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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생명의 함을 느끼고 상치 못한 입원

으로 환자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환

자의 불안은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며 환자의 후에 부정 인 향

을 미친다.따라서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간호 재가 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불안간호에 해서 구체 으로 논의

된 이 없다.이에 본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사정지표의 요

도와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그리고 불안간호 재빈도를 조사하

여 우리나라 환자실에서의 불안간호를 악함으로써 환자실의 불안

간호에 한 지식 확 에 기여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한국 환자간호학회 춘계,추계 학술 회에 참석한

환자실 간호사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80명을 상

으로 시행된 횡단 조사연구이다.연구 도구는 2002년 Frazier등이 개발

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22통계 로그램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5%,평균연령은 37.33±10.54세 다.결혼

상태는 미혼이 56.3% 으며 종교는 무교가 32.5% 다.학력은 졸이

61.3% 으며 평균 임상 경력은 138.5±99.54개월이며 평균 환자실 경력

은 96.52±68.09개월이었다. 상자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는 1000병

상 이상이 50% 으며 근무부서는 내과 환자실이 45%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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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3.57±2.84명이며 상자가 생각하는 환

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 비율은 평균 73.35±20.54% 다.

둘째,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의 평균 3.64±0.96

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의 지표는 조(Agitation)로 나타났다. 환자

실 간호사의 불안간호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은 평균 4.37±0.70으로

측정되었다.불안간호 재의 빈도의 평균은 4.01±1.86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재는 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었다.

셋째,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의

비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3.721,p=.008)를 보 다.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과 상자가 일하는 병원의 규모 간(F=2.807,p=.045), 상자의

담당 환자 수 간(t=2.173,p=.033)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불안간

호 재 빈도와 상자의 나이(F=3.073,p=.033)와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에

서의 환자가 불안한 비율(F=3.107,p=.02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 간(r=.446,p=

.000),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간호 재 빈도 간(r=.360,p=.001),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과 불안간호 재 빈도 간(r=.253,p=.023)의 통계 으

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이상을 바탕으로 환자실 간호사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불안사정지표는

조(Agitation)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실에서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생

각할수록 환자 불안사정지표를 더 요하다고 생각하며 불안간호 재가 더 많

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이는 불안간호 재의 빈도에 병원규모와 담당환자

수는 불안 사정과 재의 신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실 간

호사들은 환자의 병상 에서 직 환자의 행동 ,정신 ,신체 증상을 요

하게 보면서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며 환자에게 항불안제 투여보다는 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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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확인과 의사소통과 정서 지지를 통하여 불안을 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은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간호

재에 한 연 이 있었다.그러므로 불안 사정과 재에 신념을 높이기 한

불안간호 교육 로그램의 개발,불안간호에 한 지식의 확장을 한 지속 인

연구와 한국 실정에 맞는 불안간호 사정 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주요어 : 환자실 간호사,불안사정지표,신념,불안 재

학번 :2013-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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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늘어

남에 따라 만성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그리하여 이러한 질

환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환자실에 입실하는 건수도

많아지게 되었다(윤경진과 김경희,2009).환자들은 부분 상치 못하게 환

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환자실에 입실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

이 함을 느끼게 되며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불안함을 느

끼게 된다.이때 환자들은 일반 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보다 불안을 더 심하게 느

끼며 이 때 느끼는 불안은 보통 이상의 불안이다(한경신과 박 임,2002).

그러나 실제 환자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간호의 이 되는 것이 환

자의 총체 인 것이 아니라 환자의 활력징후나 신체 인 지표에 국한되는 경우

가 많다(조귀래,2001).하지만 환자들이 가지는 불안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

이 되고 결국 환자의 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

불안은 noradrenalin과 HPA(Hypothalamic-pituitary-adrenal)axis의 과다한 활

동으로 다수의 신경 펩타이드와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상승시키며 이는 고 압,

부정맥, 역동의 유해한 변화를 가져오고 을 유발하는 소 의 과도한 작

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불안장애를 가진 환자는 심근경색, 상 동맥 질환등 기

타 심 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Csaba,2006),심근 경색 발병

직후 겪는 불안은 허 과 부정맥의 부작용의 험도 높다(Moser&Dra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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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마취와 수술에 련된 불안은 수술환자에게서 상처회복을 지연시키며

(Cole-King&Harding,2001),신경 달물질을 통하여 면역변화를 일으킨다(Fe

nder,1999). 한,불안한 여성에게서는 백 구의 주화성과 식세포작용을 감소시

키고 림 구 과다생성을 보이는 등 면역기능을 손상시킨다(Arranz,Guayerbas,

&DelaFuente,2007).

따라서 환자의 정 인 후를 하여 간호사가 불안을 재하는 것이 요

하다.하지만 환자실 간호사들은 실무에서는 불안사정과 재가 요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왜냐하면 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신체 인 간호에 을 두는 경향이 있어 불안 등의 정서 문제에 의해 일어

나는 일련의 반응들도 하나의 큰 틀에서 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신체

지표들에 반응하여 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Moseretal.,2003).임상에

서 환자실 간호사가 간호할 때 환자의 불안은 일의 요도에서 려나는 경향

이 있다. 환자실 입원 환자의 24%가 불안을 겪을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지만 정작 의료인은 이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Rinconetal.,2001). 한

환자와 의료인의 불안사정을 비교한 O’Brian의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반 이상의 환자가 정도에서 극심한 불안을 표 했지만 의료인은 정기 으로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 다(O’Brian,2001).하지만 불안은 재

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진정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등의 약물 재에

의해서 불안의 정도가 감소되었으며(McKinleyetal.,2004),간호 정보 제공,가

족 면회,음악 재 등의 비약물 재에 의해서도 불안의 정도에 감소를 보

다(박성희,2008;서정주와 박상연,2002;신아라와 최명애 ,2012;윤지 과 권혜

진,2002;윤진 ,2011;이문경과 이윤미,2012;이 옥과 강지연,2011).

미국에서는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사정, 재,그리고 불안 재에 한 태도

에 한 연구(Frazieretal.,2002;2003;Moseretal.,2003)가 이루어졌지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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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실 증후군이나 섬망에 한 지식정도와 간호수행도(서

희정,2007;양야기,2010)나 환자실 환자의 불안에 한 연구(고진강,2007;한

경신과 박 임,2002)만 이루어졌을 뿐 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실 환자

의 불안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실제 임상에서 어떤 지표를 요하게 생각

하면서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며 어떠한 불안 재를 환자에게 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환자실에 일하는

간호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환자실 환자의 불안을 해결하기 하여 어떻게 하

고 있으며 그 향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함으로써 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

았던 환자불안의 재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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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불안사정 시 어떤 지표를 요하

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고, 환자실 간호사가 불안사정과 재에 해 어떤 신념

을 가지고 있으며,환자 불안을 해 어떻게 간호 재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

기 한 것으로 연구의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불안사정지표들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간호사의 신념,불안간

호 재빈도를 악한다.

2) 환자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사정지표의 요도 차이를

악한다.

3) 환자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사정과 재에 한 간호사의

신념의 차이를 악한다.

4) 환자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간호 재빈도의 차이를 악

한다.

5)불안사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간호사의 신념,불안간호

재빈도의 상 계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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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 정의

1)불안사정지표

불안사정지표란 환자가 환자실에 입실하여 느끼게 되는 불안의 증상,징후

등의 임상 지표를 간호사가 정리 분석한 것이다(Frazieretal.,2002).본

연구에서는,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

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의 Section1의 불안사정에 을 둔

58가지 불안사정지표를 5 Likert척도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2)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이란 환자 불안사정과 재에 한 태도로

환자실 간호사가 환자가 불안을 사정하고 재에 기 가 되는

것이다(Frazieretal.,2002).본 연구에서는 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IdentificationandManagement

Survey section2의 환자 불안사정과 재에 한 요도를 물어보는

4개의 질문에 5 Likert척도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3)불안간호 재

환자 불안에 한 간호 재란 간호사가 환자의 불안을 해결하기 하여

수행되는 여러 가지 간호행 를 말하는 것이다(Frazieretal.,2003).본

연구에서는 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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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의 Section2에서 제공한 불안에

처하기 한 20가지 재법에 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지에 해 비율에

해 7 Likert척도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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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본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불안사정,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

안간호 재에 한 연구로 환자실에서 환자의 불안정도와 불안요인, 환자

실 환자 불안이 미치는 향,불안사정지표와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사정

불안간호 재에 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 다

1. 환자실 환자의 불안정도와 불안요인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문제에 더하여

불확실한 후,낯선 환경,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을 느

낀다.이때 환자가 경험하는 불안은 등도 이상의 불안이며 높은 비율의 환자

에게서 발견된다(고진강,2007;한경신과 박 임,2004;Frazieretal.,2002;

Rincolnetal.,2001).

Rincoln등(2001)은 심장계 환자실 환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상자의

24%에게서 불안 증후군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경신과 박 임(2004)은

환자실 입원 시 불안과 요인별 불안에 해 연구하 다.불안 정도가 가장 높

았던 상황은 다른 환자의 응 상황이나 사망을 보는 것, 환자가 에 있는 것

등이었다.이는 개방 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주 의

환자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부터 오는 불안이 가장 크며 이때의

불안정도는 등도 이상으로 입원 시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환자실 환자의 불안정도와 불안에 향하는 요인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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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진강(2007)의 연구에서는 환자실 환자의 60%이상이 등도 이상의 불

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장계 환자실 환자들이 외과계나 흉부외과계 환자실

환자보다 높은 수 의 불안을 느끼며 입원일수가 증가할수록 불안이 증가한다고

하 다.

한 McKinley,Coote와 Stein-Parbury(2003),McKinley등(2004)의 연구에서

는 FAS(FacialAnalogueScale)를 이용하여 환자실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

는데,이 65%이상의 환자가 등도 이상의 불안을 느 으며 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썼던 이 있던 환자에게서 불안의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 다.

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환자실에서 환자가 느끼는 불안은 주변의 환경에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때 느끼는 불안은 등도 이상의 불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불안 재에 의해서 감소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불안이 환자실 환자에 미치는 향

환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입원하게 된다.앞선 선행연구에서 보았

듯이 여러 요인들이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그 불안이 후에 향을 미

치게 된다.McKinley,Coote와 Stein-Parbury(2003)의 연구를 보면 환자는

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데 이때의 스트 스와 불안은

유해한 생리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

불안이 심장에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해를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Csaba,2006;Dünser& Hasibeder,2009;Edell-Gustafsson& Hetta,1999;

Konstam,Moser,& DeJong,2005;Moser& Dracup,1996).Moser와

Dracup(1996)은 심근경색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불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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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환자에게서 낮은 불안을 가진 환자들에 비해 4.9배 합병증이 더 많았다고 보

고하면서 심근경색 직후의 불안은 허 과 부정맥의 합병증 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 이 있다고 하 다. 한 Csaba(2006)는 불안은 비만,고 압,앉아서

생활하는 방식,고지 증과 마찬가지로 심 계에 독립 인 험요소라고 밝히

면서 불안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심근경색, 상동맥질환 기타 심 계 질환

의 발병이 명확히 높으며,종종 더 은 나이에 발병하며 병의 진행이 빠르고

더 높은 치사율을 가진다고 하 다.Konstam,Moser와 DeJong(2006)은 체계

고찰을 통해 불안과 우울이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설명

하 다.불안과 우울은 병태생리학 으로 그리고 행동 으로 향을 미친다.결

국 우울과 불안은 병태생리학 으로는 교감신경활동 증가,죽상형성,자율신경

변화, 기 불안정,죽상 열/ 에 향을 미치고 행동 으로는 치료에

잘 따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에 향을 미친다.이러한 행동 요소

는 다시 병태생리학 요소에 향을 미치며 결국 이것은 심부 의 악화,재입

원, 상동맥질환 발병,사망률에 향을 미친다.

