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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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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erceptions about physical restraint use of nurse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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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factor analysis로 연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3.91±0.54)으로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 ‘문제행동관리
(3.81±0.67)’, ‘의료적 처치 유지(4.11±0.60)’, ‘환자안전(4.13±0.63)’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4.37±0.68)로 환자안전
이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고,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 및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간호업무 실정에 맞도록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
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사, 신체 억제대, 인식, 교육, 정책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nurse’s use of physical restraint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for 138 nurses who work at the small hospitals under 300 bed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factor analysis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overall average of the nurses' perception of physical 
restraint was 3.91±0.54,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using a physical restraint was to protect the patient 
from falling out of bed(4.37±0.68).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behavior, psychological symptom 
management(3.81±0.67)’, ‘maintain medical treatment(4.11±0.60)’ and ‘patient safety(4.13±0.63)'.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nurse's use of physical restraint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use minimum physical restraints for patient's safeties and rights based on 
accurate understanding of physical restraint’s us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job training for the 
physical restraint that is used in various situations and to develop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to adjust 
in nurse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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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체억제대는환자의움직임을제한하는데사용되는

모든수동적방법인물리적장치및기구이다. 신체억제

대의사용목적은환자의전신또는신체적일부분에부

착된 의학적 장치나 기기 등을 제거하려는 것을 방지하

고[1], 환자의 공격적 행동, 치매 환자의 배회 및 상해로

부터 지켜주는 것이다[2].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

체 억제대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간호사 인

력의 부족, 안전사고 및 상해로부터 보호, 위장관, 또는

도뇨관 등의 의학적 처치에 대해 환자가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3].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빈도, 신체적

구속의 정의와 방법은 부서에 따라 다르나[4]. 일반적으

로신체억제대사용부위는손목, 발목, 가슴, 허리등이

포함된다[5].

그러나 신체 억제대 사용은 신체를 구속하므로 환자

의 자율성과 자유에 어긋나며, 특히 노인환자인 경우 신

체억제대사용으로발생하는근력및운동능력감소, 심

리적 문제, 욕창, 부종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6].

또한, 아동에게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

되고, 장기적으로는심리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는보고가있다[7]. 신체 억제대를환자에게사용하는간

호사의 긍정적 인식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신

체억제대사용결정을정당화하는인식을보였고[8], 간

호사가 신체 억제대 사용을 의례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와신체억제대를환자에게적용시의료기기및관

련 장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표현하기

도하였다[9]. 반면에신체억제대사용시간호사는죄책

감, 윤리적 갈등 등 부정적인 반응[10]을 나타내기도 하

여신체억제대의사용이임상실무에서논란이될수있

다[11].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 억제대 사용률은 30~40%이며

[6,12], 국외의 경우 7.4 ~17%로 억제대사용률이보고되

었다[13]. 독일에서는신체적구속을하는것은법적으로

간호활동을통한신체억제대를예외적으로허용하지만,

모든 수단을고려한후최후의수단으로신체억제대사

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환자의 서면 동의 또는 사법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14].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해구체적인지침과정책이미흡하고간호사들은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타내며,

신체억제대사용을감소시키려는연구가이루어지고있

다[11]. 대부분 국가에서도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15]. 이렇듯 병원 현장에서 신체 억

제대 사용을 제한하는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신체 억제대에 대

한 항목이 추가되었고, 의료기관은 신체 억제대 사용기

준및적용에대해관리와기준을갖추도록하여환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16].

그러나 신체 억제대 사용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만, 실제병원현장에서는간호사에의해결정되므로[17],

간호사가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의례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11]. 즉,

신체억제대의사용은환자가치료적보조기구를제거하

는 것을 예방하는 데 유용하고 간단한 해결책으로 보이

지만, 현실적으로환자에대한신체적, 심리적문제와법

적으로는인권이나자율성을훼손할윤리적문제가있다

[11].

