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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 주제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평가 2) 국내외 임상간호실무지침의

현황 분석 3)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 4)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우선순위 결정

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평가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임상간호실무지침(2006)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4곳

의 임상간호실무지침, 총 5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무지침 분석으로 국내 임상

간호실무지침에서 지침간 구성 형식과 지침 제목을 비교하였다. 또한 4개 실무지침

주제인 욕창, 유치도뇨, 경관영양, 낙상 지침에 대해 국내 5개 병원/기관의 지침과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비교하

여 지침의 구성형식과 실무 권고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2) 국내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현황 분석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가장 많은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NGC 웹사이트에서 임상실무지침을 제공하는 “기

관이나 단체(organizations)”의 분류를 "nurse"나 “nursing"으로 하여 검색된 총 84

개의 임상실무지침과 호주의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된 48개의 지침, 총 132개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개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국회전자도서관, 대한의학학술지편집

인협회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한국학술정보(주) KISS, 의학연구정보센

터 KMbas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총 5개의 지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시 분석틀은 국외 지침에서는 분



석항목으로 일반사항, 지침의 범위(질환/상태, 지침범주, 임상전문분야)와 대상인구

에 대해 분석틀을 정하여 분석하였다.

3)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

전국의 10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전국 60개 병원 간호부서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간호행위를 하면서 근

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또는 상황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여 8월 25일에

서 10월 8일까지 간호사 330명, 교육담당자 53명, 총 383명으로 부터 자료수집을 하

였다. 응답결과는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도출하

였다.

4)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

원 40개 병원에서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간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0년 11월 20일- 12

월 30일, 2차 델파이조사는 2011년 1월 15일- 2월 25일에 실시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95명(95 % 응답률), 2차 델파이조사는 65명(68.4%)의 응답률을 보였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선행문헌과 연구팀 회의를 거쳐 4가지 기준을 결정하였는

데 이들 기준은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

법에 대한 확실성(역코딩), 지침 적용시 기대되는 환자결과 개선 효과, 지침 적용시 기대되

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간호시간, 비용단축)이다. 1-9점 척도를 적용하였고, 또한 각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평가하도록 하여 4개 선정기준 점수를 통합할 때에는 가중치

를 적용한 통합점수를 구하였다. 또한 이들 기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10위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척도를 병행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win(version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Tukey, Chi-square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 평가

5개 병원/기관의 임상실무지침의 분류체계와 세부 항목의 종류나 수에는 차이

가 있었다. 동일한 제목에서도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깊이와 내용이 상이

하였다.  

국내 지침과 AHRQ 지침의 구성 형식을 비교시 AHRQ의 가이드라인은 각 지침

의 출처와 범주, 근거제시 방법을 먼저 상세히 소개한 뒤에 임상실무의 권고사항을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실무지침은 각 지침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또 실무의 범주에서 적용대상의 특성이나 임상적

특수성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권고안이 작성되거나 채택된 방법, 권고의 질이나

강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일부 지침은 해당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

기보다는 단순히 실무 절차를 제시하였다.

실무권고 내용 비교시 위관영양(경장영양), 유치도뇨관, 낙상, 욕창의 4개 주제의

지침에서 실무권고 내용이 AHRQ의 지침 과 차이가 있고, 또한 국내 병원/기관에서

제시된 지침의 수준과 범위가 다양하였다.

2) 국내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현황 분석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으로 국외 132개, 국내 5개 지침이 검색되었다. 국

외 실무지침의 주제 분석시 증상관리 영역이 43.2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질환관

리 22.0%, 간호절차 15.9% 순으로 나타났다. 3건 이상의 지침이 개발된 주제는 혈

관접근장치, 통증, 욕창간호, 변비, 우울, 연하곤란, 약물남용, 요실금이었다.

3)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선정

임상질문에 대해 간호사는 총 1723개, 간호부서 교육담당자는 317개로 총 2040개

임상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중 157개 질문은 문제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간호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분명한 근거가 이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

시키고 1882개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1882개의 임상질문을 분류한 결과 대분류 50

개, 중분류 207개, 소분류 456개로 간호실무 주제가 분류되었다. 빈도가 높았던 대

분류 주제는 투약간호, 중심정맥관 관리, 정맥주사요법, 도뇨관 간호, 수술환자 간

호, 피부반응검사, 수혈간호, 호흡간호, 욕창간호, 검사:배양이었다. 이들 간호실무

주제는 전문간호 영역이 아닌,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지각

하는 임상질문으로 볼 수 있겠다.

4)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우선순위

4가지 선정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투약간호, 정

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통증간호, 검사간호, 낙상간호, 섭취량과 배설량, 수술환자간

호, 피부반응검사, 야간근무관리가 상위 10대 주제로 선정되었다.

전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상위 10대 주제는 통증간호, 투약간호, 중심정

맥관 관리, 수혈간호, 호흡간호, 정맥주입요법, 수술환자간호, 욕창간호, 소독 및 멸

균, 활력징후 이었다.

이들 두 가지 분석에서 모두 상위 10대 이내에 선정된 간호실무는 5개로 투약간



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수술환자간호, 통증간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주제가

임상간호실무지침 개발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제로 판단된다.