한 여러 연구에서 불안이 수술 후의 회복과 면역기능에 미치는 향을

다루었다(Arranz,Guayerbas,& DelaFuente,2007;Cole-King& Harding,

2001;Fehder,1999;Munafo&Stevenson,2001).Cole-King과 Harding(2001)은

53명의 환자에게 상처 회복과 불안에 한 연구를 하 는데 지연된 상처회복은

높은 병원불안 우울 척도와 계가 있었으며 높은 병원 불안 우울 척도를 가진

사람에서 지연된 상처회복의 결과가 나타났다.상 50%의 불안 우울 척도를 가

진 환자는 하 50%의 불안 우울 척도를 가진 환자보다 4배 더 상처의 회복이

지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Fehder(1999)는 불안은 교감신경 부신수질 그

리고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작용 그리고 신경 달물질인 substance-P를

통하여 면역 변화를 만들며 마취와 수술과 련된 불안은 수술로부터 회복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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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회복에 향을 주는 의 기 을 통하여 면역 기능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

다.그리고 Arranz,Guayerbas와 DelaFuente(2007)의 연구를 보면 불안한 여

성에서는 피토헤마 루티닌 유사분열물질,자연 살해세포 작용과 인터류킨2방

출과 수퍼옥사이드아니온의 증가와 종양 괴사 인자 알 의 방출로 감소된 백

구 주화성,식세포작용,림 구 과다생성을 보인다.그리하여 라즈마에서 산화

방지제 수용력이 감소되어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하는 코티졸 분비의 증가로 인

하여 불안한 여성에서 면역기능이 손상되고 사이토카인이 방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안은 환자에 정서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스트 스 반

응으로 생리 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결국 환자의 경과에 향을 미치

게 되므로 간호사가 불안을 사정하고 재하는 것이 요하다.

3.불안사정지표

NANDA-I에서는 불안의 특징 정의를 여섯 가지로 나 고 있다(행 ,감

정 ,생리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인지 ).행 인 특징을 보면 감소

된 생산력,삶의 사건의 변화로 인한 걱정을 표 , 련 없는 움직임,잠시도 가

만있지 못함,불면,시선회피,훑어 ,경계가 있으며 감정 특징에는 걱정,고

뇌,괴로움,두려움,부 한 느낌,자신에게 집 ,경각심 고조,성 함, 조함,

과흥분,고통스러운 증가된 무력감,지속 인 증가된 무력감,난처함,후회,불확

실함이 있고,생리 특징에는 얼굴 긴장,손 경련,발한,긴장증가,떨림,경련,

목소리 떨림이 있다.교감신경 특징에는 식욕부진,심 계 흥분,설사,구갈,얼

굴홍조,심장 두근거림, 압상승,맥박상승,반사의 증가,호흡수 증가,동공산 ,

호흡곤란,표재 수축,뒤틀림,허약이 있으며 부교감신경 특징에는 복통, 압

하강,맥박하강,설사,기 ,피로,오심,수면장애,사지가 릿함,빈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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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뇨가 있고 인지 특징에는 생리 증상의 인식,생각의 차단,혼돈,지각 역

의 감소,집 의 어려움,학습 능력 감소,문제 해결능력 감소,불특정한 결과에

의 두려움,건망증,집 하,몰두,반추,남을 비난 하는 경향이 있다(Nursing

DiagnosisHandbook,2014).

이처럼 불안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환자실에서는 환자

의 어떤 특징을 보고 환자 문간호사가 환자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지

에 한 연구가 Moser등(2003)에 의해 이루어졌다. 환자 문간호사를 상

으로 상자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조사하면서 환자 불안을 사정할 때

사용하는 불안 사정지표를 신체 생리 ,행동 ,정신 인지 ,사회 인 네 분류

로 구분하 다.신체 생리 지표는 다시 심 계,호흡기계,자율신경계,통증,

장 계 지표로 나뉘어져 있다. 표 인 각각의 부류의 지표를 살펴보면 심

계의 지표에는 심박동수 증가, 압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지표에서는 호흡

수 증가,호흡곤란 등이 있으며,자율신경계 지표에서는 발한,창백함 등이 있고,

통증 지표에서는 통증의 증가, 장 계에서는 오심/구토 등이 있다.행동 지

표는 흥분/긴장,치료 력에의 실패,말로 표 하는 것의 변화가 있으며 흥분/긴

장에 표 인 지표에는 안 부 못함,흥분 등이 있고,치료 력에의 실패에는

치료의 방해/치료 회피,비 조등이 있고 말로 표 하는 것의 변화에는 말로 표

하는 것이 늘어남,말이 빨라짐 등이 있다.정신 인지 지표는 인지 방해,환

자의 불안 표 ,화/부정 생각으로 나뉘며 인지 방해에는 혼돈,집 하지 못함,

환자의 불안 표 에는 임박한 죽음의 느낌,공포의 표 ,불안의 표 ,화/부정

생각에는 화/ 감이 표 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사회 지표는 확신을 찾

기, 심/우정의 필요,상호작용 제한이 있다.확신을 찾기에는 알고자 하는 욕

구,걱정을 표 함,반복 질문이, 심/우정의 필요에는 빈번한 콜라이트 (call

light),과도한 요구가,상호작용의 제한에는 물러남 (withdrawn)이 표 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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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자 불안사정지표 체 환자 문간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요한 5개

의 불안 지표로 흥분(agitation), 압상승,심박 수 증가,환자가 말로 불안 표

하기,안 부 못함(restlessness)가 있었다(Moseretal.,2003).

4.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불안사정

환자실 간호사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의료인이므로 기에 환자의 불안

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에 있다.

Moser등(2003)은 환자에게서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잠재 인 심각한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환자를 사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 문간호사를 상으로 환자들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하여 개방 질문을 하 다. 상자에게서 평균 4.7개의 불안지표를 었으며 총

70개의 불안 지표를 얻었는데 상자의 50%이상에서 공통 으로 기입된 특징은

없었다.이처럼 환자에게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상이 발 되어 공통 을 찾

기 힘들며 기 이 되는 도구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용어 등의 부족으로 환자

실 간호사들이 불안의 특성을 정확히 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 다.

왜냐하면 간호 교육에서는 상자 사정에 있어서 인 인 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환자실 환자의 정신사회 사정은 신체 사정보다 상

으로 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돌 의 우선순 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

입원한 심근경색 환자와 의료인의 불안사정을 비교한 O’Brian의 연구에서 연

구 상자의 반 이상의 환자에게서 정도에서 극심한 불안을 표 했지만 의

료인은 정기 으로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 다.그리고 Frazier

등(2002)은 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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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정이 얼마나 되고 있었는지 조사하 는데 연구 상자의 44.5%에서만이 불

안 사정에 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환자실에서 많은 환자가 불안을 느끼며 불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간호사는 불안을 정확히 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환자실 환자의 불안에 한 간호 재

NIC(NursingInterventionClassification)에서는 알코올,진정제,흡연의 단으

로부터 배제,공감 사용, 정 인 자신의 이야기 격려,정확한 정보 제공,말로

표 을 격려,스트 스원이나 불안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시술 에 설명과

환자의 이해여부 확인,마사지,guidedimagery,치료 사용,요가.음악

제공을 불안 재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NursingDiagnosisHandbook,

2014).

실제 불안 재에 한 연구에는 간호정보제공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서정주와

박상연,2002;윤진 ,2011;이문경과 이윤미,2012),가족면회가 불안에 미치는

효과(윤지 과 권혜진,2002;이 옥과 강지연,2011)와 음악 재와 불안에 한

연구(박성희,2008;신아라와 최명애,2012)가 있다.간호정보제공이 불안에 미치

는 효과를 보면 환자실 입실 후 경험하게 될 환경에 한 지침서를 만들어 실

험군에 제공을 했던 서정주와 박상연(2002)의 연구에서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

서 환경 스트 스가 어들었다고 하 다. 한,간호 정보 로그램을 개발하

여 리 렛을 제공하고 개별 인 구두 설명을 했던 윤진 (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이 간호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조군에 비해 환경

스트 스 정도,불안정도는 낮게 측정되었고 안 정도는 높게 측정되었다.심장

내과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가족면회가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본 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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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면회 후15분,면회시작과 종료 시에 수축기

/이완기 압,심박수,심실 조기박동의 생리 반응 4가지를 측정하고 면회

후 15분에 상태불안을 측정하 는데 가족면회가 심장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게 생리 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았으나 상태불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군에 하루 2회,실험군에 하루 4회의 면회를 용하여 유사 실험을

한 이 옥과 강지연(2010)의 연구에서 환자실 가족면회 시간의 연장이 환자의

불안을 낮춘다고 하 다.박성희(2008)는 음악 재로 내과계 심 계 환자실

의 환자에게 실험군에 모차르트 음악을 30분 들려주었다.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실험군에서 음악을 듣기 후의 불안 수 변화량이 크고 활력징후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razier등(2002)의 연구에서 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의무기

록 검토를 통해 불안 수행에 한 문서화가 101명 72 상자에게서 되어 있

었고 약물 재가 26.7%,비약물 재가 45.6%로 나타났다.

한 Moser등(2003)은 치료 략 수립을 세 가지 분류로 나 었다:①care

technique,②improvingknowledgeandcommunication,③support.Caretechnique은

다시 신체/환경 지지,공감 신체 ,보완 치료,불안 원인 사정,환자의 자

기 통제감을 증가시킴으로 다시 나뉜다.신체/환경 지지에는 표 으로 환경

스트 스요인을 통제하기 해 노력,환자의 체 를 바꿔 이 있고 공감 신체

에는 (touch),보완 치료에는 이완요법을 가르쳐 ,주 환기,음악듣기가,

불안의 원인의 사정에는 환자의 컨디션을 사정이,환자의 자기 통제감을 증가시킴에

서는 치료에서 선택을 허락함이 가장 표 인 방법이었다.Improvingknowledge

andcommunication은 정보의 제공,의사소통, 정 인 간호사 환자 계 형성으로

나 었으며 각각의 표 인 방법으로는 정보/가르침을 ,이야기,침착하고 천천히

말하기가 있었다.Support는 감정 지지를 제공,가족지지를 격려함,간호사의 실재,



-15-

지지를 제공으로 다시 나 어졌다.감정 지지에서는 상태와 경과에 해 지지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가족지지를 격려하는 것에는 가족의 실재가,간호사의 실재

에서는 앉아있기/여분의 시간을 환자와 함께 보내기, 지지를 제공에서는

상담을 제공하거나 주선하기가 각각 가장 표 인 방법으로 나타났다.그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이 caretechnique분류이며,그 에서도 약물 투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다(Moseretal,2003). 다수에서 사용되는 불안에 한 간호 수행은

약물 요법이었으며 많은 수가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 재이며 은 수에서 환자의

불안을 경감하기 해 환자의 가족을 곁에 두었으나 스트 스 경감법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Frazieretal,2003).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거나 재하는 것에 한 간호사의 신념에 한 연구에서

환자 문간호사들은 불안을 사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답하 다. 한

환자 문간호사들은 치료 되지 않은 불안은 잠재 인 해를 가지고 있고,불

안을 재하는 것은 요하고 불안을 재하는 것은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고 하 다(Frazieretal,2002;2003).

