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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

이다. 상자는 2개 병원 내·외과병동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총 145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9.0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수행

의 평균 평 은 각각 0.70 과 3.08 이다. 가이드라인의 근거수  1 역은 지식과 수행 상 군에서 하 군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 수를 나타냈고, 근거수  3 역은 지식 상 군보다 지식 하 군이 더 높은 수행

수를 나타냈다. 상자의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근거기반실무를 개

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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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es’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new fever in critically ill adult pati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evidence. The 

total participants were 145 nurses working for medical·surgical unit and intensive care unit in 

two hospitals. The knowledge and performance mean scores of guidelines were 0.70±0.09 and 

3.08±0.31 respectively. The evidence level 1 of guidelines had the higher performance score in 

high score group than low score group of knowledge groups(F=3.86, p=.023) and performance 

groups(F=163.14, p<.001), while the evidence level 3 of guidelines had the higher performance 

score in low score group than high score group of knowledge groups(F=5.99, p=.003). Knowledge 

and performance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r=.25, p=.003).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emphasize that clinical professions need to enhance both of knowledge and practice with evidence 

based guideline of new fever in critically ill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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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필요성
발열이란 신체의 이나 자극에 한 면역반응 혹

은 병리 인 자극의 결과로 심체온이나 시상하부 체

온의 기 이 상승한 것이다[1]. 연구형태와 환자질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환자실에서 100일간 연속으

로 입원한 환자  50% 정도는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에 한 발열반응으

로 수술 후 48시간 내 40-50%정도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감염에 의한 열 발생 빈도는 매우 낮다[3]. 

외상성 뇌손상에 한 문헌고찰 결과, 외상성 뇌손상환

자의 경우 70-100%에서 입원 동안 열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한 수술 후 체온을 분석한 결과 양성

결과의 감염발생에 한 측이 10% 미만으로 체온이 

감염발생 여부를 평가하는데 정확도가 낮았다[5]. 그러

나 형 후향  코호트 연구에서 발열이 환자 사망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발열 련 요인으로는 발열 

시기와 정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과계 환자실 환자에서 입원동안 발열 기록이  

없었던 환자에 비해 입원 시 38.3-38.4℃ 사이 다가 

39.5℃로 상승한 환자의 사망 험도가 1.91배 높았다

[6]. 따라서 기존 연구의 발열 역학을 종합해 보면, 부

분의 환자에서 발열은 감염과 무 하게 정상 이거나 

이로운 증상이어서 재가 필요치 않는 신체 응반응

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

우 는 신경학  손상이 있는 성기 환자의 경우 발

열로 인하여 환자실 체류기간이 연장되고[7], 의식상

태 하로 질병 악화가 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8].

그러나 발열과 백 구 증가에 해 다양한 임상병리

검사와 진단방사검사를 포함한 범 한 정 검사로 

인해 발열 환자의 치료시기가 늦어져 평균 $2,200에서 

$5,600까지 의료비 부담을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선행연구에서 액배양검사, 요검사, 요배양검사, 

흉부 X-선 검사가 발열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공헌도가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10][11]. 

최근 발열실무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일반외과 수술 

후 발열 환자에게 표 화된 발열실무가이드라인을 

용한 결과 발열치료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 다[3]. 국내

에서도 성인발열환자 간호지침을 개발하여 용한 결

과 용 보다 발열 련 실무를 근거기반실무에 가깝

게 개선할 수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12]. 그러나 간

호지침 보  후에도 여 히 성인 환자의 체온 측정 

부 로 권장되고 있지 않은 액와 부 에서 체온측정이 

25%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12]. 따라서 성인발열실무 

련 가이드라인을 보 하여 실천하는 일이 발열환자

의 간호의 질과 안 성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생각

된다.

