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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환자를 위한 장갑형 억제대 개발: 예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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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Glove Type Restraints for 
Elderly Patients in Nursing Care Facilities: A Pilot Study

Kim, Kisook · Park, Nanju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ewly designed glove type restraints with traditional restraints 
an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for nurses to use the restrain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study. For this study nurses used both types of restraints with 19 elderly patients to prevent 
self-extubation. The researcher measured physical indicators, including skin edema, skin temperature, skin mois-
ture and self-extubation, in the elderly patients and evaluated applicability of restraint for nurse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test-posttest for the physical indicators in elderly patients except for circum-
ference of the mid hand (z=2.60, p=.01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evalu-
ating applicability of restraints by nurses. ‘overly restrictive (z=-2.81, p=.005)’ and ‘maintaining (z=-2.75, p=.006)’ 
were higher in traditional restraints than in the new ones and ‘applicability for skin damaged patients (z=-2.54, 
p=.011)’ was higher for new restraints than traditional ones.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ly devel-
oped restraints do not increase the risk of skin damage in elderly patients. Also nurses need to consider alternative 
ways for minimizing physical restraint application for patients and continue to develop strategies for a saf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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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

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

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2004

년 약 320여 개소에서 2014년 말 2,707개소로 약 8배 이상 급

증하였으며, 입소 노인 또한 약 13만 명(132,387명)에 달하고 

있다[1]. 신체적 ․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억제대 적용이 법적 ․ 윤리적인 측면에서 민

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2-4] 최근 환자의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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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강조되면서 억제대 적용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5].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요양병원용 억제대 사

용 감소를 위한 지침’을 배포하였고, 같은 시기에 요양시설에

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

권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제

도적 정비가 실시되었다[6].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억제대 적용률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일반병동에서는 0.5~20.5%[7], 종합병원 중환자실

에서는 31.4~46.4%로 보고되고 있다[8-10]. 외국의 경우 억

제대 적용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인 적용률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으나[11], 유럽의 성인 중환자실의 적용 비율은 평균 

33%[12], 대만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는 62.1%의 억제대 

적용률이 보고된 바 있으며[13], 최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서 외국의 너싱홈 억제대 적용률은 41~64%로 매우 다양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수년 전부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억제대 없는(restraint free) 

환경을 추구하고 있으나[11]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억제대 

관련 간호사의 법적 책임 사건들-중환자실에서 억제대를 하지 

않은 뇌졸중 치료 환자의 낙상(2014년 8월), 기관내 삽관술 환

자의 채혈 후 억제대 미적용으로 발관(2013년)-은 신체적 억제

대 적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한 억제대의 적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간호사가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중재를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15,16].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체적 억제대는 적용 대상자 중 

43.2~77.5%에서 신체적 ․ 정서적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구체

적으로는 발적, 부종, 찰과상의 피부손상, 냉감(피부온도 저

하), 욕창, 근 위축, 신체기능저하 등 신체적 부작용[5,9,13,17]

과 답답하고 불편함, 거부감, 무관심(냉담), 불안, 흥분 및 섬망 

등의 정서적 부작용[5,7,18]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손

상과 관련된 신체손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77.5%) 

[5], 중년 이전보다 염증반응이 지연되고 피부 재생기간이 최

대 1/3까지 증가하는 노년기에는 피부손상에 더욱 주의를 요

하므로[19]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억제대 적용상황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억제대 개발이 노인 환자의 피

부손상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효율적인 억제대 개발을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대상자의 피부손상 등 신체적 부작용 감소와 

의료인의 억제대 탈착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손목, 팔꿈치 억

제대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억제대 연구에서는 억

제대의 부작용 평가에 있어서 신체계측이 배제되거나[20], 피

부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의 주관적 관찰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17,21], 피부의 냉감 평가를 간호사의 판

단에 따른 설문의 형식으로 수집하는 등[20] 측정자의 주관적 

평가방법으로 억제대 효과를 측정한 경우가 많아 신체계측 등

의 객관적 지표에 의한 보완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개

발된 억제대 연구가 대부분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

구 및 시설입소노인의 증가추세에 따라 노화나 장기입원 등에 

따른 피부손상과 관절구축 등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억

제대 개발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

의 피부손상을 예방하고, 신속한 환자 사정을 위해 가시력을 

높인 통풍재질의 형태로 관절 구축예방을 위한 인체공학적 기

능이 추가된 장갑형 억제대를 시범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기

존의 개발된 억제대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노인 보급형 장갑형 

억제대 개발의 예비연구로, 향후 효율적 억제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위한 장갑형 억제