에서와 같이 불안을 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 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실제 연구에서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실제 장에서 간호사들이

어떠한 재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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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환자실간호

사의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그리고 불안간호 재빈도를 조사하기 한

횡단면 서술 조사연구로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2.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환자간호학회에 참석한 성인 환자실에 근무하는 경력 6개

월 이상의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다.춘계학술 회에

서 3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7부를 회수하 고(회수율 79%),추계학술 회에서

106부를 배부하고 65부를 회수하여(회수율 61%)총 140부 배부하여 92부를 회수하

고 총 회수율은 65%를 보 다.회수된 92개의 설문지 춘계,추계학회에서 동

일인이 작성한 설문지는 없었으며 상자의 선정기 에 맞지 않는 환자실 경험이

없거나 6개월 미만인 자,신생아실 근무자,병동근무자 등의 12부를 제외하고 8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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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도구

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Identification

andManagementSurvey를 사용하 다.본 도구는 내용타당도,가독성,포 성,

명확성을 하여 8명의 연구와 실무 문성을 가진 8명의 상 실무 간호사가

리뷰하 다.리뷰 후 첫 번째 개정을 한 후 3개의 성기병원의 25명의 간호사

에게 비조사를 실시하 고 그 조사지의 명확성,가독성,포 성을 평가하게 하

고 설문지를 끝내기 어려운 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 다.그 후 두 번째 개

정 후 10명의 환자 문간호사에게 비 조사를 하고 15에서 20일 후 다시 재

조사 하여 test–retestreliability는 90%로 보고되었다.

본 도구는 원 자의 승인을 받고 설문지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 다.

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공 2인이 서로 독립 으로 1인은 번역,다른 1

인은 역번역을 실시한 후,역번역과 원도구의 차이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 고

번역본이 완성되면 한국어와 어에 능통하며 환자실 실무 경험이 있는 다

른 1인이 어본과 우리말본에 모두 응답하여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ThepracticeofNursingResearch,2001).

1)불안사정지표의 요도

환자실 간호사가 불안을 사정할 때 사용하는 각 임상 지표들의 요도를

알아보기 해,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

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의 Section1의 불안사정 지표들의

요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본 도구는 환자불안사정에 을 둔

58가지 불안사정지표들을 각각 5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하 다.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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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5 라이커트 척도로 ‘매우 요한 지표’에 5 ,‘요하지 않은 지표’에

1 으로 수가 5 으로 갈수록 불안 사정에 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불안사정과 재의 요성에 한 간호사의 신념을 알

아보기 해 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

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 불안사정과 재에 한 간호사의 신념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불안사정, 재의 요성에 한 2문항, 재 하 을 때의 잠재 인 이익

과 재하지 않았을 때의 잠재 해를 묻는 2문항,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각은 5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는데 요도에 한 문항은 1 은 ‘ 요하지

않은’,5 은 매우 요한 으로 5 으로 갈수록 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여 지며 잠재

인 이익과 해를 묻는 2문항은 1 ‘잠재 으로 해/이익이 없는’,5 은 ‘매우

해로운/분명한 이득이 있는’으로 구성된다.

3)불안간호 재빈도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불안에 한 간호 재을 알아보기 해 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CriticalCareNurseAnxiety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Survey 불안 간호 재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간호사가 불안간호를 해 수행하는 20가지 간호행 의 빈도를 측정

하는 도구로,환자의 불안을 간호사가 알게 되는 경우 체 몇 퍼센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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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행 를 용하는지를 묻는 도구이다.7 라이커트 척도로 1 ‘한 번도

수행한 없음(0%)’2 ‘체 불안 사례 1~20%에서 수행’,3 ‘체 불안

사례 21~40%에서 수행’,4 ‘체 불안 사례 41~60%에서 수행,’5 ‘

체 불안 사례 61~80%에서 수행’,6 ‘체 불안 사례 81~99%에서 수행,’

7 ‘항상 수행(100%)’이며 각 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높은 불안간호 재빈도

를 보임을 의미한다(Frazieretal.,2003).

4)일반 특성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란 환자실 간호사가 느끼는 주 인 불안한 환자의 비

율을 묻는 도구로 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볼 때 체 환자 몇 퍼센트의 환자

가 불안을 느끼는지에 하여 비율척도로 측정한 값이다. 환자실 간호사가 보

았을 때 돌보는 환자에게서 불안한 환자가 없다고 생각되면 0%,모든 환자가 불

안을 느낀다고 생각되면 100%로 숫자가 높을수록 환자실 간호사가 느끼는

환자실에서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4.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에 앞서 측정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고 도구 번

역/역번역의 차를 거쳐 도구 완성 후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

의 심의면제를 받고 한국 환자간호학회의 자료수집 허가를 받았다.한

국 환자간호학회의 2차례의 정기 춘계,추계 학술 회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설문지 작성은 한국 환자간호학회의 정기 춘계,추계 학술 회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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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이루어졌으며 2015년 2월 20일,2015년 9월 16일 이틀 동안 이루

어졌다.연구자가 직 참여를 원하는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에 해서 설명하 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는 자

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상자가 직 작성하 다. 상자가

설문지를 작성을 완성하면 연구자가 직 상자의 설문지를 수거하 으

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20분이었다.

5.윤리 고려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에 심의면제를 받았으며(면제

번호:SNUIRBNo.E1412/001-011)설문지와 함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

하 다.설문지는 오로지 본 연구를 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상자가 연구

참여를 포기하기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다.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를 통한 이익/단 과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익명성,비 보장을 보장하고, 상자의 권리 보호,의문

제기 가능함 설명하 다.그리고 설문지는 오로지 본 연구를 해서만 사용되며

본 연구를 마친 후에는 모든 설문지는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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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22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상자의 사회인구학 , 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을 구하 다.

2)불안사정지표의 요도,간호사의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빈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3) 상자의 사회인구학 , 문 특성에 따른 불안사정지표의 요도,간호사

의 불안간호 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빈도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통해 산출하고 사후 검정은 Fisher’s LSD(Least

SignificanceDifference)를 사용하 다.

4)불안사정지표의 요도,간호사의 불안간호 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

호 재빈도의 상 계는 Pearson’s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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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연구 상자의 특성

1)사회인구학 특성

연구 상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 76명(95%),남성 4명(5%)으로 여성이

다수를 이루었다.

연구 상자의 연령은 평균 37.33±10.54세로 30 40명(50%),20 17

명(21.3%),40 10명(12.5%),50세 이상 13명(16.3%)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45명(56.3%),기혼 34명(42.5%),이혼 1명(1.3%)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이거나 사별한 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종교를 보면 종교 없음이 26명(32.5%),기독교 25명(31.3%),천주교 22

명(27.5%),불교 7명(8.8%)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은 없었다.크게 종교 있음과 종교 없음으로 나 어 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상자가 54명(67.5%),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상자가 26명

(32.5%)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졸 49명(61.3%), 학원졸 23명(28.7%), 문 졸 8명

(10%)으로 나타났다.(Tab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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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4 (5)

Female 76 (95) 　

Age(yr)

23~29 17 (21.3) 　

30~39 40 (50)

40~49 10 (12.5)

≥50 13 (16.3)

　 　 　 37.33±10.54

Maritalstatus

Single 45 (56.3) 　

Married 34 (42.5)

Divorced 1 (1.3)

Religion

Catholic 22 (27.5) 　

Christian 25 (31.5)

Buddhism 7 (8.8)

None 26 (32.5) 　

Education

Diploma 8 (10) 　

Bachelor 49 (61.3)

≥Master 23 (28.7) 　

Table1-1.Socio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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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특성

연구 상자의 임상경력을 보면 10년 이상 39명(48.8%),5년~10년 25명

(31.3%),3년 이하가 10명(12.5%),3년~5년 6명(7.5%)으로 분포되어 평

균 경력은 138.5±99.54개월로 나타났다. 한,연구 상자의 환자실

경력을 보면 5년~10년 27명(33.8%),10년 이상이 26명(32.5%),3년 이하

가 18명(22.5%),3년~5년 9명(11.3%)의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평균 환

자실 경력은 96.52±68.09개월로 나타났다.

재 일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는 1000병상 이상이 40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501~999병상 24명(30%),201~500병상 10명(12.5%),200병상이

하 6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재 일하고 있는 근무부서는 내과 환자실이 36명(45%)으로 가

장 많았으며 외과계 환자실 16명(20%),신경외과 환자실 6명(7.5%),

심장계 환자실 4명(5%),응 환자실과 흉부외과 환자실이 각각 3명

(3.8%)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2명(15%)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3명 이하 50명(62.5%),3명 과 30명(37.5%)

이었으며 평균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3.57±2.84명으로 분석되었다.

상자가 생각하는 환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 비율이 81~100%가 27

명으로 (33.8%),61~80% 28명(35%),41~60% 13명(16.3%),21~40% 8명

(10%),20%이하가 1명(1.3%)이었으며 평균 73.35±20.54%로 나타났다.

(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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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SD

Totalnursing
career(months)

≤36 10 (12.5)

37~60 6 (7.5)

61~120 25 (31.3)

≥121 39 (48.8)

　 　 　 138.5±99.54

Careerat
ICU(months)

≤36 18 (22.5)

37~60 9 (11.3)

61~120 27 (33.8)

≥121 26 (32.5)

　 　 　 96.52±68.09

Totalbedsat
currenthospital

≤200beds 6 (7.5) 　

201~500beds 10 (12.5)

501~999beds 24 (30)

≥1000beds 40 (50) 　

Currentplaceof
work

MICU 36 (45) 　

SICU 16 (20)

CCU 4 (5)

TSICU 3 (3.8)

NSICU 6 (7.5)

EICU 3 (3.8)

Others 12 (15) 　Thenumberof
assigned

patientspera
nurse

≤3 50 (62.5) 　

>3 30 (37.5)

　 　 　 3.57±2.84

Subjectiverates
ofpatient

anxietyinICU
(%)

≤20 1 (1.3) 　

21~40 8 (10.4)

41~60 13 (16.9)

61~80 28 (36.4)

81~100 27 (35.1)

　 73.35±20.54

Table1-2.Professional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 (N=80)

ICU=IntensiveCareUnit;MICU=MedicalIntensiveCareUnit;

SICU=SurgicalIntensiveCareUnit;CCU=CoronaryCareUnit;

TSICU=ThoracicSurgicalIntensiveCareUnit;

EICU=EmergencyIntensiveCareUnit;TICU=TraumaticIntensiveCare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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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안사정지표의 요도,간호사의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빈도

1)불안사정지표의 요도

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불안을 사정할 때 사용하는 각 지표에 한

요도를 1 ~5 으로 측정하 다.가능한 평균의 범 는 1~5 으로 본

연구에서의 최소값은 2.21 ,최 값은 4.83 이며 평균 3.64±0.96으로 측

정되었다.각 지표의 요도를 4가지 행동 ,생리 ,정신 ,신체 지

표의 하 역으로 나 어볼 수 있는데 행동 지표 25개,생리 지표

7개,정신 지표 13개,신체 지표 13개로 구성되어 있다(Frazieret

al,2002).