발열의 정의는 다양한데, 요양기 의 노인 상자는 

구강체온으로 37.8도를 과한 경우, 반복 측정한 구강

체온이 37.2℃나 직장체온이 37.5℃를 과한 경우 는 

기 체온보다 1.1℃를 과한 경우로 정의하 으며[13], 

일반 으로 임상 간호사는 37.2℃에서 39.0℃ 과 시 

열성환자로 고려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4]. 이 듯 발열은 환자의 상태나 체온 측정부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발열환자에게 한 일 된 지침

이나 로토콜이 부족하여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통해

서 발열 환자가 리되거나 개별  는 기 별로 리

되고 있다[15][16]. 체온조 이나 발열에 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발열 리 로토콜의 활용 사례가 조

함을 지 하 다[17]. 재 발열 련 연구는 주로 환

자, 외상성 두부손상과 같은 신경계 성기 환자  수

술 후 환자를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의 발

열 가이드라인은 상이 신경계 성기 환자와 수술 후 

환자를 포함하고 있어 범용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에 성인 환자의 발열실무가이드라인에 한 보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 발열 가이드라인 련 연구

는 부족한 편이며, 기존 성인 상 발열환자의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용한 연구들이 부분 발열

환자의 정의부터 재까지 반 인 발열 실무를 다루

고 있다[11]. 그러나 발열환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발열 

원인을 사정하는 평가방법에 한 실무가 근거에 기반

하여 정착되지 않으면 발열조 을 한 처치의 제공이 

과잉 혹은 결핍될 수 있고 제공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11].

최근 형 후향  코호트 연구에서 환자실 입원 시

에는 정상체온이었는데 39.5℃이상까지 고열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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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입원 동안 열 발생이 없는 군 간의 사망 험도

에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5]. 이는 환자

실의 첫 발열 환자에 한 발열의 원인 평가와 재가 

요하고 이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재 발열 

환자와 비교하여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부분 기존의 연구들은 환자의 첫 

발열과 기존에 발열이 있었던 환자에서 재발열 환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에서 첫 발열에 

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발열의 원인 평가를 실

제 실시하는 임상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정도를 악함

으로써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것과 실무

의 차이를 악하고자 한다. 즉, 가이드라인을 보 하기 

 실무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환자실 임상 간

호사의 지식과 수행정도를 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환자 발열 환자를 자주 

하는 2개 종합 병원의 내․외과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환자에서 발생한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

[9]에 한 환자실 간호사의 지식  수행 정도를 조

사하고, 첫 발열 평가에 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정

도의 상 계를 확인하며 가이드라인의 근거수 별 

수행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올바른 발열 평가를 한 

근거기반간호를 실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수행정도를 악한다.

둘째, 상자의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정도를 수가 높은 상  순

 5개 항목과 수가 낮은 하  순  5개 항목

으로 악한다.

셋째, 상자의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군과 수행군에 따른 근거수 별 수행 정도

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상자의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수행 정도의 상 계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개 종합 병원에서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발열환자의 근거기반 가이드

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 정도를 조사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G 역시와 H군 소재의 C 학교

병원에서 내· 외과병동  환자실에 1년 이상 근무하

여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 147명이었고, 이

 응답이 불충분한 2명은 제외하고 145명을 분석 상

으로 하 다. 

표본 수의 근거는 자료수집  G*Power analysis 

로그램을 이용하 고, 정맥  감염 방 근거 심 가이

드라인에 한 간호사의 지식  수행에 한 연구[18]

를 기반으로 one-way ANOVA에 필요한 간정도의 

효과크기 .3 유의수  .05, 검정력 .9, 집단 수를 3으로 

하 을 때 최소 표본의 크기가 144명이 요구되어 본 연

구의 상자수는 하 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은 연령, 근무병동, 총 근무경력   근

무지 경력의 4개 항목을 확인하 다. 근무병동은 본 연

구병원에서 환자 간호가 이루어지는 내·외과계 병동

과 환자실로 분류하 다. 근무지 경력은 환자 간

호가 이루어지는 병동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총근무

경력은 환자간호 이외 일반환자 간호 경력을 포 한 

경력을 의미하 다. 

2)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기 해 체계

 검색과 가이드라인 질평가를 실시하 다. 체계  검

색 과정은 pub med와 Ovid의 2가지 database를 사용하

으며, 주요어로 ‘new fever guideline’과 ‘critically ill’

을 사용하 다. pub med에서는 총 10개의 문헌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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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Ovid에서는 123개 문헌이 추출되었다. 총 133개 

문헌을 연구자 2인이 독립 으로 제목검토를 실시하

고 합의하에 pub med에서는 1개 문헌, Ovid에서는 0개 

문헌이 연구조건을 만족하 다. 따라서 O'Grady 등[9]