3. 결 론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은 권고 안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

침 내용도 AHRQ의 지침과 차이가 있어 권고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다학제

적 접근을 이루지 않아 지침의 활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은 국외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으

며 지침수가 매우 적어 국내 지침의 개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 결과 총 1882개의 임상질문이 제시되었고, 이들 질

문은 50개 대분류 간호실무 주제로 분류되었다. 임상질문의 빈도가 높았던 실무주

제는 투약간호, 중심정맥관 관리, 정맥주사요법, 도뇨관 간호, 수술환자 간호, 피부

반응검사, 수혈간호, 호흡간호, 욕창간호, 검사:배양으로 간호절차에 대한 임상질문

이 많은 비중울 차지하였다.

선정된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에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투약간호, 정맥주입요

법, 활력징후, 수술환자간호, 통증간호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병동에서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들 주제를 우선

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근거기반실무는 오늘날 보건의료실무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보건

의료실무와 교육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이며(Polit & Beck, 2008), 안전하고

질적인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다(Brown, Wickline, Ecoff,

& Glaser, 2008).

보건의료계에서 근거기반실무가 부각된 이유는 근거가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고 알려진 내용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당장리

등, 2002) 의료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종래의 방법으로는 개인이 최

신의 근거를 획득라고 관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며, 아울러 보건의료비용이 계

속 증가추세에 있어 비용효과적이면서 질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

문이다(박명화, 2006).

근거기반간호는 간호사가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적인 최상의 근거를

간호사의 임상적 전문성, 대상자의 선호도와 가치, 활용가능한 자원과 통합하여 최

상의 중재(Best practice)를 수행하는 것이다. 근거기반간호는 간호사들이 최상의 간

호실무를 제공하게 하므로서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개선시키고, 비용효과적인 간호

를 제공하게 하므로(Melnyk & Fineout-Overholt, 2005) 간호실무에서 근거기반실무

수행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 간호지식을 개발한 시기와 임상영역에서의 실제 활용사이에

10-15년의 시간차이가 있어 간호실무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izzuto, Bostrom, Suter, & Chemitz, 1994). 또한, 간호사들의 실무 지식의 출

처를 확인한 연구에서 17 % 간호사만이 연구근거를 활용하고 있었고(Estabrooks,

1999), 반면 인적자원(수간호사, 전문간호사, 의사 등)을 실무지식의 근거로 가장 많

이 활용하였다(박효순, 2006). 전국 3차병원 간호사 4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58 %의 간호사가 최신의 근거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수행

하고 있는 것(오의금, 오현주, 이윤정 2004)으로 나타났다. 즉, 여전히 간호영역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이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실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Leake, 2004) 근거기반간호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계 전반의 노력이 매우

요청된다.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은 특정 임상

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이다(Field & Lohr, 1990). 이러한 지침은 과학적 근

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Field & Lohr, 1990) 의료

인에게 효과가 검증된 중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비효율적인 중재를 시행하

지 않게 하므로서 근거와 실무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을 돕는다(Grimshaw et al.,

2006; Wolf, Grol, Hutchinson, Eccles, & Grimshaw, 1993).

이처럼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이

므로(Fransen, Laan, van der Laar, Huizinga, & van Riel, (2004) 최근 근거기반 임

상실무지침의 개발이 국내외 보건의료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

진국에서는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개발, 확산 및 실행과 관련된 국가적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들 지침의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과 이들 조직이 개발한 실무지침을

제시하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박명화, 2006).

우리나라의 의학분야에서는 2004년도부터 3개 질병별 임상연구센터 개설이 시작

되어 임상진료행위에 대한 한국적 근거연구로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진

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2009년까지 12개 센터로 확대되

었다. 또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2009년 11월에 출범하여 임상진료지침

의 개발과 보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대한의학회, 2010). 아울러 개발된 임

상진료지침은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센터의 임상진료지침 웹사이트(Korean

Guideline Clearinghouse)와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동향에 발맞추어 간호분야에서도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

지침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 활발하지는 못하나 국외에서는 캐나다의 온타

리오 간호사 협회(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Iowa 대학교의 노

인간호중재 연구센터, Joanne Briggs Institute 등의 임상실무지침 개발 기구의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실무지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현재

까지 알려진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5편에 불과하며(김수미, 2009; 문경자, 이

선미, 2010; 박용숙, 2011; 박태남, 2007; 황주연, 2005) 이중 4편은 석, 박사학위논문

으로 연구된 것으로서 간호학회나 병원간호사회,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근거기반간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과 보급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

저 개발 필요성이 있는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 주제에 대해 개



발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을 개

발해야 하는 것은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실무지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무에 영향력

이 큰 실무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

고, 국내에서 개발 필요성이 있는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 주제에 대해 개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을 평가한다.

2) 국내외에서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현황을 분석한다.

3) 국내에서 개발해야 할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한다.

4)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임상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

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을 말한다.



II. 문 헌 고 찰

2.1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은 특정 임상

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이다(Field & Lohr, 1990). 이러한 지침은 과학적 근

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Field & Lohr, 1990) 의료

인에게 효과가 검증된 중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비효율적인 중재를 시행하

지 않게 하여 근거와 실무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을 돕는다. 또한 실무에서 부적절

한 변이성을 줄이고 질높은 근기기반 보건의료의 수행을 촉진한다(Grimshaw et al.,

2006; Wolf, Grol, Hutchinson, Eccles, & Grimshaw, 1993).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임상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적용은 체계

적 고찰 결과 간호가 제공되는 과정(process)과 대상자 결과(outcome)를 변화시키

는데 효과적이라는 일부 증거를 보였다(Thomas et al., 2009).

최근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개발이 국내외 보건의료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임상실무가이드라인의 개발, 확산 및 실행과 관

련된 국가적 정책을 갖고 있으며 임상실무지침의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과 이들 조

직이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박명화, 2006).