불안사정지표 행동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의 문항은 조

(agitation)4.30±0.80이었고 다음으로 불안, 조 는 긴장을 환자가 말

로 표 함(patientverbalization ofanxiety,nervousnessortension)

4.20±0.88,울음(crying)4.06±0.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수

의 문항은 연설(speech) 2.87±0.82, 반복된 질문/ 농담(repetitive

questioning/joking)3.00±0.89,주 함(hesitation)3.18±0.73이었다.

생리 지표 가장 높은 수의 문항은 과다환기(hyperventilation)로

평균 4.05±0.92며 다음으로 호흡수 증가 3.97±0.90,통증 수 증가

3.92±0.87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 떨림(tremulousness)3.34±0.76,

발한 증가(increased diaphoresis)3.44±0.85, 압상승(increased blood

pressure)3.75±0.92으로 측정되었다.

정신 지표 가장 높은 수의 문항은 두려움(fear)4.30±0.73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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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으로는 임박한 죽음의 느낌(sense of impending doom)

4.10±0.90,혼돈(confusion)4.08±0.84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수의 문항

은 남을 비난하는 경향(tendencytoblameothers)3.02±0.84,자신에게

집 함/강한 자의식(focusonself/self-conscious)3.11±0.91,지각 범

감소(narrowedperceptivefield)3.34±0.92로 나타났다.

신체 지표 가장 높은 수의 문항은 숨 가쁨/질식할 것 같은 느낌

(shortnessofbreath/smotheringsensation)4.25±0.91이었고 다음으로

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호흡곤란(chokingfeeling/dyspnea)4.22±0.88,

심계항진(palpitation)4.03±0.86이었고 가장 낮은 수의 문항은 구강건

조(drymouth)3.13±0.97,오한(chill)3.17±1.05,빈뇨(urinaryfrequency)

3.18±0.97로 나타났다.

불안사정 지표 체에서 가장 요도의 평균이 높았던 문항 10개를 보

면 조(agitation)와 두려움(fear)으로 각각 4.3±0.80,4.3±0.7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숨 가쁨/질식할 것 같은 느낌(shortness ofbreath/

smothering sensation) 4.25±0.91,질식할 것 같은 느낌/ 호흡곤란

(chokingfeeling/dyspnea)4.22±0.88,불안, 조 는 긴장을 환자가 말

로 표 함(patientverbalization ofanxiety,nervousnessortension)

4.20±0.88,임박한 죽음의 느낌(senseofimpendingdoom)4.10±0.90,혼

돈(confusion)4.08±0.84,분노(anger)4.07±0.88,울음(crying)4.06±0.73,

불면(insomnia)4.05±0.93,과다호흡(hyperventilation)4.05±0.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사정 지표 체에서 가장 수가 낮았던 문항 10개를 살펴보면 연

설(speech)2.87±0.82,반복된 질문/농담(repetitivequestioning/joking)

3.00±0.89,남을 비난하는 경향(tendencytoblameothers)3.02±0.8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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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집 함/강한 자의식(focusonself/self-conscious)3.11±0.91,

구강건조(dry mouth) 3.13±0.97, 오한(chill) 3.17±1.05, 주 함

(hesitation) 3.18±0.73, 빈뇨(urinary frequency) 3.18±0.97, 축

(withdrawn) 3.24±0.86,창백함(pallor) 3.27±0.9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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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AssessmentIndicators M±SD

Behavioral
indicators

Agitation 4.30±0.80

Patientverbalizationofanxiety,
nervousnessortension 4.20±0.88

Crying 4.06±0.73
Insomnia 4.05±0.92
Restlessness 4.02±0.90
Hypervigilance 4.00±0.84
Irritability 3.98±0.83
Easilyupset 3.85±0.88
Difficultyverbalizing 3.68±0.93
Changesinvoicepitch 3.68±0.82
Anorexia 3.55±0.96
Decreasedabilitytoconcentrate/learn 3.53±0.85
Frequentcomplaints 3.51±1.01
Easilyfatigability 3.45±0.92
Increasedverbalization 3.45±0.84
Inabilitytospeak 3.43±1.01
Unintelligibleconversation 3.43±0.92
Regression 3.34±0.81
Inabilitytoretaininformation 3.30±0.78
Changetopicsfrequently 3.28±0.88
Inattention/easilydistracted 3.28±0.84
Withdrawn 3.24±0.86
Hesitation 3.18±0.73
Repetitivequestioning/joking 3.00±0.89Speech

2.87±0.82

Physiologica
lindicators

Hyperventilation 4.05±0.92

Increasedrespiration 3.97±0.90

Increasedpainlevel 3.92±0.87

Increasedheartrate 3.88±0.96
Increasedbloodpressure 3.75±0.92
Increaseddiaphoresis 3.44±0.85Tremulousness

3.34±0.76

Table2.ImportanceofPatients’AnxietyAssessmentIndicators(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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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ImportanceofPatients’AnxietyAssessmentIndicators

(Continued) (N=80)

AnxietyAssessmentIndicators M±SD

Psychologic
alindicators

Fear 4.30±0.73

Senseofimpendingdoom 4.10±0.90
Confusion 4.08±0.84
Anger 4.07±0.88
Apprehension 3.98±0.77
Feelingoflossofcontrol 3.97±0.88
Hostility 3.85±0.90
Highlydistortedcognitivefunction 3.70±0.81
Sadness 3.54±0.90
Unrealisticperceptionofsituation 3.50±0.87
Narrowedperceptivefield 3.34±0.83
Focusonself/self-conscious 3.11±0.91Tendencytoblameothers

3.02±0.84

Somatic
indicators

Shortnessofbreath/smothering
sensation

4.25±0.91

Chokingfeeling/dyspnea 4.22±0.88
Palpitations 4.03±0.86
Chestpain 3.67±1.01
Flushing/hotflashes 3.66±0.87
Headache 3.55±0.88
Swallowingdifficulty/“lumpin
throat” 3.44±0.93

Paresthesias,numbness/tingling 3.34±0.98
Nausea/vomiting 3.30±0.96
Pallor 3.27±0.94
Urinaryfrequency 3.18±0.97
Chill 3.17±1.05Drymouth

3.13±0.97

TotalM±SD 3.6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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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안간호 사정과 재에 한 신념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간호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은 4가지 문항으

로 1 ~5 까지 측정하도록 하 다.가능한 평균의 범 는 1~5 이며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2.25 ,최 값 5 으로 평균 4.37±0.70 으로 측정되

었다.

4가지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는 것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는 평균 4.51±0.71,‘환자들의 불안을 재하는 것이 얼마나 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는 평균 4.52±0.63으로 비슷한 값을 보인 반면 ‘

환자들의 불안을 리하는 경우 잠재 인 이로움(benefit)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평균 4.36±0.69로 다소 낮은 수를 보 고 ‘환자들

의 불안을 리하지 않는 경우 잠재 인 해로움(harm)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평균 4.07±0.68로 가장 낮은 수를 보 다.(Table3)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답한 상자는 48명

(60%)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불안을 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상자는 47명(58.8%)이었으며 불안 리의 잠재 인 이로움에 매우 큰

이로움이라고 답한 상자는 37명(47.5%)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 리하

지 않을 시의 잠재 인 해로움을 묻는 질문에 생명을 하는 해로움이

라고 답한 상자는 21명(26.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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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M±SD

Whatlevelofimportancedoyouthinkshouldbe

placedontreatinganxietyincriticallyillpatients?
4.52±0.63

What levelofimportancedoyouthinkshouldbe
placedonassessinganxietyincriticallyillpatients? 4.51±0.71

What doyoubelieveisthepotentialbenefitof
treatinganxietyincriticallyillpatients?

4.36±0.69

Whatdoyoubelieveisthepotentialharm ofuntreated

anxietyincriticallyillpatients?
4.07±0.68

TotalM±SD 4.37±0.70

Table3.ICU Nurses’BeliefstowardsAnxietyAssessmentandIntervention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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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자 불안간호 재빈도

환자의 불안간호에 사용되는 20가지 재의 빈도에 한 각 문항을 1~7

으로 측정하 다.가능한 평균의 범 는 1~7 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

1.90 ,최고 6.90 이며 평균 4.01±1.86 으로 측정되었다. 재

수행을 크게 약물 재와 비약물 재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비약

물 재는 다시 정보와 의사소통 재,지지를 한 가족과 타인이 존

재 재,스트 스 감소법 재로 나 었다(Frazieretal.,2003).(Table

4-2)

가장 재 빈도가 높았던 문항은 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으로

평균 5.36±1.04 으로 측정되었고 다음으로는 차분하고 천천히 말함 평

균 5.14±1.54,쉬운 용어 사용/정보제공 반복 평균 5.03±1.67,정보 제공

평균 4.98±1.65,치료 ( ,손잡기,쓰다듬기 등)4.86±1.58의 순으

로 나타났다.(Table4-1)

‘항상 수행(100%)’이라고 답한 상자가 가장 많았던 재 문항 역시

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으로 22명(27.5%)의 상자가 답하

으며 다음으로는 정보 제공 17명(21.5%),쉬운 용어 사용/정보제공 반

복 17명(21.5%)으로 분석되었다.(Table4-2)

반면 가장 재 빈도가 낮았던 문항은 명상으로 평균 1.93±1.16측정되었

으며 다음으로는 상상요법 평균 2.08±1.46, 인 상담제공 평균

2.44±1.65,음악을 틀어 평균 2.78±1.74,이완요법 교육 평균 3.32±1.65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4-1)

‘한 번도 수행한 없음’이라고 답한 상자가 가장 많았던 재 문

항은 상상요법 40명(50.6%)이었으며 명상 36명(45.6%),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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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38.0%)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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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Intervention　 M±SD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Ensurepatienthasadequatepainrelief 5.36±1.40

Administerantianxietydrugs 4.32±1.51

Nonphar
-macolo
-gical
interven
-tion

Informat
-ionand
commun
ication
intervent
ion

Speakingcalmlyandslowly 5.14±1.54

Useofsimpletermsandrepetitionof

information
5.03±1.67

Giveinformation 4.98±1.65

Encouragepatienttoverbalizefears 4.81±1.47

Positivefeedbackforcopingefforts 3.82±1.77

Presence
of
family
or
others
for

support

Spendextratimewithpatient
4.70±1.67

Allow familyvisitingwhenpatient

unstable
4.51±1.59

Askthefamilytovisit 4.30±1.39

Sittingwithpatient 4.06±1.49

Allow unrestrictedfamilyvisiting 3.35±1.68

Offerspiritualcounseling 2.44±1.61

Stress
reductio
n

techniqu
es

Therapeutictouch 4.86±1.58

Trytocontrolenvironmentalstressors

(e.g.,excessnoise,lights)
4.83±1.50

Increasepatient’ssenseofcontrolby

allowingsomechoicesin care
3.40±1.62

Teachpatientsrelaxationtechniques 3.32±1.65

Playmusic 2.78±1.74

Guidedimagery 2.08±1.46

Meditation 1.93±1.16

TotalM±SD 4.01±1.86

Table4-1.FrequencyofAnxietyInterventions (N=80)