의 환자의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이 비 선정되었

고, 임상실무지침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최근 5년간 근거기반 워크샵  질평가 워크샵에 5

회 이상 참여하여 질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 성인간호학을 강의한 교수 2인이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 II (AGREE II) 

도구를 용하여 가이드라인의 질평가를 실시하 다

[19]. AGREE II 는 6개 역 총 23개 항목으로 ‘  동

의 안함’ 1 에서 ‘매우 동의함’의 7  척도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2명의 문가가 역별로 평가한 개

별문항 수를 합산하여 해당 역의 최 수에 한 

백분 를 구하 고, 백분  수가 높을수록 평가기

에 한 동의율이 높아 가이드라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질평가 결과, 가이라인의 반

인 목 과 용범 에 한 3문항의 1 역은 69.4%, 

가이드라인 이해 당사자의 참여에 한 3문항의 2 역

은 66.7%, 가이드라인 엄격성에 한 8문항의 3 역은 

60.4%, 가이드라인의 언어 명확성  표 에 한 3문

항의 4 역은 75.0%, 가이드라인 용성에 한 4문항

의 5 역은 75.0%, 가이드라인 편집의 독립성에 한 2

문항의 6 역은 75.0%의 동의를 나타냈다. 2명의 문

가는 반 인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에서 70%의 동의

를 나타냈고, 가이드라인의 실무 용을 권고할 수 있

다고 평가하 다. 

3) 발열평가 가이드라인 지식
환자 첫 발열 평가에 한 가이드라인의 지식측정

을 해 기본간호학 교수 2인과 성인간호학 교수 4인으

로 구성된 문가 집단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O' 

Grady 등[9]의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을 근거

로 1차 으로 근거수 (evidence Level) 1의 9문항, 근

거수  2의 23문항, 근거수  3의 3문항 등 총 35문항을 

구성하 다. 1차 문항 구성 후 문가 집단은 몇 차례 

검토  내용 수정을 통해 발열 시 체온측정에 한 지

식 2문항(체온계 선택 1문항, 체온측정 부  1문항), 발

열 시 액배양과 련된 지식 6문항(발열직후 액배

양 시 검체 시기 4문항, 액배양 시 검체 부  1문항, 

액배양 시 소독방법 1문항), 발열 시 정맥내 카테터 

리 11문항(카테터 삽입 후 감염발생으로 인한 리 6

문항,  는 색 으로 인한 리 1문항, 패 증으로 

인한 리 4문항), 발열 시 요로계 평가 1문항 등 최종

으로 20개 문항을 지식측정도구로 확정하 다. 이를 

근거 수 별로 살펴보면 근거수  1의 5문항, 근거 수

 2의 14 문항, 근거수  3의 1문항으로 총 20문항이

다. 각 문항은 , 아니오, 모른다로 구분하여 답하도록 

하 다. 맞은 문항에 해 1 , 틀리거나 모른다 로 답

한 경우에는 0 을 주었고 상자의 지식 평균 수 결

과를 백분 로 환산하여 지식정도 수 범 는 0 에

서 10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지식수  별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이나 수행을 측정

한 선행연구가 없어 류세앙 등[18]의 정맥  가이드라

인 지식의 상  5개 항목의 평균 수를 백분 로 환산

한 결과 85.67 이 나와 본 연구에서 지식 평균 80  이

상은 지식 상 군으로 하 고, 세 군간의 평균 비교를 

한 최소 집단 수를 고려하여 상 군보다 10  낮은 

70 에서 79 은 지식 군으로, 69  이하는 지식 

하 군으로 분류하 다.

4)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 수행
상자의 환자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수행정도

를 측정하기 해 기본간호학 교수 2인과 성인간호학 

교수 4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은 O' Grady 등[9]의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구성한 근거

수  1의 9문항, 근거수  2의 23문항, 근거수  3의 3

문항 등 총 35문항을 몇 차례 검토하고 발열시 체온측

정에 한 수행 5문항(체온계 선택 1문항, 체온측정 부

 1문항, 체온계 사용법 2문항, 체온 측정결과 기록 1

문항), 발열시 액배양과 련된 수행 13문항(방사선

과 검사 시기 2문항, 발열직후 액배양 시 검체 시기 

3문항, 액배양 시 검체 부  2문항, 액배양시 소독

방법 4문항, 액배양 시 검체 기록법 1문항, 액배양 

시 검체 양 1문항), 정맥내 카테터 리 12문항(카테터 

삽입 후 감염발생으로 인한 리 6문항  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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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리 1문항, 합병증 리 1문항, 패 증

