.3) 3.88±0.40

Experience of education for delirium
Yes 10 (10.1) 3.85±0.37 0.43 (.664)
No 89 (89.9) 3.79±0.43

* PACU=Post Anesthesia Care Unit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99)

Variables Subcategory Range Mean±SD Minimum Maximum Correct answers (%)

Knowledge 0-45 31.71±4.90 19 41
  Etiology 0-10 8.47±1.67 3 10 84.7
   Sign&Symptom 0-20 13.03±2.71 6 19 65.1
  Nursing management 0-15 10.20±2.09 5 14 68.0
Self efficacy 1-5 3.60±0.45 2.35 4.71
Importance of delirium care 1-5 4.34±0.41 3.1 5
Stress 0-100 59.32±14.41 0 87.50
Performance of delirium care 1-5 3.80±0.43 2.62 4.57

상자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 

본 연구 상자의 섬망지식에 한 정도는 0-45  범 에서 

평균 31.71±4.90이었고, 최소값은 19 , 최 값은 41 이었다. 

하 역으로 나 어 볼 때 원인 역은 10문항으로 평균 

8.47±1.67 (정답률 84.7%)이었고, 증상 련 역은 20문항으로 

평균 13.03±2.71 (정답률 65.1%), 간호 리 련 역은 15문

항으로 평균 10.20±2.09 (정답률 68.0%)으로, 원인 역에 비

해 증상 련  간호 리 련 역의 정답률이 낮았다. 자기

효능감은 1-5  범 에서 문항평균 3.60±0.45 이었고, 섬망간

호 요도는 1-5  범 에서 문항평균 4.34±0.41 이었고, 섬

망간호 스트 스는 0-100  범 에서 평균 59.32±14.41 이었

다. 섬망간호 수행도는 1-5  범 에서 문항평균 3.80±0.43이

었다(Table 2). 

추가분석으로 섬망간호 수행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환자

를 부를 때는 이름을 사용한다”(4.58±0.62)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억제를 하게 될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함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킨다”(4.34±0.81),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 한

다”(4.32±0.89), “모든 처치 시 환자에게 간단하게 설명한

다”(4.22±0.75), “말할 때 구체 이고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

용한다”(4.14±0.67)의 순이었다. 섬망간호 수행도가 낮은 문항

은 “기계 알람소리는 최 한 작게 한다”(3.02±1.01), “매번 

 시 담당간호사는 자신을 소개한다”(3.26±0.99), “가족교육

을 한다”(3.39±1.09), “ 한 체 변경으로 피부손상을 방한

다”(3.41±0.95), “되도록 같은 간호사가 같은 환자를 담당 한

다”(3.44±0.94)의 순이었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 차이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상자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 간의 상 계

상자의 연구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섬망간호 

수행도는 자기효능감(r=.42, p<.001)과 섬망간호 요도(r=.54, 

p<.001)와 유의한 순상 계가 있었다. 한 섬망간호 요

도는 자기효능감(r=.41, p<.001)과 섬망지식(r=.23, p=.022)과 

유의한 순상 계가 있었다(Table 3).

상자의 섬망간호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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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99)

Variables
Knowledge Self efficacy 

Importance of 

nursing intervention
Stress

r (p)

Self efficacy  .07 (.470)
Importance of delirium care  .23 (.022) .41 (<.001)
Stress -.01 (.937) .10 (.919) .11 (277)
Performance of delirium care  .08 (.432) .42 (<.001) .54 (<.001) .01 (.988)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Delirium Care   (N=99)

Variables B SE β t p R² F (p)

Constant 0.98 .41 2.43 .017
24.27 (<.001)Importance of delirium care 0.46 .10 .44 4.85 <.001 .28

Self efficacy 0.22 .09 .24 2.57 .011 .32

본 연구 상자의 섬망간호 수행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

인하기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과 섬망간호 요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P-P그림을 확인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잔차의 독

립성을 검정하기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44로 

2에 가까우므로 오차의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섬망간호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섬망간

호 요도(β=.44, p=<.001)가 체변량의 28.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β=.24, p=.011)이 

포함되어 총 설명력은 32.3% 이 으며, 모형의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모형으로(F=24.27, p<.001)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섬망지식, 자기효능감, 섬망간호 요

도, 섬망간호 스트 스, 섬망간호 수행도의 정도를 악하고 

각 변수 간의 련성을 분석하며, 나아가 섬망간호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를 심으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자의 섬망 지식 정도는 45  만 에 평균 

31.71 이었고, 100  만 으로 환산 시 70.46 이었다. 이는 

Lee 등(2007)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섬망 지식 정

도가 70.04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 다. 하지만 섬망

의 고 험군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환자의 수술률도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섬망 지식은 10년 