*Rating:1=NoneoftheTime,2=1-20% ofthetime,3=21-40% ofthetime,4=

41-60% ofthetime,5=61-80% ofthetime,6=81-99% ofthetime,7=Allof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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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of

theTime

1-20% of

thetime

21-40% of

thetime

41-60% of

thetime

61-80% of

thetime

81-99% of

thetime

Allof the 

time

n(%) n(%) n(%) n(%) n(%) n(%) n(%)

Administerantianxiety
drugs

2(2.5%) 10(12.7%) 11(13.9%) 17(21.5%) 19(24.1%) 16(20.3%) 4(5.1%)

Askthefamilytovisit 0 (0%) 12(15%) 9(11.3%) 23(28.8%) 18(22.5%) 15(18.8%) 3(3.8%)
Allow unrestrictedfamily
visiting 8(10.0%) 25(31.3%) 14(17.5%) 11(13.8%) 12(15.0%) 6(7.5%) 4(5.0%)

Allow familyvisiting
whenpatientunstable 1(1.3%) 7(8.8%) 16(20.0%) 18(22.5%) 14(17.5%) 12(15.0%) 12(15.%)

Encouragepatientto
verbalizefears 2(2.5%) 0(0%) 16(20.0%) 16(20.0%) 16(20.0%) 19(23.8%) 11(13.8%)

Ensurepatienthas
adequatepainrelief 1(1.3%) 1(1.3%) 5(6.3%) 16(20.0%) 17(21.3%) 18(22.5%) 22(27.5%)

Guidedimagery 40(50.6%) 16(20.3%) 9(11.4%) 9(11.4%) 2(2.5%) 1(1.3%) 2(2.5%)
Increasepatient’ssenseof
controlbyallowingsome
choicesincare

9(11.4%) 20(25.3%) 13(16.5%) 16(20.3%) 11(13.9%) 8(10.1%) 2(2.5%)

Offerspiritualcounseling 30(38.0%) 18(22.8%) 15(19.0%) 6(7.6%) 4(5.1%) 4(5.1%) 2(2.5%)

Teachpatients relaxation
techniques 9(11.4%) 23(29.1%) 14(17.7%) 11(13.9%) 12(15.2%) 8(10.1%) 2(2.5%)

Table4-2.FrequencyTableforAnxietyIntervention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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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2.FrequencyTableforAnxietyInterventions(Continued) (N=80)

　
Noneof

theTime

1-20% of

thetime

21-40% of

thetime

41-60% of

thetime

61-80% of

thetime

81-99% of

thetime

Allof the 
time

n(%) n(%) n(%) n(%) n(%) n(%) n(%)

Trytocontrol
environmentalstressors
(e.g.,excessnoise,lights)

0 (0%) 5(6.3%) 13(16.5%) 13(16.5%) 21(26.6%) 13(16.5%) 14(17.7%)

Sittingwithpatient 1(1.3%) 13(16.5%) 16(20.3%) 19(24.1%) 14(17.7%) 12(15.2%) 4(5.1%)

Meditation 36(45.6%) 25(31.6%) 9(11.4%) 7(8.9%) 1(1.3%) 0(0%) 1(1.3%)

Positivefeedbackfor
copingefforts 11(13.9%) 9(11.4%) 12(15.2%) 19(24.1%) 12(15.2%) 11(13.9%) 5(6.3%)

Giveinformation 1(1.3%) 7(8.9%) 9(11.4%) 11(13.9%) 15(19.0%) 19(24.1%) 17(21.5%)

Playmusic 22(27.8%) 24(30.4%) 7(8.9%) 12(15.2%) 6(7.6%) 5(6.3%) 3(3.8%)

Therapeutictouch 2(2.5%) 8(10.1%) 4(5.1%) 13(16.5%) 21(26.6%) 20(25.3%) 11(13.9%)
Useofsimpletermsand
repetitionofinformation 2(2.5%) 8(10.1%) 4(5.1%) 11(13.9%) 17(21.5%) 20(25.3%) 17(21.5%)

Speakingcalmlyand
slowly 1(1.3%) 7(9%) 4(5.1%) 9(11.5%) 18(23.1%) 25(32.1%) 14(17.9%)

Spendextratimewith
patient 1(1.3%) 11(13.9%) 8(10.1%) 12(15.2%) 17(21.5%) 18(22.8%) 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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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실 간호사의 사회인구학 , 문 특성에 따른 불안

사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빈도

1) 환자실 간호사의 사회인구학 , 문 특성에 따른 불안 사정지표의 요

도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성별,나이,결혼상태,

종교,교육정도의 모든 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1)하지만 상자의 문 특성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의 비율과 불안사정 지표의 요도 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4.732,

p=.005)를 보 다.즉,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40%이하’라고 답한 상자의 평균이 3.30±0.49,41~60% 3.48±0.38,61~80%

3.60±0.49,81~100% 3.86±0.40으로 불안을 높게 느낄수록 상자가 인식하는 불

안사정지표의 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 고 Fisher’sLSD를 통한 사후검정

에서 환자의 불안한 정도가 81~100%라고 답한 집단과 40%이하라고

답한 집단 간(p=.001),41~60%의 집단 간(p=.012),61~80%의 집단 간

(p=.027)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그 외의 상자의 문 특성

임상경력, 환자실경력,병원 규모,근무부서,담당환자수의 변수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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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mportanceofindicatorsforanxiety
assessment

n M±SD torF p

Gender
Male 4 3.81±0.40

.781 .437Female
76 3.63±0.47

Age

~29 17 3.55±0.50

.263 .852
30~39 40 3.66±0.47

40~49 10 3.68±0.32

50~ 13 3.66±0.52

Marital
status

Single 45 3.67±0.43
.629 .531Married

34 3.60±0.52

Religion

Catholic 22 3.72±0.50

.835 .479
Christian 25 3.70±0.42

Buddhism 7 3.58±0.39
None

26 3.53±0.49

Education

Diploma 8 3.65±0.53

.309 .735Bachelor 49 3.60±0.46

≥Master 23 3.70±0.47

Table5-1.DifferenceintheImportanceofPatients’AnxietyAssessment

IndicatorsbySociodemographicCharacteristic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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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mportanceofindicatorsforanxiety

assessment

n M±SD torF p

Totalnursing
career(months)

≤36 10 3.74±0.60

.824 .485
37~60 6 3.42±0.44

61~120 25 3.58±0.39

≥121 39 3.68±0.47

Careerat
ICU(months)

≤36 18 3.67±0.54

.116 .951
37~60 9 3.70±0.57

61~120 27 3.60±0.38

≥121 26 3.63±0.47

Totalbedsat
currenthospital

≤200beds 6 3.48±0.43

1.079 .363
201~500beds 10 3.46±0.69

501~999beds 24 3.63±0.35

≥1000beds 40 3.71±0.46

Currentplaceof
work

MICU 36 3.67±0.50

.402 .875

SICU 16 3.66±0.45

CCU 4 3.39±0.50

TSICU 3 3.78±0.30

NSICU 6 3.49±0.18

EICU 3 3.50±0.52

Others 12 3.68±0.52

Cardiac 7 3.56±0.45
-.468 .641

Non-cardiac 73 3.65±0.47

Thenumberof
assignedpatients
peranurse

≤3 50 3.70±0.44
1.657 .101>3

30 3.53±0.48

Subjectiverates
ofpatientanxiety
inICU(%)

≤40 9 3.30±0.49b

4.732 .005
41~60 13 3.48±0.38c

61~80 28 3.60±0.49d

3.86±0.40a2781~100

Table5-2.DifferenceintheImportanceofPatients’AnxietyAssessment

IndicatorsbyProfessionalCharacteristics (N=80)

LSD:a>b=c=d

ICU=IntensiveCareUnit;MICU=MedicalIntensiveCareUnit;

SICU=SurgicalIntensiveCareUnit;CCU=CoronaryCareUnit;

TSICU=ThoracicSurgicalIntensiveCareUnit;EICU=EmergencyIntensiveCare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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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실 간호사의 사회인구학 , 문 특성에 따른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과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보면 성별,나

이,결혼상태,종교,교육정도의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6-1)그러나 상자의 문 특성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

과 상자가 일하는 병원의 규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2.807,p=

.045)를 보 다.200병상미만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평균이 3.96±0.37,

201~500병상 병원의 간호사들의 평균이 4.08±0.83,500~999병상 병원 간

호사들의 평균이 4.36±0.50,1000병상 이상 병원의 간호사들의 평균이

4.50±0.54로 나타나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의 불안 사정 재의

신념의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er’sLSD를 통한 사후검

정에서 1000병상 이상 병원의 간호사 집단과 200병상 미만 병원의 간호

사 집단 간(p= .028)에,그리고 1000병상 이상 병원의 간호사 집단과

201~500병상 병원 간호사 집단 간(p=.032)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담당 환자 수에서 3명 이하를 돌보는 상자와 3명 보다 더 많은 환

자를 돌보는 상자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t=2.173,p=.033)를 보 다.

하지만 상자의 임상경력, 환자실 경력,근무부서,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

에서의 불안한 환자의 비율의 변수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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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CUnurses’beliefstowardsanxiety
assessmentandinterventions

n M±SD torF p

Gender
Male 4 4.50±0.20

.464 .644Female
76 4.36±0.59

Age

~29 17 4.34±0.50

.761 .520
30~39 40 4.38±0.67

40~49 10 4.58±0.39

50~ 13 4.21±0.50

Marital
status

Single 45 4.46±0.58
1.571 .120Married

34 4.25±0.57

Religion

Catholic 22 4.43±0.46

.189 .904
Christian 25 4.35±0.62

Buddhism 7 4.25±0.52
None

26 4.37±0.66

Education

Diploma 8 4.22±0.54

.295 .745Bachelor 49 4.39±0.59

≥Master 23 4.38±0.57

Table6-1.DifferenceinICU Nurses’BeliefstowardsAnxietyAssessment

andInterventionbySociodemographicCharacteristic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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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CUnurses’beliefstowardsanxiety
assessmentandinterventions

n M±SD torF p

Totalnursing
career(months)

≤36 10 4.25±0.47

1.527 .214
37~60 6 4.33±0.52

61~120 25 4.57±0.42

≥121 39 4.28±0.68

Careerat
ICU(months)

≤36 18 4.40±0.44

.181 .909
37~60 9 4.47±0.48

61~120 27 4.36±0.60

≥121 26 4.32±0.69

Totalbedsat
currenthospital

≤200beds 6 3.96±0.37a

2.807 .045
201~500beds 10 4.08±0.83b

501~999beds 24 4.36±0.50abc

≥1000beds 40 4.50±0.54c

Currentplaceof
work

MICU 36 4.33±0.54

1.191 .321

SICU 16 4.34±0.58

CCU 4 4.56±0.59

TSICU 3 4.92±0.14

NSICU 6 4.04±0.81

EICU 3 4.08±0.80

Others 12 4.54±0.51

Cardiac 7 4.71±0.47
1.675 .098

Non-cardiac 73 4.34±0.58

Thenumberof
assignedpatients
peranurse

≤3 50 4.48±0.52
2.173 0.33>3

30 4.19±0.63

Subjectiveratesof
patientanxietyin

ICU(%)

≤40 9 4.31±0.41

1.285 .286
41~60 13 4.44±0.46

61~80 28 4.26±0.69

4.55±0.512781~100

Table6-2.DifferenceinICU Nurses’BeliefstowardsAnxietyAssessment

andInterventionbyProfessionalCharacteristics (N=80)

LSD:a=b<c

ICU=IntensiveCareUnit;MICU=MedicalIntensiveCareUnit;

SICU=SurgicalIntensiveCareUnit;CCU=CoronaryCareUnit;

TSICU=ThoracicSurgicalIntensiveCareUnit;EICU=EmergencyIntensiveCare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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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실 간호사의 사회인구학 , 문 특성에 따른 불안간호 재빈도

불안간호 재빈도와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성별,결혼상태,종교,교

육정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상자의

나이가 불안 간호 재 빈도에 통계 으로 유의(F=3.073,p=.033)하게 나타났다.