대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노인 환자의 인체공학적 특성을 고려한 장갑형 억제대를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를 노인 환자에게 적용하여 적

용 전 ․ 후 피부손상의 차이 및 기존 억제대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우발적 자가 발관 차이여부를 검증한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존 억제대와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 차이를 검증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갑형 억제대의 기대 적용효과와 구

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 전 ․ 후 피부손

상에 대한 생리적 지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는 기존 억제대의 우발

적 자가 발관 횟수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간호사가 인식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

존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Vol. 18 No. 3, 2016 109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위한 장갑형 억제대 개발: 예비 연구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갑형 억제대의 환자의 신

체적 부작용 유발 여부 및 간호 인력의 적용 용이성을 검증하

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 ․ 후 설계를 적용한 원시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1) 환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료수집기간 동안 일개 A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 보호자가 연구목적과 방법

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 19명이다. 연구대상

자는 의사로부터 억제대 처방을 받고 비위관, 기관절개관, 유

치도뇨관, 중심정맥관을 포함한 각종 배액관 등을 1개 이상 보

유하고 있으며 억제대 사용 팔에 정맥로가 없고 억제대 적용 

상지에 피부손상이 없는 환자로 선정하였다.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또는 심한 관절 구축 및 변형으로 장갑형 억

제대를 적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특성상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간 입 ․ 퇴원이 발생하지 않

아 환자의 변동이 없으며 억제대를 적용하는 환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삽관한 기간 동안 장기간 억제대를 적

용하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 배정에 한계가 있어 단일군 

전 ․ 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평균비교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검증

력 80%를 기준으로 선행연구[21]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크기

(0.75)를 산출한 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14명의 대상자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탈락의 위험을 고려하

여 20명의 대상자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를 치아로 손상시켜 유지가 어려운 1명의 대상자를 제

외한 19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2) 간호인력

본 연구의 간호인력 대상자는 연구기간동안 해당 기관에 

근무하여 대상자에게 기존의 장갑형 억제대와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억제대 모두를 직접 적용한 경험이 있으며 A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21명 전체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이다.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1) 자료수집

일개 A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억제대 개발 전 해당 병원장 및 간호

과장을 면담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연구진

행을 허락 받았다. 자료수집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신체억제대 사용지침’에 따라 담당 간호사가 2시간마다 환자

의 장갑억제대를 제거하고 상태를 파악하였다. 억제대 제거 

시 장갑 억제대를 손에서 빼는 순간 외부공기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피부온도와 수분이 감소한다. 따라서 억제대의 최대 

적용시간을 2시간으로 보고 억제대가 피부온도와 수분에 영

향을 미치는 인과성 확인을 위해 1) 새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직전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부위 확인을 위한, 2) 

2시간 경과 후 억제대를 제거하기 전에 2회 측정하였다. 

연구보조원 3인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으

로 각 신체적 지표 측정방법과 측정도구(줄자) 및 기기(피부 온

도계, 피부 전도계)의 사용법, 그래프 출력 및 모니터 판독방법

에 대해 기본간호학실습실에서 8시간 이상 연구책임자와 함께 

숙지하고 연습하였으며 노인 환자 연구대상자 측정 전, 연구보

조원 상호 간 측정 시뮬레이션과정을 통해 측정자 간 오차를 최

소화하도록 훈련하였다. 연구보조원 3인에게 측정변수(피부 

부종, 피부 온도, 피부 수분, 피부 손상 등)에 대해 반복 측정, 

비교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의 측정상의 오류를 최소

화하였다. 우발적 자가발관은 기존 억제대 적용 기간과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기간에 연구보조원이 담당 간호사

에게 확인하여 각각의 발관 횟수를 기록하였다. 억제대 적용 

용이성 측정은 억제대를 적용한 요양병원 담당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억제대 적용 7일 후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

대 적용 7일 후 각각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시간(2시간)은 억제대 

제거 후 돌봄제공자와 환자가 1대1로 보조가 이루어지는 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아침식사 후, 양치질 등의 기본적인 간호가 

끝난 뒤부터 점심식사 전까지 적용하였다. 또한 사전에 협조

를 구하여 억제대 적용 부위의 손과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목욕, 관장 등 예정된 정규간호 업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를 적용 후 

억제대를 입으로 물어 뜯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를 

손상시키는 행동장애를 보인 치매 환자 1인이 있어 실험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외에는 실험기간 동안 기존 억제대 적용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에 대한 심한 거부감 및 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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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등 예상치 못한 특이행동을 보이는 환자는 없었다.