국외의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개발 현황을 보면 간호사의 주된 관심이 되

는 주제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가 부족하여 국제적인 임상실

무지침 개발 기구들의 주된 관심영역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

해 간호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지침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박명화, 2006).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검색할수 있는 대표적인 기구는 캐나

다의 온타리오 간호사 협회(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Iowa 대학교의 노인간호중재 연구센터, Joanna Briggs Institute (JBI)이지만 이밖

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가이드라인 개발기구인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외의 근거기반 임

상간호실무지침 개발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

인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국내의 현황을 보면 의학분야에서는 2004년도부터 3개 질병별 임상연구센터가

시작되어 임상진료행위에 대한 한국적 근거연구로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임

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질병별 임상연

구센터가 12개로 확대되고, 아울러 근거창출 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출범으로 임상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대한의학회, 2010).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센터의 임상진료지침 웹사이트인

Korean Guideline Clearinghouse와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웹사이트

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국내 간호계에서는 근거기반간호가 2004년도 대한간호학회 학술대회에서

“Evidence-Based Nursing의 활용 -교육, 연구, 실무” 라는 주제로 처음 다루어졌

다. 이후 여러 학술대회의 주제(Evidence Based Health Care, Best Nursing

Practices Based on Evidence, 근거기반간호를 통한 간호의 우수성)로 다루어졌고,

2006년도 병원간호사회의 순회학술강연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근거중심간호실무에

대한 소개정도였다. 2009년에 서울지역 일개 3차 병원에서 근거기반간호 프로젝트

를 간호본부 단위로 시행하므로서 임상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처음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개발 연구는 모두 5편으로 급성

혼돈 환자관리(황주연, 2005), 시설노인의 비약물적 변비관리(박태남, 2007), 출혈위

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김수미, 2009), 중환자실 섬망예방을 위한 근거중

심 간호중재 프로토콜 개발(문경자, 이선미, 2010), 근거중심 암환자 섬망간호 가이

드라인 개발과 효과검증(박용숙, 2011)에 대한 지침이다. 이중 4편(김수미, 2009; 박

용숙, 2011; 박태남, 2007; 황주연, 2005)은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연구된 것이며, 현

재까지 간호학회나 병원간호사회,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근거기반 임상간호

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근거기반 간호실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

침의 개발과 보급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의 개발은 매우 미미하며 실무지침 개발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시급하다.

2.2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와 우선순위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개발과정은 국제적 혹은 지역적으로 표준화되어 왔으

며 권장되는 단계들은 유사하다. 그 단계를 보면 1) 실무지침 주제 설정 2) 실무

지침 개발팀 구성 3) 임상질문 만들기 4) 실무현황 관련 자료수집 5) 근거의 검색



6) 근거의 평가 7) 권고 형성 및 강도 결정 8) 알고리즘 개발 9) 실무지침 심사

10) 발표 및 공개 단계이다.

임상실무지침 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데

의학분야에서는 주로 전문 학회(physician's specialist societies)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Ketora, Toropainen, Kaila, Luoto, & Makela, 2007).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이 실무지침 개발

자들에 의해 인식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실무지침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

요하므로 지침개발 기구별로 매해 몇 개 안되는 실무지침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고,

또한 실무지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고려할 때 실무지침 주제 선정에 대한 명확한

과정이 필요하다(Ketola et al., 2007).

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이들 방법에 공통적인 것은 환자에 대한 실무지침의 유익성과 지침 개발을 위한

근거의 이용가능성이다. Battista와 Hodge (1995)는 실무지침 개발 주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목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지침 적용의 결과(비용, 실무에 대한 영향을 포

함)를 포함시켰다. Institute of Medicine (1992)은 주관적,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였

는데 객관적 기준으로는 특정 상태의 유병률, 이 상태의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 비

용, 실무의 변이를 사용하였고 주관적 기준으로는 질병부담, 건강결과 및 비용결과

를 변화시킬 가능성, 윤리적, 법적,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을 사용하였다(McClarey, Duff, 1999에서 인용됨).

Reveiz 등(2010)은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구를 개

발하였는데 개발된 도구에서 제시된 기준은 지침의 중요성, 근거의 질, 문헌의 이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중요성 사정의 기준으로는 질병 부담(질병

의 발생률 및 유병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지침 개발과 실무수행 가능

성, 효과(효과적인 방법의 이용가능성, 지침의 영향, 중재의 효과에 대한 확신), 보

건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적 영향, 임상실무의 변이성, 사회적 영향/형평성, 대상자 선

호도, 유해결과 발생가능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실무지침 주제를 선정하는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질병부담, 지침 개발

과 실무수행 가능성, 정보요구가 실무지침 주제 선정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이

고, 반면 유해결과, 건강증진이 가장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규명되었다.

Ketola 등(2007)도 실무지침 주제를 사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기준으로는

건강문제의 빈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정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적 영

향, 기타 사회적 영향, 실무의 변이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가능성,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보건의료에서 정보요구를 적용하고 있다.