20 의 평균이 3.73±0.98,30 3.85±0.76,40 4.70±1.07,50 4.31±1.30로 나타

나 Fisher’sLSD사후검정에서 40 상자와 20 상자간(p=.012),30

상자간(p=.013)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7-1)

한, 상자의 문 특성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에서의 환자가 불안

한 비율이 불안간호 재 빈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3.950,p=.011)를

보 다.‘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40%이하’라고 답한 상자의 평균이

3.31±1.08,41~60% 3.81±0.78,61~80% 3.90±0.74,81~100% 4.45±1.13으로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느낄수록 상자의 불안간호 재빈도도 높아지는 것을

보 으며 Fisher’s LSD를 통한 사후검정에서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81~100%라고 답한 집단과 40%이하라고 답한 집단 간(p= .002),

41~60%의 집단 간(p=.048),61~80%의 집단 간(p=.033)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상자의 다른 문 특성인 임상경력, 환자실 경력,근무

부서,담당환자 수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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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ofICUnurses’anxiety
interventions

n M±SD torF p

Gender
Male 4 4.16±0.32

.325 .746Female
76 4.00±1.01

Age

~29 17 3.73±0.98a

3.073 .033
30~39 40 3.85±0.76b

40~49 10 4.71±1.07c

50~ 13 4.31±1.30abc

Marital
status

Single 45 4.02±0.85
-.045 .964Married

34 4.03±1.14

Religion

Catholic 22 4.12±1.13

.140 .936
Christian 25 3.98±0.97

Buddhism 7 3.92±0.90
None

26 3.96±0.95

Education

Diploma 8 4.37±1.30

.691 .504Bachelor 49 3.93±0.90

≥Master 23 4.03±1.07

Table7-1.DifferenceinFrequencyofAnxietyInterventionsby

SociodemographicCharacteristics (N=80)

LS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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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ofICUnurses’anxietyinterventions

n M±SD torF p

Totalnursing
career(months)

≤36 10 3.99±0.80

.574 .634
37~60 6 3.58±0.90

61~120 25 3.94±0.83

≥121 39 4.12±1.13

Careerat
ICU(months)

≤36 18 4.06±0.81

.460 .711
37~60 9 4.31±1.47

61~120 27 3.87±0.95

≥121 26 4.00±0.97

Totalbedsat
currenthospital

≤200beds 6 4.46±1.23

.571 .636
201~500beds 10 3.80±1.44

501~999beds 24 3.97±0.83

≥1000beds 40 4.01±0.92

Currentplace
ofwork

MICU 36 3.99±1.06

.931 .478

SICU 16 3.84±0.88

CCU 4 4.15±0.57

TSICU 3 5.25±0.57

NSICU 6 4.01±0.48

EICU 3 3.71±1.20

Others 12 3.98±1.17

Cardiac 7 4.62±0.78
1.752 .084Non-

cardiac 73 3.95±0.99

Thenumberof
assigned

patientspera
nurse

≤3 50 4.01±1.01
-.004 .997>3

30 4.01±0.97

Subjectiverates
ofpatient

anxietyinICU
(%)

≤40 9 3.31±1.08a

3.950 .011
41~60 13 3.81±0.78b

61~80 28 3.90±0.74d

81~100 27 4.45±1.13c

Table7-2.DifferenceinFrequencyofAnxietyInterventionsby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N=80)

LSD:a=b=d<c

ICU=IntensiveCareUnit;MICU=MedicalIntensiveCareUnit;

SICU=SurgicalIntensiveCareUnit;CCU=CoronaryCareUnit;

TSICU=ThoracicSurgicalIntensiveCareUnit;EICU=EmergencyIntensiveCare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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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안사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

간호 재빈도 간의 상 계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r=.446,p=.000)를 보 다. 상자가 불안사정지표를

요하게 생각할수록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간호 재빈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r=.360,p=.001)를 보 다. 상자가 불안사정지표를 요하게 생각

할수록 상자의 불안간호 재빈도 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과 불안간호 재빈도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양의 상 계((r=.253,p=.023)를 보 다. 상자가 불안사정과 재

에 한 신념이 높을수록 불안간호 재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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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Importanceof

indicatorsfor

anxiety

assessment

ICUnurses’

beliefstowards

anxiety

assessmentand

interventions

Frequencyof

ICUnurses’

anxiety

interventions

r p r p r p

Importanceof

indicatorsfor

anxiety

assessment

1
.446** .000 .360** .001

ICUnurses’

beliefstowards

anxiety

assessmentand

interventions

.446** .000
1

.253* .023

Frequencyof

ICUnurses’

anxiety

interventions

.360** .001 .253* .023 1 　

Table8.CorrelationAmongtheImportanceofPatients’AnxietyAssessment

Indicators,ICUNurses’BeliefstowardsAnxiety Assessmentand

InterventionsandFrequencyofAnxiety Intervention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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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본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그리고 불안간호 재빈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환자

실에서의 불안간호를 악함으로써 환자실의 불안간호에 한 지식 확

에 기여하기 해 시도되었다.

1.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불안사정지표의 요도

본 연구에서는 환자실 간호사가 58가지의 불안사정지표에 해 각

문항당 요도를 1~5 으로 측정하 다.본 연구에서 가장 요도의 평

균이 높았던 문항은 조(agitation)4.30±0.80와 두려움(Fear)4.30±0.73

이었다.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Frazier등(2002)의 연구에서 조(agitation)

4.60±0.60와 불안을 말로 표 함(patients’verbalization of anxiety)

4.60±0.60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 고,환자불안사정 시 쓰는 지표가 무

엇인지를 연구한 Moser등(2003)의 연구에서도 연구 상자의 46.7%가

조(agitation)를 불안 사정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답해 사정 도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면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 다.이것

은 조(agitation)가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는데 요

한 지표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평균 상 10개의 지표를

분석하 을 때,생리 지표에서는 과호흡(hyperventilation)만 10 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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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다른 지표들은 신체 ,행동 ,정신 지표에서 고르게 나오면

서 신체 지표보다 더 높은 수를 보 다. 환자실 간호사들은 일반

병실 간호사들보다 더 은 수의 환자를 바로 에서 간호하게 되는데

환자 가까이에서 간호하면서 환자의 불안을 생리 지표로 나타나는 수

치(호흡수,심박동수, 압등)보다는 환자에게 직 으로 나타나는 행동

,정신 ,신체 증상들을 더 요하게 포착하여 간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반면 본 연구의 가장 평균이 낮은 하 의 4문항(연설(speech)2.87±0.82,

반복된 질문/농담(repetitivequestioning/joking)3.00±0.89,남을 비난

하는 경향(tendencytoblameothers)3.02±0.84,자신에게 집 함/강한

자의식(focusonself/self-conscious)3.11±0.91)은 모두가 불안사정의

행동 지표에서 나왔으나 Frazier등(2002)의 연구에서는 하 4문항(오한

(chills)2.7±1.1,얼굴 상기/열감(flushing/hotflash)2.9±1.0,구강건조(dry

mouth)2.9±1.0,창백함(pallor)2.9±1.1)은 모두가 신체 지표에서 나와 차이

을 보이는데 이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이은경과 서은국(2009)

의 연구에서 한국인은 미국인에서 보다 생활에서 본인의 정서를 억제하는 방법

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한국인에게서는 문화와 규범이 정서억제에 향

을 다고 하 다.이처럼 국내에서는 환자들의 자신의 불안에 한 정서표출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볼 때 정서표출과 련된 행동

지표를 상 으로 덜 요하게 생각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가 환자실에서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느낄수록 불

안사정지표의 요도의 수가 높아졌다.본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

이고 비교할 선행연구가 없어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의 비교가 어렵지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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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환자실에서 불안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고 느낄수록 불안사정에 사용

하는 지표들이 요하다고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가까이에서 간호하면서 환자가 직 으로

나타내는 행동 ,신체 ,정신 증상들로 상자들의 불안을 사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불안사정도구가 없으며 임상에서도 불안사정에 한 지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김 순,김진아와 박 례(2011)는 신체사정이 환자실 간호사

업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이는 호흡기나 순환기의 사정이 주를 이루

며 기본 인 수 이라고 하 다.따라서 보다 많고 다양한 상자들을 상으로

반복된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의 비교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불안간호사정 도구를 개발해야 하겠다.

2.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불안사정과 재의 한 신념 4가지 문항을 1~5

척도로 측정하 다.신념 4가지 문항 가장 평균이 높았던 문항은

불안 재의 요성 4.51±0.71에 한 신념 문항이었고 가장 낮은 평균

의 문항은 불안 재가 되지 않은 환자의 잠재 험성 4.07±0.68이었

다.Frazier등(2002,2003)은 두 연구를 통하여 일치된 결과(불안 재의 요

성 4.80±0.60,불안 재가 되지 않은 환자의 잠재 험성 4.10±0.80)를

보 다.이처럼 간호사들은 불안을 재하는 것이 요하다는 신념은 가장 높으

나 불안을 재하지 않았을 때 환자의 잠재 험성은 4가지 문항 가장 낮

은 수를 보 다.결국 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실 환자가 불안할 때 재



-52-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환자의 불안이 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해로움이 생명을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이는 불

안의 재가 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불안이 환자의 경과에 어떤 향을 미치

는 가에 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 된다.