2) 윤리적 고려 

연구시작 전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

의와 승인을 거쳤으며(1040271-201507-HR029),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법적 보호

자의 동의서)와 간호인력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자

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참여 중에도 연구참

여를 거부, 중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비

유지 및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의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다. 모든 자

료는 참여자 신원이 파악될 수 없도록 부호화 처리하여 사용

하였으며, 억제대 적용 용이성에 대한 연구도구는 연구 시작 

전 이메일을 통해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4.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1) 피부손상에 대한 생리적 지표

(1) 피부부종 

피부부종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를 적용

하기 전과 2시간 경과 후 줄자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손목둘레 

및 손등 둘레를 측정하였다. 손목둘레는 손목관절 척골 경상

돌기(ulnar styloid process) 하단부의 수평둘레를 측정하였

으며, 손등 둘레는 시지(index finger) 기저 부위를 측정하였

다. 측정 부위는 관찰기간 동안 지워지지 않도록 유성펜으로 

표시를 하였으며 2인의 연구보조원 또는 1명의 연구보조원이 

2회 측정하여 측정치의 평균값(cm)을 산출하였다. 측정 시 같

은 센티미터 줄자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시 양측 손목억제대가 

필요한 대상자는 일측은 기존의 억제대를 적용하고 보다 상태

가 양호한 반대 측 손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를 적용하

고 측정하였다. 

(2) 피부온도 및 피부수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피부온도 측정을 위해 NeuLog

社의 surface temperature logger sensor NUL-233을 이용

하여 1분간 모니터링하여 측정하였으며 최저값 및 최고값,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피부수분은 NeuLog사의 GALVANIC 

skin response sensor NUL-217을 이용하여 피부전도도를 

1분간 측정하였다. 본 기기에서 측정하는 전도도는 저항의 역

수로 계산되어 표시되며 피부 표피층의 수분은 표면저항과 반

비례한다[22]. 전도도의 범위는 0~10 μs/cm로 전도도 값이 

높을수록 피부수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우발적 자가 발관

본 연구에서는 우발적 자가 발관(self-extubation)은 의료 

및 간호제공자의 치료목적이 아닌 환자 스스로 시행한 우발적 

기구 제거를 의미하며 기관내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배액관 

등 치료적 목적으로 삽입한 기구를 기존 억제대 적용기간(7일) 

및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기간(7일) 동안 대상자가 

스스로 제거한 건수를 확인하였다. 

3) 억제대 적용 용이성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 용이성 비교를 위해 1) 기존 억제대

의 적용 용이성과,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 용이

성을 평가하였으며, Ko와 Kang [23]의 연구에서 사용한 억제

대 적용 효율성 문항을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구

는 억제대 적용의 용이성, 신속성, 억제 목적의 달성, 활동 제

한성, 간호중재 제공 시 불편 등과 관련된 9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

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응답점수

가 높을수록 억제대 적용 효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억제대 개발

본 연구가 실시된 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억제가 필

요한 경우 억제대 처방 시 장갑형 억제대와 사지억제대가 결합

된 형태의 장갑형 사지억제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즉 손 부위 

전체가 장갑모양의 억제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손목 아래

로는 피부 관찰이 힘든 점, 손을 감싸는 천의 고정된 형태로 인

해 관절구축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적용하기 불편한 점, 통풍

이 되지 않아 냄새가 나는 점 등의 단점을 확인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개발된 장갑형 억제대[21]의 형태 또한 손가락은 노출

되나, 손의 체부는 관찰하기 어려운 형태여서 비슷한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새롭게 착안한 노인 환자

를 위한 맞춤형 억제대는 가장 흔한 억제대의 부작용인 노인 

환자의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 관찰이 용이하고 통풍

이 잘 될 것, 관절구축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도 적용이 용이할 

것, 노인 환자의 간호에 효율적일 것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개발을 

위해 간호학교수 1인, 간호사 2인, 노인요양병원 의사 1인, 인

체공학 의류디자인 전공 의류학과 교수 1인, 억제대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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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w developed glove type restraint (left) for elderly patients & traditional glove type restraint (right).