국내의 신체 억제대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요양

병원또는요양시설에종사하는간호사또는요양보호사

대상으로한신체억제대인식과태도[18,19], 교육프로그

램[20],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경험[21], 환자 가족의

인식으로[22] 주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또는관련 종

사자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6,12,13, 23]는 상급병원간호사대상으로하고있으

며, 중소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이 처음 도입될 당시 300병상을

기준으로병상별규모에따라인증기준을이원화하여의

료기관평가를 적용하였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인증기준

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24].

신체적억제대사용은병원마다같은정책으로시행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신체적 억제대 사용지침은 자칫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위해

중소병원의간호사들의신체억제대의사용인식에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 억

제대에대한 300병상미만의중소병원간호사를대상으

로 신체 억제대 인식을 조사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신체억제대사용에대해지침과교육프로그램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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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연구의목적은 300병상미만의종합병원간호사대

상으로 하여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

로써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해 지침과 교육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신체억제대에대한인식정도를파악한다.

3) 대상자의 신체 억제대에 사용 인식에 대한 요인을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 억제대 인식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의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 J시에 소재한 300병상 이하 규모의 종

합병원 4개기관에서신체억제대사용경험이있는간호

사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편의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소아청소

년과 병동을 제외한 중환자실 및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수는 학

자마다다른견해를보이며, 표본의수보다는자료의질

을 강조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위한 최소한

의 표본수인 100개 이상의 표본수로사용할 것을 권장

하여[26] 총 150부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44부 중

불충분한설문지6부를제외하여최종138부를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신체 억제대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은

Strumpf와 Evans[25]가 개발한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

측정 도구(Perception of Restraints Use Questionnaire,

PRUQ)를바탕으로 Kim과 Oh[18]가번안한도구에의해

측정하였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각 문항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PRUQ의 전체 문항에 대

한 평균점수는 개인의 인식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억제대사용이중요하고가치있는간호중재로필

요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Kim과 Oh[18]의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3이었고, 본연구의 Cronbach's α값

은 .92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J도 J시 소재 300병상미만의종합병원 4개기관간호

부에 연구자가 연구 협조 공문 및 연구계획서와 설문지

를 제출하여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부 기

간은 2017년 5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이며, 연

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와

설문지작성중언제라도참여를중단할수있으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렸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방법 SPSSWIN 20.0 통계프로그램을이용

하였고,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신체억제대사용인식에대한요인을규

명하기위해도구문항에대한요인분석을하였다.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 억제대에 대한

인식차이를파악하기위해 t-test 또는 ANOVA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23명(89.1%)이며, 남성은 15명(10.9%)으로 대부분 여성

이었다. 연령은 30세미만이 69명(50%)으로가장많았으

며, 평균연령은 32.51±7.84이었다. 병동에서근무하는간

호사는 108명(78.3%), 중환자실 근무자는 30명(21.7%)이

었으며, 최종 학력은 4년제 이상 졸업이 113명(81.8%)으

로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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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44.2%), 3∼10년 36명(26.1), 3년 미만은 41명(29.7%)

이었다. 신체 억제대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

다” 89명(64.5%), “없다”는 49명(35.5%)이었다. 신체 억

제대 사용 시 설명은 누구에게 하는가? 질문에서는 “보

호자와 환자 모두에게 설명한다.” 107명(77.5%)으로 많

았으며, 신체 억제대 사용 시 항의를 받은 경험에서는

“있다” 75명(54.3%), “없다” 63명(45.7%)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신체억제대를사용후피부상태확인시간은 “적

어도 2시간마다” 62명(44.9%), 근무 시 2~3회 76명

(55.1%)으로 나타났고,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정책은 “있

다” 114명(82.6%), “없다” 24명(17.4%)이며, 침대 난간을

신체억제대라고생각하는가? “그렇다” 27명(19.6%), “아

니다” 111명(80.4%)으로 나타났다.