과 비슷한 수 에 머물러 있고 비교  낮은 수이므로, 정확

한 지식을 바탕으로 섬망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섬망 지식의 하부 역들의 수를 살

펴보면 원인 역이 가장 높고 증상과 간호 리 역이 상

으로 낮았다. 이는 섬망 발생 원인에 해서는 비교  잘 

알고 있으나 섬망 증상  리에 해서는 지식수 이 낮아 

한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

서 섬망간호 교육 로그램 개발 시 증상  리 역을 강

화하여 실제 인 사정과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  만 에 3.60 으

로,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측정도구는 동일하지 않으

나 여러 부서의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Oh (2007)의 연구

에서는 6  만 에 3.85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즉 간호사들이 자신의 체 인 간호수행능력에 한 

개인 인 기 와 신념은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한 동기화 수 을 결정함으로써, 성공 인 업무 수행을 

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에 향을 

다(Sherer & Adams, 1983). 따라서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

에 한 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키기 해 회복실 간호사의 자

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섬망간호 요도의 경우 5  만 에 평균 4.34

으로, 이는 선행연구 상자들과 동일한 부서가 아니어서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Park & Park, 2013)에서 평균 3.93 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조  높은 수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환자

의 수술 후 섬망이 부분 회복실에서 나타나(Neufeld et al., 

2013)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요도 인식이 상 으로 

높을 수 있다는 과, Park과 Park (2013)의 연구에서는 노인 

외에 다양한 연령 의 환자들을 돌보는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하여 본 연구 상자와는 근무부서, 근무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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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을 감안해 볼 수 있다. 간호

사가 섬망간호의 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잘못

된 간호를 수행하거나 간호수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Park et al., 2006). 따라서 섬망 환자를 정확하게 사정하

고 간호를 수행하기 해서는 섬망간호에 한 요도 인식

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해서 추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상자의 섬망간호 스트 스 정도는 100  만 에 

평균 59.32 이었다. 이는 환자실 간호사 상의 연구결과

(Suh & Yoo, 2007)인 평균 63.92 보다 약간 낮은 수 이었

고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상의 연구결과(Kim & Eun, 2013)

인 평균 59.44 과는 유사한 수 이었다. 이는 환자실 간호

사의 경우 주된 스트 스 요인이 섬망환자 간호로 인하여 다

른 주요업무가 지연되는 것과 과 한 업무량 등으로 나타나 

환자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스트 스 정도가 타부서 간호사

보다 비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근무부서 간 섬망간호 스트 스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

한 차이가 섬망간호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여 섬망간호 로그램 개발에 근무부서 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Mc Donnell과 Timmins (2012)는 간호사

가 섬망 환자의 간호로 스트 스를 지속 으로 받는 경우 환

자간호에 향을 미치고 개인의 안녕감에도 향을 미치므로 

섬망간호 스트 스를 경감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 한 바 

있다. 따라서 회복실 간호사가 소진되지 않고 환자간호의 질

을 올릴 수 있도록 섬망간호에 한 스트 스 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섬망간호 스트 스에 해 추후 

반복연구와 질  연구를 통해 구체 인 스트 스 요인을 확

인하여 효과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수행도는 5  만 에 평균 3.80

으로 100  만 으로 환산하면 75.93 이었다. 이는 환자

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Park & Park, 2013)에서 평균 

80.81 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조  낮은 수 이었다. 

수술 후 섬망발생의 주요 험요인이 70세 이상 고령이라는 

(Booka et al., 2016)과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이 부분 

회복실에서 나타난다는 (Neufeld et al., 2013)을 고려할 때, 

이들에 한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수행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가분석으로 수행도가 높은 문항

들인 “환자를 부를 때는 이름을 사용한다”, “신체억제를 하게 

될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함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킨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링 한다” 등을 분석해보면, 회복실 

간호사들은 환자가 처음 입실할 때 먼  환자확인을 한 다음 

의식사정과 지남력을 제공하고, 수술 직후 환자상태가 불안정

하므로 환자보호를 해 필요 시 억제 를 사용하며, 섭취량

과 배설량 측정 간호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

수행도가 낮은 문항들인 “기계 알람소리는 최 한 작게 한

다”, “매번  시 담당간호사는 자신을 소개 한다” 등을 분

석해볼 때, 회복실 간호사들이 소음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섬망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섬망을 히 방하고 효과 으로 리

하기 해서는 지속 인 의식사정과 지남력 제공,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최 한 증진하는 등 간과하기 쉬운 요

구에 해서도 민감하게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이러

한 내용들을 토 로 회복실 간호사들이 섬망간호에 실제 으

로 용할 수 있는 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회복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는 