체 대표 1인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구성되었다. 억제대 개발 

전 요양병원 병원장 및 간호과장을 면담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연구자 소속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진행을 허락 받았다. 억제대 제

작업체 선정을 위해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구상 중인 대

략의 디자인을 설명하여 제작 가능 의사를 밝힌 업체 중 본 억

제대 제작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를 임의 선정하였다. 기존의 

치매장갑 등 장갑형 억제대를 토대로 그룹 논의를 통해 전체

적인 디자인을 설정하였고, 인체공학 의류디자인 전공 의류학

과 교수와 억제대 제작업체 대표와의 심층 논의를 통해 1차 견

본 억제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1차 견본 억제대를 노인 환자 

2인에게 적용하여 본 후, 적용 불편감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1차 변경하였으며 간호사의 적용 용이성을 고려하

여 제작그룹과 재논의한 후 수정 ․ 보완하여 2차 견본 억제대

를 제작하였다. 

최종 개발된 억제대는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억제시키는 

장갑형 억제대로 손등은 메시(mesh)재질로 간호사가 쉽게 피

부손상 및 억제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통풍이 용이하도록 하

였다. 또한 손바닥 부분은 장갑형 억제대의 가장 큰 단점인 억

제대를 적용한 채로 손가락을 움켜쥐어 발관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재를 사용하여 손가락을 움켜쥐기 어

렵도록 설계하였으며, 충전재는 장기간 부동 유지 시 손가락 

관절의 경축과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손바닥 부위의 대전자 

두루마리(trochanter roll) 원리를 적용하여 둥글게 손가락의 

관절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충전재 삽입으로 

인한 공기순환 차단을 예방하기 위해 충전재와 손바닥부를 분

리하였으며 손바닥부의 공기순환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자

수 레이스(embroidery lace: 면) 소재로 마감하여 통풍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손목에는 피부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지 립(jersey rib: 면과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완충재를 적용

하여 대상자의 피부손상을 최소화하였으며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과 제거의 용이성을 위해 조이는 타입(stopper)의 잠금장

치로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Figure 1).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손목둘레, 손등둘레, 피부온도, 피부수분 및 간호사의 효용성 

차이는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증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정규분포하지 

않는 변수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7.8세였고, 여성노인이 63.2%였으며 

MMSE-K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

tion) 점수는 6.73점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주요 목적은 뇌졸

중이 42.1%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치매, 기타 질환, 파킨슨

병 순이었다. 기타 질환으로는 대퇴골절, 만성 폐쇄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폐렴 등

이 포함되어 있었다(Table 1). 

간호사의 경우 대상자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1

세였고, 23세에서 54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61.9 

%가 전문학사였으며 38.1%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12.7년이었으며 최소 1.17년에서 최대 26년

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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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7 (36.8)
 12 (63.2)

Age  77.8±13.2

MMSE-K score 6.7±4.8

Major purpose 
of hospitalization

Dementia
Parkinson disease
Stroke
Others

 5 (26.3)
 2 (10.5)
 8 (42.1)
 4 (21.1)

Kinds of tube† Indwelling urine catheter
Naso-gastric tube 

(for nutrition)

 10 (52.6)
 14 (73.7)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cluded double responses.

Table 2. Pre-post Tests of Skin Edema, Temperature, Moisture, and Self Extubation (N=19)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or z p
M±SD M±SD

Skin edema Circumference of wrist (cm)
Circumference of mid hand (cm) 

15.12±0.98
17.71±1.27

14.78±0.94
17.04±1.17

-1.26
2.60

.209

.018

Skin temperature Skin temperature (℃) 31.57±1.56 31.74±1.58 -0.12 .904

Skin moisture Skin conductivity (μs/cm)  0.90±1.81  1.17±2.37 -1.33 .184

Self-extubation†  1.55±4.66  1.20±3.34 -1.07 .285
†Wilcoxon signed rank test.