으로 인한 리 4문항)의 최종 30문항의 수행측정도구

를 구성하 다. 이들 수행문항을 근거수  별로 살펴보

면, 근거수  1의 9문항, 근거수  2의 18문항, 근거수

 3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수행정도는 

‘항상 그 다’ 4 부터 ‘그 지 않다’ 1 의 Likert 4  

척도로 측정하 고, 발열 평가 수행정도 수 범 는 

30 에서 120 이고, 수가 높을수록 수행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수행수 별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류세앙 등[18]의 정맥  가이드라인 수행의 

상  5개 항목의 평균 수를 백분 로 환산한 결과 

76.15 이 나와  본 상자의 수행 수를 백분 로 환

산 시 76.15 인 91.38 을 기 으로 군별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100  이상은 수행 상 군, 85 에서 99 은 

수행 군, 84  이하는 수행 하 군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의 발열 평가 수행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
=.94 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해 연구자는 해당병원의 간호부를 방문

하여 연구의 목 에 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설

문조사는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구 상

기 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을 상으로 시행하 다. 연

구 상자에게는 연구목 과 이외의 다른 목 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 첫 발열 평

가에 한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수행정

도의 차이는 t- test, one way ANOVA를 구하 다.

2.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상자의 

지식과 수행정도는 상 와 하  각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3.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군과 

수행군에 따른 근거수 별 수행 정도의 차이를 

one way ANOVA로 분석하 다.

4. 상자의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 정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를 구하 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지식과 수행정도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상자의 연령

은 20 가 102명(70.3%)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77명(53.1%)으로 반 

이상이었다. 근무경력은 1∼5년 사이의 근무경력자가 

77명(53.1%)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 고 재 근무

지에서의 경력도 1∼5년 사이가 82명(56.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 다[표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식과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근무단 , 근무

경력, 재 근무지의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수(%) 는 
범

M±SD 
t or F(p)

M±SD 
t or F(p)

지식 수 수행 수
연령

20-29 102
(70.3)

69.66±
10.58

-.840
(.402)

92.36±
9.36

-.351
(.726)

>30  43
(29.7)

71.16±
7.86

92.95±
9.04

근무병동
내외과계  68

(46.9)
70.22±
8.87

.134
(.894)

92.79±
8.81

.313
(.755)

중환자실  77
(53.1)

70.00±
10.70

92.31±
9.65

총근무경력(년)
1~5  77

(53.1)
70.39±
10.84

.099
(.906)

92.53±
9.90

1.286
(.280)

6~10  56
(38.6)

69.64±
8.99

91.71±
8.01

>11  12
( 8.3)

70.42±
7.22

96.42±
9.99

현 근무지 경력 (년)
<1  28

(19.3)
72.14±
11.09

.744
(.477)

93.57±
9.55

1.132
(.325)

1-5  82
(56.6)

69.57±
9.94

91.54±
9.28

6-10  35
(24.1)

69.71±
8.57

94.06±
8.84

표 1.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과 수행 정도(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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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항목별 지식
과 수행 정도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 수의 

평균 평 은 0.70으로 나타났고, 상  5개 항목을 살펴

보면, 근거수  1의 ‘  련 패 증이 의심되면 액

배양을 시행한다’(.98±.14)와 근거수  2의 ‘카테터 삽입

부 에서 화농증상이 발견된 경우 배양을 실시한

다’(.98±.14)가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고, 근거수  2

의 ‘유치도뇨 이 있는 환자는 무균 인 방법으로 소변

을 배양한다’(.97±.16), 근거수  1의 ‘길이가 긴 카테터

에서 패 증이 의심되면 tip을 배양한다’(96±.20), 근거

수  2의 ‘발열징후 발생 후 첫 24시간 이내에 두 의 

액배양 검사를 시행한다’(.96±.20)와 근거수  2의 ‘호

구감소증 환자에게 직장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은 피

해야 한다’(.96±.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정도가 

낮은 하  5개 항목을 살펴보면, 근거수  3의 ‘38.3℃ 

이상의 발열시 반드시 감염에 한 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04±.20)는 체 지식 평