한 상자의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의 수는 병원의 규모와 담당환자

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보 다.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신념의 수가 높

았으며 3명이하의 담당환자를 돌보는 상자가 그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상자

에 비해 신념의 수가 높았다.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가능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상의 수가 많은 병원에서 일하는 상자일수록 환자실 간호

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은 경향을 보 다.국내 의료체계에서 체로 상

병원으로 갈수록 많은 병상수가 많은 경향이 있으며 상 병원일수록 환자의

증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안과 연 이 있는 섬망이나 환자실증후군에 한 지식에 한 연구(서희정

과 유양숙,2007;양야기,2010;이 휘등,2007;조귀래,2001)는 꾸 히 있어오

면서 이에 한 환자실 간호사의 지식정도를 알아 볼 수 있었으나 불안에

한 지식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향후 불안에 한 환자실 간호사

들의 불안간호 지식에 해 알아보고 이러한 지식의 확 를 한 교육을 통해

환자실 간호사들의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이 더욱 높아 질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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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간호 재빈도

본 연구에서는 각 불안간호 재 빈도를 1~7 으로 측정하 다. 환

자실 간호사의 불안간호 재를 보았을 때 가장 빈도가 높았던 문항은

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5.36±1.40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도구의

Frazier등(2003)의 연구를 보면 가장 빈도가 높았던 문항은 항불안제 투여

6.4±0.7로 나타났다.두 연구의 상 5가지 문항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

문항을 제외한 4개의 문항에서 일치를 보 다.Moser등(2003)의 불안간

호에 수행하는 재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재법은 항불안제 투여로

Frazier등(200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두 연구는 미국의 환자

문간호사들을 상으로 하 는데 국내의 간호사들 보다 약물 투여의 재빈도

가 상 으로 높았다.반면,국내의 간호사들은 항불안제 투여의 약물 재보

다는 환자의 에서 지속 으로 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보제

공과 의사소통,정서 지지 등의 비약물 재를 통하여 환자의 불안을 재

하는 것을 보 다.이처럼 국내에서는 비약물 불안 재에 한 여러 가지 연

구도 이루어져 왔다;간호정보제공에 한 연구(서정주와 박상연,2002;윤진 ,

2011;이문경과 이윤미,2012),가족면회 련된 연구(윤지 과 권혜진,2002;이

옥과 강지연,2011).불안간호 재빈도에서는 상자의 나이와 상자가 느끼

는 불안한 환자 비율과 통계 인 유의성이 발견되었다.이는 선행연구의 부재로

타 연구와 비교분석 할 수는 없지만,40 와 50 이상의 상자들이 다른 연령

의 상자들보다 환자의 불안 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자

가 환자실에 불안한 환자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불안 재를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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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의 환자실 간호사들은 불안 재에 하여 항불안제 투여를 통하

여 불안을 재하기 보다는 환자의 에서 항불안제 투여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환자의 불안 재를 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국내 간호사

들의 불안 재 방법이 미국의 것과 차이가 보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환자 불안

재에 한 표 인 지침이 없으므로 국내의 실정에 맞는 불안 재 도구가

필요하다.

4.불안사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

간호 재 빈도의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한 불안사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

안간호 재빈도 간의 상 계를 악하고자 하 다.이 세 개념간의 계를

분석해 본 결과 각각의 개념 간에 양의 상 계가 발견되었다.이는 선행연구

가 없어 세 개념간의 계를 다른 연구와의 비교가 불가능 할 수 없지만,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이 높을수록 불안사정지표가 더 요하다고 생각하며

불안간호 재를 더 많이 하 다. 불안사정지표가 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불

안간호 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을

높이면 환자 불안사정지표에 한 요도도 올라가며 불안간호 재빈도 한

증가할 것이다.박진(2009)은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섬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섬망에 한 지식, 재에 한 요도와 수행을 보았는데 교육 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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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한 지식, 재에 한 요도,수행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다.높인다고

하 다.이처럼 불안간호도 교육을 통하여 불안 사정과 재의 요도를 높여

간호 재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을 기 한다.

5.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불안사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 빈도에 해 체 평균을 구하여 연구 상자들의 특성과 비교분석 하 는

데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분석 할 수 없었다. 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심

장질환 환자에서의 불안에 해 다루어 오면서 심장질환자에게서 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이때의 불안은 심장질환자에게서 나쁜 경과를 가지고 온다는 보고가 많

아(Edéll‐Gustafsson,U.M.,& Hetta,J.E.,1999;Frazieretal.,2002;

Konstam,Moser,& DeJong,2005;Moser& Dracup,1996;O’Brien,2001;

Rinconetal.,2001),본 연구에서도 심장질환과 련된 환자실의 상자와 불

안사정지표의 요도,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 빈도의

계를 악하려 하 으나 해당 환자실의 상자의 수가 체에 비하여 무

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환자실의

상자들에게 확 하여 환자실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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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환자실간호

사의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그리고 불안간호 재 빈도를 조사하기 한

횡단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하여 2015년 2월 20일,2015년 9월 16일 이틀 동안 한국

환자간호학회의 정기 춘계,추계 학술 회에 참석한 성인 환자실 간호

사 80명 상으로 이루어졌다.연구 도구는 2002년 Frazier등이 개발한 the

CriticalCareNurseAnxiety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의 불안사

정지표의 요도,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불안간호 재 빈도도구를 사용

하 다.

자료 분석은 SPSS22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빈도,백분율,평균,

표 편차)와 t-test,onewayANOVA,Pearson’scorrelation을 통해 산출하고

사후 검정은 Fisher’sLSD(LeastSignificanceDifference)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 76명(95%),남성 4명(5%)이며 연령은

평균 37.33±10.54세 다.결혼 상태는 미혼 45명(56.3%),기혼 34명

(42.5%),이혼 1명(1.3%)이었고 종교는 종교 없음이 26명(32.5%),기독교

25명(31.3%),천주교 22명(27.5%),불교 7명(8.8%)이었다.교육정도는



-57-

졸 49명(61.3%), 학원졸 23명(28.7%), 문 졸 8명(10%)이었다.평균

임상 경력은 138.5±99.54개월이며 평균 환자실 경력은 96.52±68.09개월

이었다.일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는 1000병상 이상이 40명(50%),

500~1000병상 24명(30%),200~500병상 10명(12.5%),200병상이하 6명

(7.5%)이며 재 일하고 있는 근무부서는 내과 환자실이 36명(45%),외

과계 환자실 16명(20%),신경외과 환자실 6명(7.5%),심장계 환자실

4명(5%),응 환자실과 흉부외과 환자실이 각각 3명(3.8%),기타가

12명(15%)이었다.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평균 3.57±2.84명이며 상자

가 생각하는 환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 비율은 평균 73.35±20.54이었

다.

둘째, 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불안사정지표의 요도 체 문항의 평균

은 3.64±0.96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높은 수의 지표는 조(agitation)

4.30±0.80으로 나타났다. 환자실 간호사의 불안간호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의 체 문항의 평균은 4.37±0.70으로 측정되었다.불안간호 재

의 빈도에 한 체 문항의 평균은 4.01±1.86 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재는 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5.36±1.04이

었다.

셋째,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상자가 느끼는 환자실에서의 불안한 환자의

비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3.721,p=.008)를 보 다.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과 상자가 일하는 병원의 규모 간(F=2.807,p=

.045), 상자의 담당 환자 수 간(t=2.173,p=.033)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불안간호 재 빈도와 상자의 나이(F=3.073,p=.033)와 상자가 느끼는 환

자실에서의 환자가 불안한 비율(F=3.107,p=.02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



-58-

타났다.

넷째,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 간(r=.446,p=

.000),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간호 재 빈도 간((r=.253,p=.023),불안

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간호 재 빈도 간(r=.360,p=.001)의 통계 으로 유

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이상을 바탕으로 환자실 간호사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불안사정지표는

조(agitation)로 나타났으며 환자실에서 불안한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

할수록 환자 불안사정지표를 더 요하다고 생각하며 불안간호 재가 더 많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이는 불안간호 재의 빈도에 병원규모와 담당환

자 수는 불안 사정과 재의 신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불안 사정과 재에 한 신념은 불안사정지표의 요도와 불안간호 재에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에서 간호하

면서 환자가 직 으로 나타내는 신체 ,정신 ,행동 실마리를 통하여 상

자의 불안을 사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에서 지속 인 상태 확인과 의사소통,

정서 지지로 환자의 불안을 재하고 있었다.

2.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다양한 상자의 확보를 하여 다른 지역이나 병원에서 반복 연

구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한국 실정에 맞는 불안간호 사정 재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불안간호의 교육 로그램 개발과 확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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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부록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불안사정지표의 요도,

불안사정과 재에 한 신념 불안간호 재빈도

연구 책임자명 :이미선(서울 학교 간호 학, 학원생)

이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 불안사정지표와 간호수행에 한 연구입

니다.귀하는 환자실에서 불안을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소속의 이

미선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귀하께서는 참여 의사

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의 목 은 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불안을 어떻게 사정하며 그 환자의

불안을 해결하기 해 어떤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한 것입니다.

2.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140명의 성인 환자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환자실 간호사가 참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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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3.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설문지는 간호사의 일반 인 특성,간호사의 환자 불안사정,간호사의 환자 불

안 재의 요도에 한 태도와 간호사의 환자불안간호 수행의 총 4개의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귀하는 연구원에

게서 설문지를 받아 직 작성하여 연구원에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설문지 작성 시간은 략 15분쯤 소요될 것으로 상됩니다.

5.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설문지 작성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

시 말 해 주십시오.

6.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설문 조사이므로 설문 내용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해 본 연구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익명성과 비 보장을 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주소,연락처와 같은 개인 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ID로 처리하고 자료 수집 후 자료는 숫자로 코딩하고 설문지와 자

료 분석 문서는 책임 연구자의 연구실에 있는 잠 장치가 설치된 서류함에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에 근거하여 ‘3년’동안 보 하고 그 밖의 개인

정보가 삭제된 연구 자료는 서울 학교 지침에 의거하여 ‘최소 5년 이상’보

될 것입니다.보 기간이 끝난 자료는 분쇄 폐기할 것입니다.컴퓨터에 보 된

일의 경우,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근암호가 있는 일의 형태로 보 되며

보 기간이 끝나면 삭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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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환자실 환자의 불안 간호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이미선 연구원입니다.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 연구

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

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

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이 연구에 참여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1000원 정도의 작은 기념품 증정 될 것입

니다.

11.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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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연구원 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02-880-5153

동의서

1.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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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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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상자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칸에 V표시를 해주세요.

1.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o 남자 o여자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만_____세

3.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o미혼 o기혼 o이혼 o별거 o사별

4.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o천주교 o기독교 o불교 o기타 o없음

5.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o 문 졸 o 졸 o 학원 졸

6.귀하의 임상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____년 ____개월

7.귀하의 환자실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년 ____개월

8. 재 일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o 200병상 이하 o200~500병상 o500~1000병상 o1000병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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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의 근무부서는 어디이십니까?

o내과 환자실 o외과 환자실 o심장계 환자실 o흉부외과 환자실

o 신경외과 환자실 o 응 환자실 o외상 환자실

o기타( )

10.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______명

11.본인이 경험하 을 때 환자실에서 환자의 불안이 일어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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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불안사정

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불안을 사정할 때 특별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

자실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으며,동시에 그들의 감정이

나 염려를 표 하는 데는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자실 간호사들

이 환자의 불안 수 을 사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증상과 징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환자실에서 ‘환자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단하는데 있어,

각 임상 지표가 얼마만큼의 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시)

요하지 않은 지표 매우 요한

지표

│ │

(해당되는 답에 동그라미 치세요)

얼굴 찡그림(Frowning) 1 2 3 4 5

만일 귀하가 4에 동그라미 친다면,귀하는 얼굴 찡그림이 불안 사정을 사정하는

데 요한 지표라고 생각함을 나타냅니다.