간호분야에서 McClarey와 Duff (1999)는 임상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RCN (Royal College of Nursing)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서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을 보면 대표적인 간호계 그룹과 문헌으로부터 환자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수집 → 실무지침 주제 규명 → 규명된 주제 검토: 지침 개발에 적합한지를 결정하

기 위해 실무지침 주제에 대해 이환률, 기능장애, 사망률이 높은지, 실무에 변이가

큰지, 자원이 많이 드는지의 기준 적용 → 상위 10개 주제를 선정하여 이들 주제에

대한 기존 지침이나 체계적 고찰을 탐색하고, 기존 지침이 없는 주제 선정 → 치료/

중재 효과에 대한 이용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환자 결과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기타 연구결과(예: 신뢰도, 타당도)가 이용가능한지를 분석 → 지침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의 최종 결정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간호분야에서 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를 사정하는 기준이나 도구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나 임상질문의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다수의 환자에게 영

향을 미치는 질문,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질문, 실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질문, 실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질문, 최선의 실무에 대한 불확실성과 논쟁이

있는 질문,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 제시되고 있다(박명

화, 2006)

우선순위 설정은 흔히 인적, 재정적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상과 같이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체계적 절차의 사용은 개인적인

편향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Reveiz 등, 2010).

이상과 같이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 개발을 위한 지침 주제의 제안은 전문 학회

나 의료전문직을 대표하는 집단에 의해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 제안된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지침의 중요성(유익성), 근거의 질과 이용가

능성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지침의 중요성에 대한 기준으로는 질병부담 또는 건강

문제의 빈도(또는 발생률, 유병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담, 실무의 변이성, 정보

요구, 치료 효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가능성, 건강 및 비용결과를 변화시킬 가능

성 등이 적용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내에서

개발 필요성이 있는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며, 이들 주제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 평가, 국내외 근거

기반 임상실무지침 현황 분석,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에 의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한 다차원적인 설계를 활용하였다.

3.2 연구진행절차

3.2.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 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을 평가하므로서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국내 5종의 임상간호실무지침과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비교분

석한 사례연구이다.

2) 분석대상

국내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임상간호실무지침(2006)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4곳의 임상간호실무지침, 총 5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들 지침은 병원간호사회와 본 연구자들이 소속된 병원에 연구목적으로 협조를 구하

고 제공받았다.

이상의 국내 임상실무지침을 AHRQ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 5개 지침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위관영양, 유치도뇨, 낙상, 욕창의 4개 실무지

침을 선정하였다. 이후 이들 실무지침 주제에 해당되는 AHRQ의 NGC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실무지침을 선정하기 위해 검색어로 위관영양(경장영양), 유치도뇨, 낙

상, 욕창을 사용하여 각 실무지침 주제와 연관성 순위가 높으면서, 최근에 개발된

지침을 선택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지침을 보면 위관영양은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JPEN, 2009)와 위관영양을 주입시 간

호를 중점적으로 권고한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ASPEN, 2009), 유치도뇨

는 Guideline for prevention of catheter 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CDC,

2009), 낙상은 Prevention of fall (acute care)-Health care protocol (ICSI, 2008), 욕

창은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RNAO,

2007)와 Guideline for prevention of pressure ulcers (WOCN, 2010)이다.

3. 분석 방법

지침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에서

지침간 구성 형식과 지침 제목을 비교하였다. 구성 형식은 분류체계와 항목수를 비

교한 것으로 대분류 수, 중분류 수, 제목/중분류 수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4개 실무지침 주제인 위관영양(경관영양), 유치도뇨, 낙상, 욕창 지침에 대해

국내 5개 병원/기관의 지침과 AHRQ에서 제공하는 지침의 구성형식과 내용을 비교

하였다. 지침의 구성 형식으로는 제목, 출처(bibliographic source), 범위(scope), 방

법(methodology: 근거등급 형성), 실무 권고안(practice recommendation)을 비교하

였으며, 지침의 내용으로는 실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였다.

3.2.2 국내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현황 분석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수집하여 분석한 문

헌분석 연구이다.

2) 분석대상

국외와 국내에서 분석대상이 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개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우선 가장 많은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 웹사

이트(그림 1)에서 임상실무지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organizations)”의 분류

를 "nurse"나 “nursing"으로 하여 검색된 총 84개의 임상실무지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NGC는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등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간호관련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의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데이터베이스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JBI에서 제공하는 임상간호실무지침을 추가하였다. JBI의 경우 1999년 이후 현재까

지 총 57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9개는 이전 지침을 수정 보완한 것이

어서 이들은 같은 지침으로 간주하여 총 48개의 지침이 해당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웹사이트의 지침을 합하여 총 132개의 임상간호실무지침이 분석대상이 되었다(표

1). 이 외에 참고로 임상실무지침을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웹사이트를 대상

으로 하여 간호관련 임상실무지침을 검색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2) 국내 개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국내에서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검색하기 위하여 국회전자도서관

(https://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회

KoreaMed (http://www.koreamed.org/SearchBasic.php),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RISS, http://www.riss.kr/index.do), 한국학술정보(주) KISS

(http://kiss.kstudy.com/), 의학연구정보센터 KMbase (http://kmbase.medric.or.kr/)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상실무지침”, “근거기반”, “근거기반지침”, “지침 and 간호”

“근거 and 간호” 의 검색어로 학위논문과 학회지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방법을 적용한 지침을

검색한 결과 총 5개의 지침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림 1.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http://www.guideline.gov/search/results)의

검색화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제공 기관 및 학회 지침 수

1.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6

2.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2

3. Hartford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 21

4. National Association of Pediatric Nurse Practitioners 1

5. 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Nursing and Supportive Care 2

6.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21

7.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John A. Hartford

Foundation Center of Geriatric Nursing Excellence (HCNE)
12

8.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Nursing, Family

Nurse Practitioner Program
16

9.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3

10. Joanna Briggs Institute (JBI) 48

계 132

표 1.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제공하는 분석대상 기관/학회와 제공

지침 수

3) 분석방법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시 분

석틀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개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① 분석틀

미국의 NGC의 실무지침 분석항목 중 일부 항목을 선별하고 또한 간호분야에 적

합하도록 수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표 3).