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냈고, 근거수  2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카테터의 근 부와 말 정맥에서 

최소 1개의 액배양을 시행한다’(.11±.31), 근거수  2

의 ‘ 환자의 경우 첫 발열 시 액와에서 체온측정을 해

서는 안된다’(.26±.44), 근거수  2의 ‘ 환자실 환자에

서 제거되는 카테터는 감염이 의심될 때만 배양한

다’(.34±.48), 근거수  2의 ‘정맥주입용액 는 액제

제에 의한 감염이 의심될 때만 정맥주입 용액을 배양한

다’(.38±.49)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환자의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수행 수

의 평균 평 은 3.08로 나타났고, 상  5개 항목을 살펴

보면, 근거수  2의 ‘발열 징후 발  후 첫 24시간 이내

에 두 의 액 검사를 시행하 다’(3.62±.5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거수  2의 ‘매일 카테터 삽입부 에 

정맥  는 색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정하

다’(.3.54±.58), 근거수  2의 ‘매일 카테터 삽입부 에 

염증과 화농증상이 나타나는지 사정하 다’(3.51±.59) 

와 근거수  2의 ‘카테터 삽입부  정맥을 따라 감염 증

상이 나타나면 카테터를 제거하고 배양을 하며 새로운 

카테터를 다른 부 에 삽입하 다’(3.51±.54), 근거수  

2의 ‘호 구 감소증 환자에게 직장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았다’(3.48±.8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행 정도가 

낮은 하  5개 항목을 살펴보면, 근거수  3의 ‘38.3℃ 

이상의 발열 시 반드시 액검사 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1.57±.69)가 가장 낮은 수를 

나타냈고, 근거수  2의 ‘ 환자에서 발열이 있을 때 액

와에서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다’(1.81±.87), 근거수  2

의 ‘균 증 는 진균 증 치료 시작 후 48-96시간이 경

과한 시 에 두 의 액배양을 시행하 다’(1.90±.73), 

근거수  1의 ‘체온측정결과를 기록할 때 측정부 와 

체온을 같이 기록하 다’(2.41±.95), 근거수  2의 ‘ 액

배양을 해 20-30cc의 액을 채취하 다’(2.74±.89)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우선
순

근거
수

항목
Mean
±SD

지식 점수 
상위 순위 수준 1 혈관 관련 패혈증이 의심되면 혈액배

양을 시행한다. .98±.14

수준 2 카테터 삽입부위에서 화농증상이 발
견된 경우 배양을 실시한다. .98±.14

수준 2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는 무균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배양한다. .97±.16

수준 1 길이가 긴 카테터에서 패혈증이 의심
되면 tip을 배양한다. .96±.20

수준 2 발열징후 발생 후 첫 24시간 이내에 
두 쌍의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한다. .96±.20

수준 2 호중구감소증 환자에게 직장체온계
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96±.20

지식 점수 
하위 순위 수준 2

정맥주입용액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이 의심될 때만 정맥주입 용액을 
배양한다.

.38±.49

수준 2 중환자실 환자에서 제거되는 카테터
는 감염이 의심될 때만 배양한다. .34±.48

수준 2 중환자의 경우 첫 발열 시 액와에서 
체온측정을 해서는 안된다. .26±.44

수준 2
감염이 의심될 경우 카테터의 근위부
와 말초정맥에서 최소 1개의 혈액배
양을 시행한다.

.11±.31

수준 3
38.3℃ 이상의 발열시 반드시 감염
에 대한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4±.20

총 20 항목 .70±.09

수준 1: 과학적인 근거로 타당하게 인정하는 것을 확신하는 수준 
수준 2: 합리적으로 과학적 근거로 이용할 만하고 하고 전문가의 의견으로 

강하게 지지되는 수준
수준 3: 적절한 과학적 근거는 결핍되었으나  이용가능한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으로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수준

표 2.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
식 점수의 상위와 하위 5순위 항목       (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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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

근거 
수

항목
Mean
±SD

수행 점수 
상위 순위 수준 2 발열 징후 발현 후 첫 24시간 이내에 

두 쌍의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3.62±.54

수준 2
매일 카테터 삽입부위에 정맥 혈전 
또는 색전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정하
였다. 