Characte-
istics

Catego-
ries

Fre-
queny
(n)

Percen
-tage
(%)

M±
(SD)

Gender
Male 15 10.9
female 123 89.1

Age(year)
≤30 69 50.0

32.51±
(7.84)

31-40(year) 45 32.6
≥41 24 17.4

Department
Ward 108 78.3
ICU 30 21.7

Educational
level

College degree 19 13.8
Bachelor’s
degree

113 81.8

>Bachelor’s
degree

6 4.4

Length of
career as a
nurse(year)

<3 41 29.7
3∼10 36 26.1
≥10 61 44.2

Education
related to
restraints

Yes 89 64.5

No 49 35.5

Use of
restraint
explain

Family 31 22.5
Patient and
family

107 77.5

Use of
restraint
complaint

Yes 75 54.3

No 63 45.7

Restraint type
extremity (both) 73 52.9
extremity (one) 65 47.1

Check the
condition of
the skin
(on duty)

<q2hr 62 44.9

2∼3 time 76 55.1

Use of
restraint policy

Yes 114 82.6
No 24 17.4

Perceptions of
Side rail

Yes 27 19.6
No 111 8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8)  

3.2 대상자의 신체 억제대에 대한 인식
신체억제대사용에대한간호사의인식은 <Table 2>

와같다. 간호사의신체억제대인식에대한전체평균은

3.91±0.54이었으며, 간호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

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침대에서 떨어지

지않도록환자를보호하기위해” 4.37±0.68점, “카테터를

잡아빼는것을예방하기위해” 4.37±0.63점으로나타났다.

Item M(SD) Rank
1. Protecting a patient from falling out of bed 4.37(0.68) 1
2. Protecting a patent from falling out of
chairs

4.07(0.86) 4

3. Preventing a patent from pulling out of a
feeding tube

3.99(0.78) 10

4. Preventing a patent from pulling out of an
IV

3.94(0.80) 13

5. Protecting a patient from unsafe ambulation 3.96(0.8) 11
6. Preventing a patient from breaking open
sutures

4.19(0.67) 3

7. Preventing a patient from pulling out a
catheter

4.37(0.63) 2

8. Preventing a patient from removing a dressing 4.07(0.74) 5
9. Preventing a patient from getting into
dangerous places or supplies

3.95(0.85) 12

10. Preventing a patient from wandering 3.64(0.89) 14
11. Providing for safety when judgement is
impaired

4.02(0.81) 8

12. Protecting staff or other patients from
physical abusiveness/combativeness

4.06(0.81) 6

13. Keeping a confused patient from
bothering others

3.99(0.83) 9

14. Providing quiet time or rest for an
overactive patient

3.41(1.00) 16

15. Managing agitation 3.53(0.94) 15
16. Substituting for staff observation 4.05(0.81) 7
17. Preventing a patient from taking things
from others

2.83(0.99) 17

Total 3.91(0.54)

<Table 2> Perception of restraint use of participants 
(N=138)

반대로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83±0.99

점, “과잉행동을 하는 환자에게 조용한 시간이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3.41±1.00 순이었다.

3.3 대상자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신체 억제대 인식은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로 K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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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18]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안되어 지금까

지 널리 사용된 도구이다. 번안 당시 2명의 간호학 전공

자가번안하고, 해당설문지의내용을관련분야전문가

3인에의해검정후수정보완하여조사를시행하였지만,

요인분석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처음 연구가 시행된 요양시설간호업무환경이 급성기

병원과 다르고, 신체적 억제대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 목

적을 위해 요인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 신체 억제대 사

용에대한인식에대한총 17개문항중공통성이 0.5 이

하문항인 “안전하지못한보행을하는환자를보호하기

위해” 인 5번째문항(0.492)과 “다른사람의물건을가져

가는것을예방하기위해” 인 17번째문항(0.472)으로총

2문항을 제외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일련의 요인을 찾고

자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 방법 주성분 분석

으로 15개의 문항을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후,

Kaiser-Meryer-Olkin(KMO)를 통해 표본의 적합성을

검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는<Table 3>과 같다.