분석틀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사항, 지침의 범위(scope)와 대상인구(target

population)이다. 일반사항에는 개발기관, 지침 제목, 초판 개발년도, 보충이나 개정

판 발행여부, 보충이나 개정판 발행년도를 분석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지침의 범위는 다시 3가지 분석항목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질환/상태

(disease/condition), 지침범주(guideline category), 임상전문분야(clinical speciality)

이며, 이들 분석항목은 다시 세부 분류기준으로 분류된다. 질환/상태는 NGC에서 별

도의 세부분류기준이 없는데 개발된 지침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활동 영역을 기반으로 간호절차(Nursing procedures),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증상/건강문제 관리(Symptom/health problem management), 질환관리



표 2. 간호 및 보건의료관련 임상실무지침 제공 국제 웹사이트 검색 결과

웹사이트 국가/분야 임상간호실무지침 검색내용 분석대상 지침

AHRQ 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

http://www.guideline.go

v/

미국/

보건의료

가이드라인

Clinical specialty에서

“Nursing”을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 376개가

검색됨. 그러나 간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았음.

l 간호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된

실무지침만

선택(총 84개)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http://www.joannabrigg

s.edu.au/

호주/간호

총 57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1999-2009),

이중 9개는 수정보완된

것임. 따라서 총 48개가

분석대상임.

l 48개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http://www.rnao.org/

카나다/

간호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y Work

Environment Guideline

(HWEG), LTCF

Guidelines 으로 구성되어

있음

l 21개

(NGC와 중복)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GIN)

http://www.g-i-n.net/

국제/

보건의료가

이드라인

"Nursing"으로 검색시

7,286개중 58개가 해당됨.

그러나 JBI, NICE등이

모아져서 검색되는 형태임.

영어 이외의 언어도 있음.

l 중복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http://www.sign.ac.uk/i

ndex.html

영국/

보건의료

가이드라인

100여개가 제시되어 있으나

revised, withdrawal

guideline도 많음.

l 질병위주이고

간호관련 내용

은 극히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

l NGC에 포함되

어 있음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http://www.nice.org.uk/

영국/

보건의료

가이드라인

질병위주로 분류되어 있음.

총 수는 689개이고 개발

중인 것이 244개임

l 질병중심으로

간호만 따로 분

류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

l NGC에 포함되

어 있음



(Disease management), 간호관리(Nursing management)의 범주를 정하여 질환/상

태를 분류하였다. 지침범주는 NGC의 분류에 따라 치료효과 사정(assessment of

treatment effectiveness), 상담(counseling), 진단(diagnosis), 평가(evaluation), 중재/

관리(management), 예방(prevention), 재활(rehabilitation), 위험사정(risk

assessment), 스크리닝(screening), 치료(treatment), 기술 사정(technology

assessment)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침 분류시 하나의 지침이 여러 범주에 포함

되는 경우는 중복 분류하였다. 임상전문분야에 대한 NGC의 분류기준은 의학의 분

류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간호는 “nursing”의 한 항목으로만 분류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전문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성인간호학 교과서인 "Brunner & Suddarth의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 (Smeltzer, Bare, Hinkle, & Cheever, 2008)의 목차를 적

용하고,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기본간호(fundamental

nursing)”를 추가하여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였다(표 3).

대상인구는 NGC에서 분류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 외에 NGC에서 분석하는 임상실무지침 작성 방법론에 해당되는 원본문헌의

수, 근거 수집/선정 방법, 근거의 질과 강도 평가 방법, 근거강도 기준, 권고안 작성

방법, 권고등급 기준, 지침 타당성 검증 방법 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판단되어 분석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② 분석방법

미국의 NGC에서는 임상실무지침의 분석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제공하므로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호주 JBI의 Best Practice Guidelines의 경우에는 별도

의 분석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서 연구자가 임상실무지침의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내

용을 정리하였으며, 분류가 어렵거나 애매한 내용은 연구팀의 토의를 거쳐 최종 분

석하였다.

(2) 국내 개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① 분석방법

국내 개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경우 숫자가 적어서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분석에 적용한 내용분석은 하지 않고 지침제목, 발표 학회지(학위

논문인 경우에는 졸업학교), 발행연도, 개발방법만 분석하였다.



분석항목 세부기준

일반사항

1. 개발기관

2. 지침제목

3. 초판 발행연도

4. 개정/보충판 발행여부

5. 개정/보충판 발행 연도

지침의 범위

6. 질환/상태

Ÿ NGC 지침은 원본 인용

Ÿ JBI 지침은 연구자가 분석

① Nursing procedures

② Health promotion

③ Symptom/health problem management

④ Disease management

⑤ Nursing management

7. 지침 범주

① Assessment of treatment effectiveness

② Counseling

③ Diagnosis

④ Evaluation

⑤ Management

⑥ Prevention

⑦ Rehabilitation

⑧ Risk assessment

⑨ Screening

⑩ Treatment

⑪ Technology assessment

8. 임상전문분야

① Biophysical and psychosocial concepts

② Concepts and challenges in patient management

③ Operative nursing management

④ Gas exchange and respiratory function

⑤ Digestive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

⑥ Cardiovascular, circulatory, and hematologic function

⑦ Metabolic and endocrine function

표 3.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분석틀



⑧ Renal and urinary tract function

⑨ Reproductive function

⑩ Immunologic function

⑪ Integumentary function

⑫ Sensorineural function

⑬ Neurologic function

⑭ Musculoskeletal function

⑮ Other acute problem (infection, emergency, etc.)