3.54±.58

수준 2 매일 카테터 삽입부위에 염증과 화농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정하였다. 3.51±.59

수준 2
카테터 삽입부위 정맥을 따라 감염증
상이 나타나면 카테터를 제거하고 배
양을 하며 새로운 카테터를 다른 부
위에 삽입하였다. 

3.51±.54

수준 2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게 직장체온계
를 사용하지 않았다. 3.48±.81

수행 점수 
하위 순위 수준 2 혈액배양을 위해 20-30cc의 혈액

을 채취하였다. 2.74±.89

수준 1 체온측정결과를 기록할 때 측정부위
와 체온을 같이 기록하였다. 2.41±.95

수준 2
균혈증 또는 진균혈증 치료 시작 후 
48-96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두 쌍
의 혈액배양을 시행하였다.

1.90±.73

수준 2 중환자에서 발열이 있을 때 액와에서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다. 1.81±.87

수준 3
38.3℃ 이상의 발열 시 반드시 혈액
검사 또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1.57±.69

총 30 항목 3.08±.31

표 3.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
행 점수의 상위와 하위 5순위 분석 (N=145)

3. 중환자 첫 발열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수행
군에 따른 근거수준별 수행 정도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에 따른 수행

정도의 차이를 지식 수의 상, , 하 군별로 살펴보

면 지식상 군의 수행 수가 94.16으로 가장 높았으나 

집단간의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 이를 근거수 별로 

살펴보면 근거수  1은 지식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사후검정결과 상 군(29.44±.4.12)이 하 군

(26.92±.4.14)보다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근

거수  2는 지식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근거수  3은  

지식군간의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결과 지식 상 군

(7.22±.1.07)이 하 군(8.12±.1.06)보다 수행정도가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표 4]. 

한 상자의 수행 수의 상, , 하 군에 따른 근

거수 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수행상 군의 수행 수

가 105.54 이었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이를 근거수 별로 살펴보면 근거수  1은 사후검

정결과 수행상 군(33.83±1.98), 수행 군(27.08±1.98), 

수행하 군(23.40±2.81)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근거수  2는 사후분석결과, 수행상 군(64.11±2.63)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수행 군(55.41±3.53), 수행하 군

(49.32±2.53)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근거수  

3은 수행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근거
수

지식
상 군

a

M±SD 
(n=32)

지식
군
b

M±SD
(n=63)

지식
하 군

c

M±SD
(n=50)

F
(p) post hoc

(scheffe)

수준
1

29.44±
4.12

28.52±
4.32

26.92±
4.14

3.86
(.023) a>c, b=c

수준
2

57.50±
5.79

57.40±
5.86

54.96±
5.68

2.99
(.053)

수준
3

7.22±
1.07

7.81±
1.26

8.12±
1.06

5.99
(.003) a<c, b=c

총 수행 
점수

94.16±
9.01

93.73±
9.11

90.00±
9.13

2.98
(.054)

표 4.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의 지식군
에 따른 근거수준별 수행정도

근거
수

수행상 군
a

M±SD 
(n=37)

수행 군
b

M±SD 
(n=83)

수행하 군
c

M±SD 
(n=25)

F
(p)

사후검정
(scheffe)

수준1 33.84±
1.98

27.08±
2.41

23.40±
2.81

163.14
(<.001) a>b>c

수준2 64.11±
2.63

55.41±
3.53

49.32±
2.53

175.78
(<.001) a>b>c

수준3 7.60±
1.40

7.81±
1.02

8.00±
1.38

.89
(.412) a=b=c

총
수행 
점수

105.54±
3.31

90.30±
4.11

80.72±
3.77

339.43
(.001) a>b>c

표 5.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의 수행군
에 따른 근거수준별 수행정도

변수

총 
지식
수
r(P)

근거
수  1
r(P)

근거 
수  2
r(P)

근거 
수  3
r(P)

총 수행 점수 .25
(.003)

근거 수준 1 .35
(.001)

근거 수준 2 .19
(.019)

근거 수준 3 .33
(.001)

표 6.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
식과 수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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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수행정도

는 유의한 양  상 계를 보 다(r=.25, p=.003). 각 

근거수  별 상 계는 근거수  Level 1, Level 2, 

Level 3는 각각 r=.35(p=001), r=.19(p=.019), r=.33(p=.001)이

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정도를 확인하 으며, 지식과 수

행 수 에 따른 근거수  별 수행정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은 각각 평균 평 은 0.70, 3.08이었다. 발열