Factor 1 Factor 2 Factor 3 Commun-ali
tiesFactor structure

Item13 .795 .289 .129 .732
Item15 .765 .196 -.038 .625
Item14 .719 .087 .214 .570
Item12 .714 .428 .056 .696
Item16 .708 .282 .159 .607
Item10 .637 .207 .438 .641
Item11 .616 .052 .464 .597
Item3 .117 .814 .229 .729
Item7 .193 .777 .100 .651
Item4 .164 .777 .242 .689
Item8 .277 .767 .147 .686
Item6 .420 .727 .138 .725
Item2 .132 .172 .766 .634
Item1 .035 .331 .766 .698
Item9 .467 .126 .611 .607

Explained
variance

6.858 1.728 1.300

Explained
(%)

45.719 11.520 8.666

Cumula
tive (%)

45.719 57.239 65.905

KMO .883
Bartlett 1171,127(0.000***)

<Table 3> Perception of restraint use toward Factor 
analysis                          (N=138)

요인분석을한결과고유값 1.0 이상 3개의요인이추

출되었고, 첫번째요인은총분산의 45.719%, 두번째요

인은 11.520%, 세번째요인은 8.666%를설명하였고, 3개

의요인은총분산의 65.905%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신체억제대에대한요인별로분류를보면, 첫번째요

인으로묶인항목은 ‘괴롭힘방지’, ‘흥분관리’, ‘과잉행동

관리’, ‘공격적인 행동 방지’, ‘간호제공자의 관찰에 대한

대체’, ‘배회하는 환자를 보호’, ‘환자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에 환자의 안전을 보장’ 등 총 7문항으로 ‘문제행동

관리’로 나타났다.

두번째요인으로묶인항목은 ‘위관영양튜브를빼는

것을예방하기위해’, ‘카테터를잡아빼는것을예방하기

위해’, ‘정맥주사를빼는것을예방하기위해’, ‘상처드레

싱을제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열린상처를건드리

는것을예방하기위해’ 등총 5문항으로 ‘의료적처치유

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요인으로묶인항목은 ‘의자에서떨어지지않

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등 총 3문항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Variables Items (n) M±SD
Cronbach’s
alpha

Preception 15 3.98±0.54 .911

Factor 1
15, 13, 14, 12,
16, 10, 11

7 3.81±0.67 .885

Factor 2 3, 7, 4, 8, 6 5 4.11±0.60 .885

Factor 3 2, 1, 9 3 4.13±0.63 .703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erception in restraint

<Table 4>의 결과를 보면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0.911로 나타났으며, 요인 3의평균이 4.13±0.63으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요인 1의평균이 3.81±0.67로 가장낮게

나타났다. <Table 5>의 결과를 보면 추출된 세 요인에

대하여 근무부서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치료적 처치

유지’, “환자안전”, “문제행동관리” 요인에서중환자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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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가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신체 억제대의 인식이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또한, 신체억

제대사용부위에대한관찰시기에대해서 2시간마다관

찰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그룹이근무중 2~3회관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환자안전”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신체억제대사용에대해지침과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점수는

3.91점이며, McCabe 연구[27]의 2.60점보다는 크게 상회

하는결과를보여차이를나타냈다. 독일인경우는, 환자

1,276명을대상으로신체억제대를적어도 1번이상사용

한 비율은 11.8%이며, 이 중침대 난간을 사용한 경우가

9.8%로 보고되었다[15].