⑯ Fundamental nursing

대상인구 Ÿ NGC 지침은 원본 인용

Ÿ JBI 지침은 연구자가 분석

3.2.3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

1) 연구설계

임상실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와 간호부서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는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부서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사 선정을 위해 먼저 전국에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500

병상이상의 종합병원, 총 1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4개; 서울지역 4개,

경기도 2개, 강원도 1개, 충청남도 1개, 경상남도 1개, 전라남도 1개)을 선정하였다.

이들 병원에서 외래와 특수부서(응급실, 수술장, 중앙공급실 등)를 제외한 전체 입

원병동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일반 간호사 1명씩을 간호부서 교육담당자를 통

해 해당병동 수간호사에게 부탁하여 347명의 간호사를 선정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부서 교육담당자는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종합병원의 전수인 110개

병원 중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60개 병원(간호사 대상 설문조사 병원 10개 포함)

을 선정하고 이들 병원 간호부서의 간호교육담당자 중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관리자 1명씩, 60명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총 연구대상자는 입원병동 간호사 347명과 간호부서 교육담당자 60



명으로 총 407명이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개방형 질

문은 간호행위(간호사정-진단-중재)를 하면서 ‘어떠한 근거 하에 행위를 하고 있는

지 확신이 없거나, 간호사간, 병동 간, 병원 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거

나, 최신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

또는 상황을 5개 이상 기술해주도록 요청하는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돕기 위해 예제를 2개 들었는데 이들 예제는 “수혈 15분 후

활력징후”와 “말초 정맥로 유지를 위한 헤파린 록”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해당병원

의 간호부서 교육담당자에게 병원간호사회의 공문을 첨부하여 설문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우편으로 일괄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각 병원 간호부서의 교육담당자는

전체 입원병동에서 각 병동별로 연구대상자 기준에 맞는 간호사 1명을 선정하고 연

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간호부서의 교

육담당자중 1명을 선정하여 같은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된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보면 간호사는 347명에게 배부해서 331명이 회수되어 95.4 %

의 매우 높은 회수율을 보였는데 이중 1명의 자료는 응답이 부실하여 제외시켜 최

종 분석대상자는 330명이었다. 간호부서의 교육 담당자는 60명에게 배부해서 53명

이 회수되어 88.3%의 매우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대상자는

383명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서술형 진술문)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여 주제의 내용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2명의 연구자가 시행하였

는데, 이중 1명은 질적연구자로서 많은 질적연구 논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이다.

모든 개방형 응답을 대상자가 기술한 그대로 excel file에 기록한 후 연구자가 이

들 응답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응답의 주제를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이때 먼저 2명의

연구자가 개방형 응답 350개를 함께 분석하여 주제 분류의 틀을 작성하고, 분류방



식을 일치시켰다. 나머지 1,532 개는 반씩 나누어 각자 주제 분류를 하였는데 이때

주제 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토의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최종 분류하였

다.

주제 분류의 틀은 개방형 응답의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같은 내용을 묶어가면

서 결정되었는데 이때 병원간호사회(2006)에서 발간된 “임상간호실무지침서(개정 3

판)”를 참고하였다.

분석된 주제는 최종적으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제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는

데 같은 주제 영역이라도 주제의 빈도가 높은 경우는 별개의 대분류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예를 들면 흡인간호는 호흡간호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분류로 독립시켰다.

한편 한 개의 주제가 2개의 대분류에 속하는 경우는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할 경

우 이들 주제에 대한 지침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더 적절한 쪽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주제가 수술 전 피부간호 일 때 ‘피

부간호’ 대분류에 넣지 않고 ‘수술환자 간호’ 대분류에 포함시켰다.

간호사와 간호부서 교육담당자의 개방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 결과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아 대상자 군을 분리하지 않고 합해서 최종 결과를 제시하였다.

3.2.4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델

파이조사방법을 적용한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

는 수간호사이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먼저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 연구 대상이었던 60

개 병원 중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40개 병원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병원의 간호부

서 교육담당자에게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간호사 2-4명의 선정을 부탁하여 수간호사 총 100명을 선정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37개 병원에서 95명이 참여하였으며(응답률 95%), 1차 델

파이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33개 병원 65명이 참여하여

65%의 응답률을 보였다.



3) 연구도구

간호분야에서 실무지침 우선순위 선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팀에서 연

구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 특성과 우선순위 선정도구이다

(부록 2).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병원근무기간, 병동근무기간, 수간호

사 근무기간, 현재 근무지, 진료과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순위 선정도구에 대한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50

개 대분류 주제 영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응답빈도가 높은 주제영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빈도가 높지는 않아도 ‘국외 임상간호실무지침 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파악된

국외 실무지침의 주제를 기반으로 실무지침의 개발이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연구자

들이 판단한 영역을 선정하여 총 36개 대분류 주제영역을 선정하였다. 대분류 주제

영역중 감염관리는 4개 주제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총 39개 주제영역을 결정하였다.

(2) 39개 주제영역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제별로 ‘임상간호실무

지침 주제 선정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빈도가 높은 주요 임상질문과 각 질문의 건

수를 포함하는 결과표를 구성하였다.