2. 피부 온도, 피부 습도, 대상자의 손목 둘레, 손등 둘레 

및 우발적 발관 비교

손목 둘레와 피부 습도는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증결과 유의확률(p)이 각각 .200으로 나타나 모수검정을 실

시하였으며 우발적 발관의 경우 유의확률(p)이 <.001로 나타

나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sing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2). 

 가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전 ․ 후 피부손상

에 대한 생리적 지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의 생리적 지표의 차이 검증을 위해 피부 온도, 피

부 습도, 피부 부종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전 ․ 후 피부 온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피부 온도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과 기존 

억제대의 차이가 없었다(t=-0.12, p=.905).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전 ․ 후 피부 습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피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피부 전도도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후, 적용 전보다 더 높았

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억제대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1.33, p=.184).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전 ․ 후 피부 부종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손목둘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전 ․ 후 차이가 없었으나(t=-1.26, p=.209), 손등 둘레

에서 통계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전의 

손등 둘레가 큰 것으로 나타나(t=2.60, p=.018)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는 기존 억제대의 우

발적 자가 발관 횟수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기존 억제대 적용 시 7일간 대상자 평

균 1.55회의 자가 발관이 관찰되었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에서는 7일간 1.20회 자가 발관이 발생되어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시 발관 횟수가 더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z=-1.07, p= 

.285) 가설 2는 기각되었다. 

3.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 용이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장갑형 억제대를 모두 

적용해 본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 용이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3). 

 가설 3. ‘간호사가 인식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억제대를 모두 사용 

후 두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억제대의 적용 용이

성에서 차이가 있는 항목은 2번, 5번, 9번 항목이었다. 즉, 

‘환자의 움직임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라는 항목(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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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pplicability of Physical Restraints (N=21)

Items
Traditional restraint NDGR

z p
M±SD M±SD

1. Achievement of physical immobilization 3.29±0.56 3.24±0.54 -0.30 .763

2. Overly restrictive of physical movement† 3.52±0.81 2.10±0.77 -2.81 .005

3. Rapid application 3.52±0.81 3.57±0.75 -0.27 .791

4. Rapid removal 3.86±0.48 3.86±0.57  0.00 1.000

5. Maintaining of restrained status 3.24±0.62 2.14±1.15 -2.75 .006

6. Self-removal by patients† 2.90±0.62 2.85±1.56 -0.29 .770

7. Interference with nursing interventions† 3.10±0.94 3.29±0.78 -0.72 .470

8. Observation of application area for skin damage 3.48±0.98 3.43±1.08 -0.14 .886

9. Applicability for skin damaged patients 2.10±1.00 3.05±1.16 -2.54 .011

Total 3.22±0.50 3.05±0.60 -0.67 .595

NDGR=New developed glove type restraint; †Reversed items.

-2.81, p=.005)과 ‘억제대 유지가 잘 된다’ 항목(z=-2.75, 

p=.006)에서는 각각 기존 억제대의 점수가 높았으며, ‘피

부손상 환자에게 억제대 사용이 가능하다’ 항목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2.54, p=.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 점수는 3.05±0.60점, 기존 억제대

의 적용 용이성 점수는 3.22±0.50점으로 두 억제대 간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z= 

-0.67, p=.595)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논 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사회 윤리적 논의는 억제대 사용의 오 ․ 
남용을 예방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전문보건의료

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Goethals 등[4]은 의료기관에

서의 억제대의 사용은 급성기 노인간호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

건에서는 사실상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정규 간호업무(routine 

care)로서 기술하면서 간호사들은 실제 억제대의 사용에 대한 

간호수행의 결정에 대해 구태의연한 태도가 아닌 지속적인 관

찰, 조정 등의 고도의 정신 집약적 과정을 보여준다고 밝혀 무

엇보다 억제대 사용에 대한 논의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억제

대의 사용이 불가피한 노인 환자를 위해 억제대 개발은 임상 

현장에서 제2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최소기준에서 필요한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노인 환자의 억제대 개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노인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억제대의 적용 목적인 치료

기구의 비계획적 제거 예방과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 용이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피부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

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간호사정뿐 아니라 

통풍성을 높이고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체선열 

유지는 물론, 억제대 적용 시 관절 경축 및 구축 등에도 적용이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억제대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제작 의도에 근거하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억제