특히, 침대난간사용을신체억제대사용으로포함한

것을고려할때실제신체억제대사용비율이매우낮은

것으로 이는 환자에 대한 신체적 억제대 사용을 제한하

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아직도신체억제대사용정도가상대적으로

많음을알수있었으며, 신체억제대를적용하지않을경

우사건발생가능성을염두에두고신체적억제대를적

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간호행위 전반에 걸쳐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병원 내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정확한 이

해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해야 하며, 또한 최소한

의신체억제대사용에대한인식을고취해야할필요성

Character-
istics

Catego-
ries

n
(%)

Factor 1 Factor 2 Factor 3 Total
M
(SD)

t or F(p)
M
(SD)

t or F(p)
M
(SD)

t or
F(p)

M
(SD)

t or
F(p)

Gender
men

15
(10.9)

4.03
(0.71) 1.308

(.193)

4.09
(0.59) -0.114

(.909)

4.31
(0.58) 1.169

(.244)

4.11
(0.57) 0.985

(.326)
women

123
(89.1)

3.79
(0.67)

4.11
(0.60)

4.11
(0.64)

3.96
(0.54)

Age
(year)

≤30
69
(50.0)

3.89
(0.65)

0.885
(.415)

4.12
(0.55)

0.364
(.696)

4.21
(0.60)

1.180
(.311)

4.03
(0.53)

0.733
(.482)

31-40
45
(32.6)

3.75
(0.67)

4.14
(0.61)

4.02
(0.61)

3.93
(0.52)

≥41
24
(17.4)

3.72
(0.74)

4.02
(0.73)

4.11
(0.77)

3.90
(0.62)

Educational
level

College
degree

19
(13.8)

3.89
(0.72)

0.133
(.876)

4.16
(0.70)

0.424
(.660)

4.23
(0.65)

0.279
(.757)

4.05
(0.56)

0.821
(.197)

Bachelor’s
degree

113
(81.8)

3.80
(0.67)

4.11
(0.60)

4.11
(0.64)

3.96
(0.55)

>Bachelor’s
degree

6
(4.4)

3.83
(0.59)

3.90
(0.33)

4.17
(0.55)

3.92
(0.43)

Department
Ward

108
(78.3)

3.75
(0.64) -2.082

(.039)*

4.04
(0.59) -2.554

(.012)*

4.07
(0.62) -2.000

(.047)*

3.91
(0.52) -2.633

(.009)*
ICU

30
(21.7)

4.04
(0.74)

4.35
(0.58)

4.33
(0.64)

4.20
(0.57)

Length of
career as a
nurse
(year)

<3
41
(29.7)

3.84
(0.66)

0.492
(.613)

4.13
(0.57)

0.286
(.752)

4.14
(0.61)

0.114
(.893)

4.00
(0.53)

0.465
(.629)

<3~10
36
(26.1)

3.89
(0.65)

4.16
(0.57)

4.17
(0.61)

4.04
(0.53)

≥10
61
(44.2)

3.75
(0.70)

4.07
(0.64)

4.10
(0.67)

3.93
(0.56)

Education
related to
restraints

No
49
(35.5)

3.76
(0.58) -0.734

(.464)

4.09
(0.53) -0.235

(.815)

4.10
(0.58) -0.389

(.698)

3.94
(0.46) -0.602

(.548)
Yes

89
(64.5)

3.85
(0.72)

4.12
(0.64)

4.15
(0.66)

4.00
(0.59)

<Table 5> Perception of restraint use toward Factor analysis(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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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본연구에서신체억제대를사용하는이유중가장중

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침대에서 낙상 방지를 위한 환

자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Kim[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 3 ‘환자안전’에 대한 요인 점수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

호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Lee와

Kwon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28]. 신체 억제

대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

지만, 대체로 환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5]. 병원 내 환

자의안전사고중낙상이가장많이발생하므로[29] 간호

사는환자의입원시부터퇴원까지환자의안전및위험

한환경에노출되지않도록예방활동을하는책임이있

다[30]. Song의 연구결과에서는현재병원에서환자안전

문화에대한인식이확산되어안전간호활동중낙상예

방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9]. 실

제 임상현장에서종종낙상예방을목적으로신체억제

대사용을하고있지만, 신체억제대사용이낙상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

으로교육을통해잘못된인식을바로잡아야한다고했

다[19]. 그러므로 신체 억제대 사용 지침과 안전한 사용

방법및안전관리에대한간호사교육이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항목

은 카테터 제거, 그리고 수술 후 상처 부위 보호 순이었

다. 이는 Kim[12]의 연구에서 신체 억제대를 적용하는

이유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고, Choi[17]연구에서는 신체

억제대를사용하는이유의 48.6%가의료장비및기구를

유지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의료적 처치 유지’ 요인으로 묶인 항목이 4.11점으로 높