(3)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간호

문헌 중 박명화(2005)와 Melnyk와 Fineout-Overholt (2005)의 임상질문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과 의학분야 문헌에서 제시한 선정기준(Battista, Hodge, 1995;

Institute of Medicine, 1992) 및 우선순위 선정도구인 Prioritization to Determine

Topics(PDT)(Reveiz, et al., 2010)와 Ketola 등(2007)의 도구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적용가능한 환자범위’, ‘적용가능한 간호분야’, ‘간호사의 흥

미’, ‘실무의 불확실성(실무의 변이)’, ‘간호현장 적용가능성’, ‘검색가능성’, ‘답변가능

성’, ‘질문의 유형’, ‘시급성’, ‘환자결과 개선효과’, ‘간호실무 개선효과’ 등 11개 기준

이 선정되었다. 이 중 연구팀 회의를 거쳐 ‘적용가능한 환자범위’, ‘실무의 불확실성’,

‘시급성’, ‘환자결과 개선효과’, ‘간호실무 개선효과’ 의 5개 기준을 선정하고, 10명의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도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전조사는 도구

의 적용가능성과 용어의 명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 회의를 거쳐 5개중 ‘시급성’을 제외하고 4개 기준을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확정하였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측정척도는 다음과 같다.

기준 1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간호실무가 얼마나 많은 또는 다

양한 환자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 관리’의 경우 ‘중



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입원환자

중 ‘중심정맥관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 즉 중심정맥관 관리 지침 개발시 지침

이 적용되는 환자 수를 의미하였다. 1-9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클수록 적용되

는 환자의 범위가 큼을 의미한다.

기준 2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확실성’은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

의 방법에 대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 드레싱을

3일마다 하는 경우 근거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한다면 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하였다. 1-9점 척도로 구성되

며 점수가 클수록 업무의 확실성이 큼을 의미한다.

기준 3 ‘지침 적용시 기대되는 환자결과(patient outcome) 개선효과’는 “간호실무에 대한

지침이 적용되었을 때 환자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올바른 지침에 근거하여 제대로 간호실무가 적용되었을 때 환자상태에 긍

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면 효과가 큰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부정

적인 영향을 주면 효과가 작은 것으로 하였다. 1-9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클수

록 환자결과의 개선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기준 4 ‘지침 적용시 기대되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간호시간, 비용단축 등)’는 “간호

실무에 대해 지침이 적용되면 얼마나 간호업무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 관리’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수행된다면

간호시간이나 비용단축을 많이 가져온다면 효과가 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효과

가 작은 것으로 하였다. 1-9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클수록 간호업무 개선효과

가 큼을 의미한다.

(4) 우선순위에 대한 4개 선정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우선순

위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백분율로 표시하며, 총합이 100%가 되게 응답하도

록 구성하였다.

(5) 최종 우선순위 선정도구는 39개 주제 영역을 4개 기준 각각을 적용하여 1-9

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 기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순

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실무주제를 10개 선정하도록 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회 델파이 조사로 이루어졌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0년 11월 20일

에서 12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병원간호사회 명의의 공문, 설문지, 반송용

우편을 동봉하여 간호부(과)로 우편발송하였다. 각 병원 간호부서의 교육담당자는

우선순위 결정에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간호사를 선정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명시하고, 반송우편을 이용하여 반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는 2011년 1월 15일에서 2월 25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델파

이 조사 응답자에게 1단계 우선순위 분석결과(각 대상자별 응답현황과 전체 응답현

황)를 동봉하면서 이들 응답결과를 참고로 다시 한번 우선순위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발송하거나 우편

을 이용하여 간호부(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win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1차,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해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각각의 기술통

계값(평균, 표준편차, 범위, 중앙값)과 순위를 산정하였다.

(2) 1차,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각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한 가중치 비율에 대해

기술통계값을 분석하였다.

(3)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해 통합점수를 산출

하고 이의 기술통계값(평균, 표준편차, 범위, 중앙값)과 순위를 산정하였다. 통합점

수는 2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였는데, 첫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통합점수로 기준

1에서 기준 4까지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둘째,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점수

는 2차 델파이 조사결과로 나타난 기준 1과 기준 4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평균을

가중치로 간주하고, 각 기준에 상대적 중요도(%)를 곱한 후 평균을 구하였다. 한편,

통합점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준 2 확실성 점수는 모두 역코딩처리하였다.

(4)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전반적인 기준 적용시 우선순위가 높다고 선정된

10개 실무주제에 대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5) 근무병동 별 통합점수와전반적기준을적용하여선정된 10대 우선순위에차이가있는지

를파악하기위해 ANOVA, Tukey 다중비교, Chi-square 분석을하였다.



기관/

병원
A B C D E

대분류수 4 2 8 18 17

중분류수 56 45 8 73 70

제목/

중분류수

기본간호/21 기본간호/26 입퇴원간호 기본사정 기본간호

치료적간호/16
치료적간호/

19
간호기록 개인위생 영양관리

검사시간호/12 투약간호 온냉요법 활동과운동

감염관리/7 수혈간호 배설간호 투약간호

수술환자간호 투약및수혈간호 수혈관리

심폐소생술 영양관련간호 호흡관리

간호업무규정 감염예방과 간호 심혈관계관리

안전간호 상처관리 신경계관리

호흡기계간호 출혈간호

순환기계간호 투석간호

심폐소생술 피부및상처관리

활동및운동 통증관리

수술전후환자간호 튜브관리

천자및생검시간호 수술간호

배액관관리 정주요법

분만후간호 위험관리

입퇴원간호 위기관리

안전관리

IV. 연구 결과

4.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 평가

4.1.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분류체계

국내 5개 기관/병원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분류체계와 세부 항목의 종류나 수

에 차이가 있었다. 병원 A, B는 2-4개의 대분류에 중분류 항목을 두었으며, 병원

D, E는 계통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동일한 제목에서도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는 깊

이와 내용이 상이하였다.  