대 적용 용이성 평가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는 노인 

환자의 움직임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피부 손상 

환자에게 억제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억제대 

유지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소매형 억제대를 개

발한 Ko와 Kang [23]의 연구에서 ‘필요 이상의 환자 움직임 

제한’이 덜하고, ‘피부 손상 환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용이

하다는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억제대 유지’항목은 Ko와 

Kang [23]의 연구 뿐 아니라, Mun 등[21]이 연구한 장갑형 억

제대, Lee와 Gu [17]의 팔꿈치형 억제대 연구에서 모두 새로 

개발한 억제대에서 더 유지가 잘 된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

들 억제대의 재질이 각각 광목천, 면과 고무사의 합성천, 면을 

사용하여 비교적 내구성을 높인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의 억제대 제작 시 노인 환자라는 대상자의 특

성상 특별히 ‘최소한의 억제성’을 고려한 점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재질의 특성상 1/2 이상을 메시(mesh) 재질

로 제작하여 통풍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냄새를 감소시키고, 

억제대를 제거하지 않고도 고정장치가 있는 손목부분을 제외

한 손의 전면 모두 피부의 색과 표재성 혈관까지 관찰이 가능

하여 피부손상뿐 아니라 말초 혈액순환 등 간호 사정이 용이

하도록 한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차별성을 

둔 부분이나, 이러한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억제대의 내구성

이 감소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것은 시보리천을 사용한 Seo와 

Lee [20]의 연구에서도 억제대의 유지성이 효율적이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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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억제대

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억제대의 내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 선택이 요구된다. 

억제대에 의한 피부 부종의 측정에서, 손목둘레의 크기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억제대에서 차이가 없었으

나 손등둘레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 적용 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가 대상자의 

손등 부종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억제대의 여밈 방식(stopper type)이 기존 억제대보다 

더 느슨한 편이며, 조여진 상태에서도 충분한 통풍 공간 마련

을 위해 충전재와 손바닥 부위의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피부

에 가해진 압력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Ko와 

Kang [23]의 소매형 억제대는 대체로 손목둘레, 손등둘레에

서 기존 손목 억제대에 비해 부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un 등[21]이 연구한 장갑형 억제대에서는 손목둘레와 손등

둘레가 모두 손목 억제대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

유는 이들 억제대의 억제방식이 손목에 직접 힘을 가하지 않

고 고정 시 압력이 분산되는 방식을 지향했기 때문인데, 손목 

부위에서 고정을 하는 방식은 손의 부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

어 추후 억제대 개발에서는 대상자의 움직임에 따른 손의 압

력 분산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 온도와 피부 습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갑형 

억제대 적용 전 ․ 후 차이가 없어 기존 억제대와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가설 조건을 충족했다. Mun 등[21]의 장갑형 억제대

에서는 피부 온도와 피부 습도의 측정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고, Ko와 Kang [23]의 소매형 억제대에서

는 좌, 우측의 온도 차이에 일관성이 없어 결과 해석에 어려움

이 있다. Lee와 Gu [17]의 팔꿈치형 억제대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피부 온도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유

사하였으나, 측정방법에 있어서 억제대 적용 72시간 이후 측

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사용지침’에 

2시간마다 온도를 반복 측정한 방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측정

목적에 있어서 피부온도 저하(냉감)를 측정하기 위해 손등 부

위를 측정한 것으로써 직접적으로 억제대가 적용된 부위의 

피부 온도로서의 의미로는 본 연구와의 비교 해석에 제한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억제대 개발 평가와 관

련된 변인 중 피부 수분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표피 수분

(subepidermal moist)은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의 초기 욕창의 

중요한 발생요인으로[24], 피부와 표면 사이의 마찰 계수를 증

가시켜 전단력으로 인한 손상위험성을 증가시킨다[25]. 즉, 소

변, 대변, 발한, 상처 삼출물, 타액 등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

면 수분 관련 피부손상(moisture-associated skin damage)

이 발생하는데[26], 이는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기존 궤양의 치유를 손상시킨다[25,27]. 따라서 의료인은 

수분 관련 피부손상 감소를 위해 피부 보호체계가 손상되기 

이전에 적절한 피부상태를 유지 ․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

후 억제대 개발 평가 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발적 자가 발관은 기존의 억제대 적용 7일간 전 ․ 후 발생 

빈도에서 예상과 달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가장 많은 질환은 뇌졸중이었고, 치매는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이었는데, 치매진단을 받은 1명의 대상자가 21회, 