련 연구는 아니나 정맥  감염 방 근거기반가이드

라인의 수행 수  별 지식과 수행 정도를 확인한 연구

에서 각각 말 정맥  리에 한 지식과 수행의 평균 

평 은 각각 0.80 , 3.04 이었고 심정맥  리에 

한 지식과 수행의 평균 평 은 각각 0.83 , 3.00 이

었다[18]. 한 7개 종합병원 환자실 간호사 239명의 

근거기반 인공호흡기 련 폐렴 방과 심정맥 련 

류감염 방에 한 지식과 수행정도를 확인한 연구

에서 지식은 만  19   9.15 , 수행은 만  4   

1.94 이었다[20].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에 

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에 한 연구에서 지식은 

70-50% 정도, 수행은 75-40% 정도 수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류세앙 등[18]의 연구는 가이드라인에 한 간

호사의 지식과 수행에 있어서 상 성이 낮음을 보여주

었으며, 특히 수행분야에서 가이드라인 수행수 이 높

은 항목에서 수행의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2개의 상 종합병원과 3개의 종합병원의 환자실 간

호사 159명을 상으로 유치도뇨 , 심정맥   인

공호흡기 감염 리지침에 한 지식과 수행의 상

계를 확인한 연구결과, 유치도뇨 이 가장 상 성이 높

았고 다음으로 심정맥 , 인공호흡기 순이었으며, 모

두 등도 이상의 상 성을 보여주었다[21]. 본 연구에

서도 근거수 에 따른 지식과 수행이 양  상 계를 

나타내었고, 지식과 수행수 을 상, , 하 군으로 나

어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수행 정

도를 확인한 결과 근거수 이 가장 낮은 3 역에서만 

지식과 수행의 상, 군보다 하 군이 수행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근거수 이 높은 1, 2 역에서는 

지식과 수행의 수 이 상, , 하 군 순으로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맥  감염 방 가이드라

인에 비해 첫 발열 평가에 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간 계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학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등에서 근거기반실무

에 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 간호사들의 근

거기반 실무 혹은 가이드라인의 실천에 한 심이 높

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발열 실무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일반외과 수

술 후 발열 평가 비용과 치료까지의 시간을 확인한 연

구에서 수술 48시간 이상 경과 된 발열 환자에서 표

화된 발열 실무 가이드라인을 용한 결과 발열 치료시

간은 78%가 단축되었고 비용은 60%가 감되었다[3]. 

국내에서도 성인발열환자를 한 임상질문을 개발하여 

간호지침을 개발하여 문가평가  수정·보완과정을 

거친 후 실무에 용한 결과 체온측정방법, 재법  

재를 시작하는 체온 측정에 있어 간호지침을 더 따르

게 되어 지침 용 보다 근거기반실무에 가깝게 개선

할 수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12]. 그러나 근거기반가

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를 

들어 일차 진료에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최 의 구강항

응고제 처방이 50%이하로 실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 가이드라인 실천에 있어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가이

드라인 내용에 한 친근감 부족, 행 실무를 변화시

킬 기술과 자원 부족, 근거에 한 명확한 언  부족, 수

행수 에 한 불명확성 등을 보고하고 있다[23]. 수행

수 은 근거수 을 기반으로 연구설계와 질에 한 객

 평가, 근거의 일 성, 용가능성, 임상에 미치는 

향에 한 주  평가의 여러 요소를 반 하여 형성

된다[24]. 그 기 때문에 간호사가 근거수 이 높은 항

목을 수행할수록 측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발열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미국 신경학회 가

이드라인에 제시된 상호 양방향 컴퓨터 활동

(interactive computer play, ICP)이 뇌성마비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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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활동수  향상을 가져온다는 가장 높은 수 의 

근거에 따라[25] 은 뇌성마비 환자에서 자 거 운동

게임이 심  합성을 개선한 결과를 가져왔다[26]. 

그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정도가 

높은 것도 요하지만 지식과 수행 수 의 상 군이 가

이드라인 근거 수 이 높은 역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 효율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본다. 