았다. 즉, 신체 억제대 사용은 치료를 위한 처치 기구가

환자에의해제거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합병증에대

한 두려움[8]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활동의 결과로 보인

다. 환자에게 적용되는 카테터는 의료 처치를 위한 수단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카테터가 환자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 환자의 신체적 손상 또는 건강회복

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환자 상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간호사들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의 중

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들이 신체 억

제대의효용성에대한의존도를감소시키기위한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다른사람의물건을가져가는것을예방하기위해”, “과

잉행동을하는환자에게조용한시간이나휴식을제공하

기 위해”,“흥분관리”, “배회” 순이었고, 선행 연구에서도

신체억제대문항 중가장낮은인식률을보였다[25]. 본

연구의요인분석결과 ‘문제행동관리’ 이 3.81점으로 3개

의 요인 중 가장 낮았으나, Lee[28]의 3.01점보다는높은

인식률을보였고, McCabe 연구[27]보다는 1점이상의매

우큰차이를보였다. 이러한연구결과는최근노인환자

및치매환자의증가[31]와더불어문제행동접촉경험증

가에대한결과로도추정할수도있겠으나, 환자의섬망,

인지기능저하, 혼돈 및 흥분상태는 간호사들이 신체 억

제대를사용하게되는가장흔한이유중하나라고했으

며[25], 문제행동을 하는 환자로 부터 간호사 자신의 업

무방해를받지않도록편의를위해적용하고있는지확

인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간호사가 관찰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 라는 항목으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

하는인식이 7번째로높은 항목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간호사 공급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이 가속화되

고 있고, 특히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

무 환경으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된다[32]. 특히 200~299

병상이 300~399병상, 500~999병상, 1000병상이상규모의

병상과 비교할 때 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3]. 이에 따라 신체 억제대 사용 목적

과는다르게일부간호사들은환자를관찰하는데걸리는

시간과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대체방법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11]. 그러므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과 신체 억제

대사용에대한정당화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간호사

의과중한업무부담에대한개선이전제되어야하며, 간

호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치료 수단을 위한 간호사의 편의와 관행의 일부

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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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특성에따른신체억제대사용인식에대한요

인을 살펴보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치료적 처치유지’, ‘환자안

전’, ‘문제행동관리’ 요인에서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 평

균이더높게나타나유의한차이를보였다. 이는Kim 등

[12] 연구에서신체억제대를가장많이사용하는부서는

중환자실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신체 억제대

사용은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ee[34]의 연구 결과에서 내⋅외과 병동보다 중환자실

간호사가카테터제거예방, 다른사람을보호, 휴식제공

등을 중요 이유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였다. 이는 중환

자실 입원 환자에게 적용하는 의료적 처치 기구가 많고,

환자 상태에 따라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빈도와 경험

이차이가있는것으로생각되며, 이처럼병동내에다양

한상황또는특수한상황에서사용하는신체억제대대

한논의가필요하며, 이를통해신체억제대사용에대안

을 모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급성기 환자를 간호하는 중소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를바탕으로지침과교육중재프로그램을개발을위한

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으나, 일지역의 300병

상 미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을 하였기에 일

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연구는 300병상 미만의중소병원 간호사를대상으

로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우

리나라는 2013년도부터신체억제대사용에대한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즉,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환자에

게 불필요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임

을 알 수 있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를 주로 사용하

게되는요인에대하여간호사의근무부서에따라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신체 억제대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정확한 신체 억제대 사용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신체 억제대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

록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300병상 미만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

연구를제언한다. 둘째, 간호사의신체억제대사용에대

한 의사결정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신체 억제대의대안적방법에대한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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