요하지 않은 지표 매우 요한 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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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agitation)
1 2 3 4 5

2.분노(anger)
1 2 3 4 5

3.식욕부진(anorexia)
1 2 3 4 5

4.걱정(apprehension)
1 2 3 4 5

5.목소리 톤 변화(changesinvoice

pitch)

1 2 3 4 5

6.잦은 화제 환(changetopics

frequently)

1 2 3 4 5

7.흉통(chestpain)
1 2 3 4 5

8.오한(chill)
1 2 3 4 5

9.질식할 것 같은 느낌/호흡곤란

(chokingfeeling/dyspnea)

1 2 3 4 5

10.혼돈(confusion)
1 2 3 4 5

11.울음(crying)
1 2 3 4 5

12.집 력/습득력의 하(decreased

abilitytoconcentrate/learn)

1 2 3 4 5

13.말로 표 하는데 어려움(difficulty

verbalizing)

1 2 3 4 5

14.구강건조(drymouth)
1 2 3 4 5

15.쉽게 화냄(easilyupset)
1 2 3 4 5

(해당되는 답에 동그라미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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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쉽게 피로함(easilyfatigability)
1 2 3 4 5

17.두려움(fear)
1 2 3 4 5

18.통제 상실의 느낌(feelingoflossof

control)

1 2 3 4 5

19.얼굴 상기/열감(flushing/hot

flashes)

1 2 3 4 5

20.자신에게 집 함 /강한 자의식(focus

onself/self-conscious)

1 2 3 4 5

21.잦은 불평(frequentcomplaints)
1 2 3 4 5

22.두통(headache)
1 2 3 4 5

321
23.주 함(hesitation)

4 5

24.매우 왜곡된 인지기능(highly

distortedcognitivefunction)

1 2 3 4 5

32 4 51
25. 감(hostility)

32 4 51
26.과호흡(hyperventilation)

32 4 51
27.과다경계(hypervigilance)

32 4 5128.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림

(inabilitytoretaininformation
32 4 51

29.말을 못함(inabilitytospeak)

32 4 5130.부주의함 /쉽게 산만함(inattention/

easilydistracted)
32 4 5131. 압 상승(increasedblood

pressure)

32.발한증가(increaseddiaphoresis)
1 32 4 5

33.심박동수 증가(increasedheartrat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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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통증 수 증가(increasedpain

level)

1 2 3 4 5

35.호흡 증가(increasedrespiration)
1 2 3 4 5

36.말이 많아짐(increased

verbalization)

1 2 3 4 5

32 4 51
37.불면(insomnia)

32 4 51
38.자극과민(irritability)

32 4 5139.지각 범 감소(narrowed

perceptivefield)

40.오심/구토(nausea/vomiting)
1 2 3 4 5

2 4 51 3
41.창백함(pallor)

42.심계항진(palpitations)
1 2 3 4 5

32 4 51
43.불안, 조 는 긴장을 환자가

말로 표 함 (patientverbalizationof

anxiety,nervousnessortension)

44.이상감각(무감각/ 림)(paresthesias

(numbness/tingling))

1 2 3 4 5

45.퇴행(regression)
1 2 3 4 5

46.반복된 질문/농담(repetitive

questioning/joking)

1 2 3 4 5

47.안 부 못함(restlessness)
1 2 3 4 5

48.슬픔(sadness)
1 2 3 4 5

49.임박한 죽음의 느낌 (senseof

impendingdoom)

1 2 3 4 5

50.숨가쁨/질식할 것 같은

느낌(shortnessofbreath/smothering

sensatio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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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연설(speech)
1 2 3 4 5

52.연하곤란/“목에 덩어리가 있는

느낌”(swallowingdifficulty/“lumpin

throat”)

1 2 3 4 5

53.남을 비난하는 경향 (tendencyto

blameothers)

1 2 3 4 5

54.떨림(tremulousness)
1 2 3 4 5

55.이해할 수 없는 화(unintelligible

conversation)

1 2 3 4 5

56.상황에 한 비 실

인식(unrealisticperceptionofsituation)

1 2 3 4 5

57.빈뇨(urinaryfrequency)
1 2 3 4 5

58. 축(withdrawn)
1 2 3 4 5

59. 에나열된 것 이외의 다른 지표

(써주세요)

other(writein)________________

1 2 3 4 5

60. 에나열된 것 이외의 다른 지표

(써주세요)

other(writein)________________

1 2 3 4 5

귀하는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는데 가장 요한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

까? 의 60개 지표 가운데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의 지표의 번호를 우

선순 로 아래 박스에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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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4순 5순

Ⅲ.불안에 한 리

귀하가 재 환자의 불안을 리하기 해 수행하는 사정과 재에 한 질문

과 환자 불안에 한 사정과 재를 얼마나 요하게 여기는가에 한 질문입

니다.

질문 1-4는 각 질문에 해 귀하가 느끼는 강도에 따라 해당되는 숫자에 동그

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를 들면,“이 질문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보기

가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바보 같지 않은 질문 가능한 가장 바보 같은

질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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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에 동그라미 한다면,귀하는 이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1. 환자의 불안을 사정하는 것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매우 요하다

1 2 3 4 5

2. 환자들의 불안을 재하는 것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매우 요하다

1 2 3 4 5

3. 환자들의 불안을 리하지 않는 경우 잠재 인 해로움(harm)에 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해로움 없음 생명을 하는 해로움

1 2 3 4 5

4. 환자들의 불안을 리하는 경우 잠재 인 이로움(benefit)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로움 없음 매우 큰 이로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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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번
도
수행
한
없음

(0%)

체
불안
사례

1~20
%에
서
수행

체
불안
사례

21~40
%에
서
수행

체
불안
사례

41~60
%에
서
수행

체
불안
사례

61~80
%에
서
수행

체
불안
사례

81~99
%에
서
수행

항상
수행

(100
%)

1.항불안제 투여

2.가족에게 방문
요청

3.제한 없이 가족
방문 허용

4.환자가 불안정할
때 가족 방문 허용

5.환자에게
두려움을
표 하도록 함

6.통증조 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7.상상요법

8.치료/간호에 해
환자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 통제감을
증가시킴

9. 상담 제공

10.이완요법 교육

11.환경 스트 스
원 조 ( :소음,
빛)

환자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단하는 사례(에피소드/이벤트) 체를 100%

라고 할 때,귀하가 다음 각 재를 수행하는 빈도는 몇%인지 표시(V)해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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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곁에 앉아
있기( 는 환자와
함께 있기)

13.명상

14.환자의
처노력에
정 인 피드백을
.

15.정보 제공.

16.음악을 틀어 .

17.치료 ( ,
손잡기,쓰다듬기
등)

18.쉬운 용어 사용/
정보제공 반복

19.차분하고 천천히
말함

20.환자에게
추가 으로 시간을
더 할애함
(처치/간호 등을
해 정해진 시간

이외의 시간)

21. 에 포함되지
않은 재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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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ortanceofAnxiety

AssessmentIndicators,Belief

towardsAnxietyAssessment

andIntervention,andFrequency

ofAnxietyInterventionofICU

Nurses

Lee,MiSeon

DepartmentofNursing

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oh,Chin-Kang,R.N.,Ph.D.

Patientsin theintensivecareunit(ICU)aremostly hospitalized

unexpectedly in criticalcondition.Becausethey areexposedt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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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 which they neverexperienced before,they feelanxiety.The

anxiety ofpatients is expressed in many ways.Moreover,this

anxiety resultsinnegativeoutcomesinpatients;therefore,anxiety

interventionsbyICU nursesiscrucial.However,anxietyassessment

andinterventionsbyICU nurseshavenotbeendiscussedindetailin

Korea.Thus,theaim 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importance

ofanxietyassessmentindicators,beliefstowardsanxietyassessment

and intervention,and frequency ofanxiety interventions by ICU

nurses.

Thisstudy wasacross-sectionalresearchstudy.Thedatawere

collectedattheKoreanSocietyofCriticalCareNursingatthespring

andfallconferencesin2015.EightyICU nurseswhounderstood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Thestudy used ‘theCriticalCare

NursesAnxietyIdentificationandManagementSurvey’developedby

Frazieretal.(2002)whichwastranslatedintoKorean.Thecollected

datawereanalyzedbytheSPSS22program.

Theresultsareasfollows:

1)Ninety-fivepercentofthesubjectswerefemale,andtheaverage

agewas37.33±10.54years.Formaritalstatus,56.3% weresingle

while32.5% hadnoreligion,and61.3% hadabachelordegree.The

averagelength ofclinicalcareerwas138.5±99.54months,andthe

averagelengthofICUcareerwas96.52±68.09months.Morethan

50% workedathospitalswhichhadmorethan1000beds.Forty-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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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workedinmedicalintensivecareunits.Theaveragenumber

ofpatientspernursewere3.57±2.84.And theaveragesubjective

percentageofpatientswithanxietyinICUswas73.35±20.54%.

2)The average score forthe importance ofanxiety assessment

indicatorsamongICU nurseswas3.64±0.96,andtheindicatorwhich

hadhighestscorewasagitation.Theaveragescoreofbelieftowards

anxiet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ong ICU nurses was

4.37±0.70. The average score for the frequency of anxiety

interventionswas4.01±1.86andthemostfrequentinterventionwas

‘ensurethepatienthasadequatepainrelief.’

3)Intheimportanceofanxietyassessmentindicators,thesubjective

percentageofpatientswith anxiety in ICUsshowed asignificant

statisticaldifference (F=3.721,p= .008).In belieftowards anxiety

assessmentand intervention,hospitalsize (F=2.807,p= .045)and

numberofpatients pernurse (t=2.173,p= .033)had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In frequency ofanxiety interventions,age

(F=3.073,p= .033)and thesubjectivepercentageofpatientswith

anxiety in ICUs (F=3.107, p= .020) had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4)Thereweresignificantstatisticaldifferencesbetweenimportanceof

anxietyassessmentindicatorandbelieftowardsanxietyassessment

andintervention (r= .446,p= .000),between importanceofanxiety

assessmentindicatorandfrequencyofanxietyinterventions(r=.360,

p=.001),andbetweenbelieftowardsanxietyassessmen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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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andfrequencyofanxietyinterventions(r=.253,p=.023).

Asaresult,themostimportantanxietyindicatorsamongICU

nurseswasagitation.Becauseahigherpercentageofpatientswith

anxiety in ICUsexist,nursestended tothink anxiety assessment

indicatorsaremoreimportantandthatinterventionprogramsneedto

bedonemoreoften.WhenICU nursestookcareoftheirpatients

rightnextto theirbed,they picked up behavioral,psychological,

somaticsymptomswhichweredirectlyrelatedtopatientstoassess

theirpatients’anxiety and continuously checked patients status,

communicatedandsupportedtomanagepatients’anxietyratherthan

usinganti-anxietydrugs.Additionally,ageandhospitalsizeaffected

belieftowardanxietyassessmentandintervention.Aboveall,belief

toward anxiety assessmentandintervention,importanceofanxiety

assessmentindicators and frequency ofanxiety interventions are

relatedtooneanotherclosely.Additionally,anxietyassessmentand

interventionsinKoreahaveuniquefeaturescomparedwiththatof

othercountries.Therefore,thedevelopmentofaneducationalprogram

for anxiety management to enhance beliefs towards anxiet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ontinuous research for anxiety

management,anddevelopmentofacustomizedanxiety assessment

andinterventiontoolshouldbecontinued.

Keyword:ICU(IntensiveCareUnit)nurse,anxietyassessment,belief,

anxiety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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