15회 발관이 이루어져 치매의 문제행동이 심한 환자에게는 자

가 발관의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간 

발관빈도의 편차가 크므로 결과의 평가 시 극단값의 해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는 추후 연구에서 치매증상의 경중도에 따른 대상자 선별, 통

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Ko와 

Kang [23]의 소매형 억제대에서는 우발적 자가 발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발관 횟수 등 계량화된 자

료가 아닌 간호사의 억제대 적용 용이성 평가의 하위항목 중 

하나로서의 결과였다. Lee와 Kim [5]은 중환자실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우발적 자가 발관의 발생에 있어서 억제대의 적용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면서 치료기구 유지 및 보

호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신체적 억제대 적용의 비효용성이 언

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흔한 억제대 적용 목적이 

치료기구의 유지[9,10]인 만큼 그 적용 효과는 추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와 기존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는 기존 

억제대에 비해 억제대의 유지는 잘 되지 않는 반면 환자의 움

직임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피부손상 환자에게 억제

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억제대와 비교

했을 때 가장 유의한 차이점수를 나타낸 항목이 환자의 움직

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항목으로써 비록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에 대한 총점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으나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와 손상의 최소화의 측면에

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

제대의 적용 용이성의 항목별 점수가 기존 억제대의 적용 용이

성 항목별 점수에 비해 대체로 낮아 추후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는 기존 장갑형 억제대가 통풍

이 잘 되지 않아 억제대가 적용된 손의 냄새가 심해지고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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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까지 일으켜 기존 억제대에 일부러 구멍을 내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갑형 억제대임에도 손등 부위를 메시(mesh) 

재질로 제작함으로써 손등과 손가락 부위의 피부색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야를 확보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의 노인 환자들은 장기간의 침상생

활과 질병의 진행, 부동으로 인한 관절의 경축과 구축의 위험

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바닥 부위의 대전자 두루

마리(trochanter roll) 적용 원리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신체선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억제대의 입구를 넓게 고안

하여 관절경축과 구축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도 적용이 용이하

도록 하는 등 노인 환자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사의 억제대의 이용 후 평가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 및 우발적 발

관 예방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장기입원으

로 억제대를 적용하는 노인 환자가 변동이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하지 못하고 단일군 전 ․ 후 설

계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설계의 제한점

을 보완하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연장하여 개선된 억제대의 

적용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 환자의 맞춤형 억제대 개발을 위한 원시실

험연구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과 

기존 억제대의 손의 부종, 피부온도와 습도, 우발적 자가발관

을 비교 ․ 분석하고, 억제대 적용을 수행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억제대의 적용 용이성을 평가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는 노인 환자의 움직

임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피부손상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 섬망이나 기타 치매 증

상이 심하지 않은 노인 환자와 이미 피부가 손상된 환자에게 

적용 시 안위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억제

대와 비교한 본 억제대의 특징은 노인 환자 맞춤형 억제대로, 

폐로 인한 냄새와 피부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관찰을 용이하

도록 하기위해 메시(mesh) 소재를 활용했다는 점과 신체선열

의 유지와 발관 예방을 위해 억제대 충전재에 대전자 두루마

리(trochanter roll) 원리를 적용한 점, 관절 구축 및 경축 환자

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억제대의 공간을 충분히 넓혀 제작

한 점에서 차별성을 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억제대의 

유지성과 우발적 발관 예방에서 기존의 억제대에 비해 효율적

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둘째, 노인요양병원의 특성상 신

환과 새로 억제대를 적용하는 환자를 연구기간 내 찾아볼 수 

없어 연구시점 이전에 기존 억제대를 계속 적용하고 있던 환

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전 ․ 후 설계를 적용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연구 수행 중 억제대

를 구강으로 손상시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환자가 있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환자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억제대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통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억제대 개발에 있어

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피부손상의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노인 환자의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억

제대의 개발 및 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억제대 적용 기간에 따른 용도별 억제대의 개발, 

적용 대상자 특성별 다양한 맞춤형 억제대의 개발 연구를 제

언한다. 본 연구는 노인 환자의 의료복지수요 필요에 따른 규

모의 확대에 발맞추어,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 환자를 대상

으로 최소한의 억제와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된 노인 환자 맞춤형 억제대 개발의 기초 연구로서의 의

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다양한 노인 환자 맞

춤형 억제대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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