회복실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

지만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Yang, 2006),에서

는 임상경력에 따라 섬망간호 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이러한 차이가 근무부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해당 부

서경력이나 체 임상경력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등 일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 차이를 체 간호사를 상으

로 추후연구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반  특성

의 차이가 고려될 때 섬망간호 로그램이 효과 으로 개발

되고 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섬망

간호 수행도와 유의한 순상  계를 나타낸 변수는 섬망간

호 요도와 자기효능감이었다. 즉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

에 한 섬망간호 수행도는 섬망간호 요도와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섬망

간호 요도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섬망을 조기에 발견하

고 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Park et al., 2006)와 자기효능

감이 간호수행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Lee & Ko, 2010)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실 간호사의 수술 후 섬망간호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향요인은 섬망간호 요도와 

자기효능감이었다. Park과 Park (2013)은 섬망간호에 한 교

육으로 요성인식이 높아질 때 섬망에 한 조기 사정과 조

기 재를 가능하게 하여, 섬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 인 

결과를 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간호 재 수행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Oh, 2007)에 근거해볼 때 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한 

회복실 간호사의 간호수행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섬망간호 

요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Piao, Jin과 Lee (2016)는 섬망 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간호사가 섬망간호 훈련 로그램을 

통해 구체 인 섬망간호 경험을 획득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로그램을 통해 섬망간호 요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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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높아지고 구체 인 섬망간호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져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때 섬망간호 수행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섬망지식, 섬망간호 스트 스는 섬망

간호 수행도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섬망간호 

수행도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Kim 

& Eun, 2013)가 있는 반면, 지식과 수행이 련이 없음을 보

고한 연구(Park et al., 2006)도 있어 지식과 간호수행과의 

계에 일 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와 정

형외과병원 간호사 등 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반

복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섬망 지식과 수행 사이에 매

개변인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섬망

간호의 첫 번째 단계는 섬망과 련한 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이므로(Piao et al., 2016) 간호사가 이러한 섬망 

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요하다고 본다.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의 부분은 회복실에서 나타나고, 

작스럽게 발생하며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Neufeld et al., 

2013; Saxena & Lawley, 2009). 노인환자들의 수술 후 섬망 

발생은 환자의 질병  회복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Farley & McLafferty, 2007). 그러나 수술 후 섬망의 발

생은 명확하지 않은 병리학  상황에서 발생하여 진단이 쉽

지 않으므로(Saxena & Lawley, 2013), 회복실 간호사는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 수술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세 하게 찰하여 섬망의 징후를 조기에 사정하고 정확한 

간호 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에 한 회복실 간호사

의 간호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효과 인 

간호수행을 한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제공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수술 후 노인환자의 섬망은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흔히 낙상이나 입원일수 증가 등 부정 인 결과를 

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수술 후 노인환

자에 한 섬망간호의 요성을 인식하고 섬망발생에 해 

조기에 사정하고 신속하게 간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수행도는 비교  낮은 수

으로 나타나,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이 부분 회복실에

서 발생한다는 을 고려할 때 섬망간호 수행도를 좀 더 높

일 필요가 있다.  

회복실 간호사의 섬망간호 수행도를 높이기 해서는 유의

한 향요인으로 나타난 섬망간호 요도와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섬망간호 요도

에 한 인식이 높아질 때 섬망에 한 조기 발견과 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부정 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자기효

능감이 향상될 때 이러한 간호수행이 지속 이고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간호 수행도가 낮은 개별항목들에 

해서는 이를 높일 수 있는 구체 이고 효과 인 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수술 후 섬망이 발생할 수 있

는 노인환자를 해 회복실 간호사가 효과 인 섬망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련 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기 자료

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섬망간호 요도 인식과 자기효능감을 고려하고 간호

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섬망간호 수행도의 차이를 확인하

여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회복실에서 노인환자의 수술 후 섬망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로토콜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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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Delirium Care for Postoperative 
Delirium of Elderly Patients among Recovery Room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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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of nursing care for 
postoperative delirium of elderly patients among recovery room nurses. Methods: The research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using questionnaires. The participants were 99 nurses from five urban recovery 
room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21.0. Results: The performance level of delirium nursing care was low because its mean score was 3.80 out of 5. 
Performance of nursing car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mportance of nursing care and 
self-efficac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erformance of nursing care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the importance of nursing care. The importance of nursing care and self-efficacy explained 32.3%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a ne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nursing care for postoperative 
delirium of elderly patients among recovery room nurse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consideration be given to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importance of nursing care and self-efficacy in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the 
performance level of nursing care for elderly patients with postoperative deli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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