상자의 환자 첫 발열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

식 상  수를 살펴본 결과 근거수  1 역에서 2개

(총 5문항, 40.0%), 근거수  2 역에서 3개(총 14문항, 

23.1%)로 높은 근거수  역의 지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거수  1 역의 나머지 3개 문항

에 한 지식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지

식정도가 낮은 하  5개 항목을 살펴보면, 근거수  3

역의 1문항(총 1문항, 100%)과 근거수  2 역의 4개

(총 14문항, 28.6%)가 포함되었다. 비록 근거수  3 역

이었지만 ‘38.3℃ 이상의 발열 시 반드시 감염에 한 

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04 의 평균 수를 보여 정답자가 10명 이하 을 정

도로 발열이 발생 시 반드시 철 한 검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 발열의 원인을 밝히는데 

액배양검사 6%, 요검사와 요배양검사 8%, 호흡기계 

배양 46%, 흉부 X-선 검사 14% 정확도가 있었음을 보

고하 다[10][11]. 한 수술 후 정규 체온측정의 정확

도를 확인한 연구에서 수술 후 284명 환자를 상으로 

환자, 의사  간호사 모두 체온측정 결과를 모르게 하

는 이  맹검방식으로 2,282 건의 고막체온 측정 결과

를 분석하 다. 그 결과 7%에서 감염이 발생하 는데, 

38.0℃이상 체온(양성결과)이 측정된 60명  7명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양성결과의 감염발생에 한 측은 

8%에 그쳤다. 게다가 38℃미만인 223명  12명이 감염 

환자로 드러났다[5]. 따라서 수술 후 정규 체온측정에서 

체온상승이 감염과 련 없거나 수술 후 체온상승 없이

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따라서 발열 

시 반드시 철 한 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악하도록 하

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한다는 인식을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자의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수행 정도

는 지식 정도와 달리 근거수  Level 1 역에서 상  5

 내에 속한 항목이 없었다. Level 1 역에 속한 항목

은 총 9개 고, Level 2 역에 속한 항목은 총 18개

다. 항목 수로만 분석했을 때 Level 2 역에 속한 항목

이 2배 많기는 하 으나 상  5  수행으로 나타난 모

든 문항이 Level 2에 속했다. 지식의 경우 Level 1 역

에 속한 총 5개 문항  상  5 의 지식이 2개 문항으

로 나타난 결과와 비되었다. 류세앙 등[18]의 연구에

서도 수행분야에서 가이드라인 근거수 이 높은 항목

에서 수행의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체 가이드

라인을 보 하고 간호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실제 으로 근거수 이 높은 항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첫 발열 평가에 따른 

재를 가속화시켜 근거기반간호를 실천하여 얻을 있

는 비용효과 인 면과 환자의 치료  회복을 돕는 효율

인 결과를 진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에 한 간호사의 지식 수 이 높을수록 수행 수 이 

높은 것을 나타내 학의 교과과정과 간호사 보수교육 

등에서 환자의 첫 발열 평가에 한 근거기반 가이드

라인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근거수 은 

낮았지만, 발열 시 반드시 방사선 검사  액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검사 때문에 시

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실

무 장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선행연

구에서 보고하 듯이 가이드라인의 수행 수 이 낮은 

이유 즉, 친근감의 부족, 행 실무를 변화시킬 기술과 

자원 부족, 근거에 한 명확한 언  부족, 수행 수 에 

한 불명확성 등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 실천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종합 병원의 내, 외과  환

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하 으므로 첫 발열 평가 가이

드라인의 수행과 지식 정도를 일반화하여 확  해석하

는데 제한 이 있고, 상자의 근무 병동에 따라 첫 발

열 환자의 경험 횟수가 다를 수 있어 첫 발열 평가 근

거기반 가이드라인의 수행과 지식에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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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개 종합 병원의 내·외과 는 환자실에

서 근무하는 총 145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 정도를 조사

하고자 시도되었다.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근거수  1 역에 한 지식 상 군과 수행 상 군은 

하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 수를 나타냈고, 상

자의 가이드라인에 한 지식과 수행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환자 첫 발열 

가이드라인에 한 간호사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근거

기반실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을 용하여 근

거기반 간호실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환자 첫 발열 평가 가이드라인의 근거수 이 

높은 역에 한 지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는 간호사 

교육에 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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