표 4.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분류체계



4.1.2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과 AHRQ 제공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

의 특성 비교

   AHRQ에서 제공하는 임상실무지침은 각 지침의 출처와 범주, 근거제시 방법을

먼저 상세히 소개한 뒤에 임상실무 권고사항을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지침의 범주는 적용될 수 있는 질병/상태, 지침 구분, 임상적 특수성, 주요

사용자, 지침의 목적, 적용 대상자, 고려할 사항과 주요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

한 분야의 전문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의사, 영양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언어치

료사, 약사 등 다학제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침

에 대한 근거를 수집한 방법과 참고자료의 수, 근거의 질과 강도를 평가하는 틀,

GRADE를 이용한 질 평가, 권고를 작성한 방법, 권고 등급을 제시한 틀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지침이 동일하였다.

반면에 국내 실무지침은 작성 연도가 제시되어 있었고, 일부 병원은 참고문헌

을 제시하였지만 각 지침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또 실무의 범주

에서 목적이나 준비물품 등을 제시하였으나 적용대상의 특성이나 임상적 특수성 등

에 대한 언급은 없다. 권고안이 작성되거나 채택된 방법, 권고의 질이나 강도에 대

한 언급도 없었으며, 일부 지침은 해당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단순히 실무 절차를 제시하였다.

4.1.3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과 AHRQ 제공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

의 실무권고 내용 비교

실무권고 내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과 AHRQ 제공 임상

실무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관영양(경장영양, Enteral nutrition), 유

치도뇨관, 낙상, 욕창의 4개 주제를 채택하여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제목의 지침에서

도 개별 병원에서 제시된 지침의 수준과 범위가 다양하였으며, 구체적인 비교 결과

는 다음과 같다(부록 3).

1) 위관영양(경장영양)

AHRQ에서는 위관영양액의 처방과 관리, 위관영양주입과 관련된 권고를 종합적

으로 제시한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2009 (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JPEN)과 위관영양을 주입시 간호를 중점적으로



권고한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2009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침을 국내 5개 병원/기관의

지침과 비교하였다.

Enteral nutrition에 대한 국내지침은 위관영양, 경관영양, 경장영양 등 제목에 조

금씩 차이가 있었다. AHRQ는 enteral nutrition의 실무권고사항을 경장영양액의 안

전, 경장영양의 시작과 진행, 미숙아를 위한 고려사항, 주입펌프, 환자의 자세, 관세

척(Flushes), 주입관련 오류와 위내 잔류량 측정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국내 지침은

경관영양 준비, 주입 전 준비, 체위, 주입방법, 관 세척, 잔류량 확인으로 구분하여

주로 영양액을 주입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권고하고 있었다. 세부 내용에서

AHRQ에는 안전을 위해 영양액의 오염방지, 주입시간, 안정성 유지를 권고하지만

국내 지침에는 손씻기만을 권고하였다. 주입절차에서 AHRQ는 흡인위험성 평가와

tube의 위치 확인을 권고하였는데, 국내 지침에서는 tube위치 확인은 자세한 방법이

언급되었으나 흡인 위험성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tube의 위치 확인방법은 장

음 청진, 구강에서 튜브 확인, 공기 주입 후 청진이 주로 제시되었는데 국내 병원

간 사용하는 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환자 자세는 모든 지침에 권고되었으나

AHRQ에서는 30-45도로, 국내 지침에서는 30도 이상 또는 좌위나 반좌위라고 하였

다.

위내 잔류량 측정에 대한 권고는 측정 주기와 허용량에 대해 현저한 차이가 있

었다. 즉, AHRQ는 잔류량 측정주기를 4시간 마다, 안정된 후 8시간 마다 권고하였

고, 잔류량이 250ml이상이면 장운동 촉진제 사용을 권고하고 500ml이상이면 중지하

도록 제시하였다. 소아의 경우에도 이전 용량의 1/2이상이 넘으면 중지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국내 지침에서는 주입 전 잔류량을 측정하지만, 주기에 대한 언급은 없

었으며, 잔류량은 최소 50ml이상이면 의사에게 보고 또는 주입중단, 50-100ml 시

보고, 100ml 이상 시 2시간 중단 등 국내 병원간 일치하지 않았으며 AHRQ 권고

와도 차이가 있었다. 관 세척을 하는 목적과 일회 주입하는 물의 량은 비슷하거나

일치하였으나 관 세척의 주기는 AHRQ 권고와 차이가 있었다.

AHRQ는 경장영양 주입 방법을 일회 주입, 간헐적 주입, 펌프 사용으로 제시하

였으며 펌프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비해 국내 지침에서는 지

속적 주입에 대한 언급에 전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사기, 주입 백을 이용한

주입이 주로 언급되고 있었다. 특히 용기 세척과 교환주기는 국내 지침에만 언급되

었다. AHRQ에서는 국내 권고사항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관 연결 오류와 이를 예방

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2) 유치도뇨

AHRQ의 Guideline for prevention of catheter 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200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과 국내 5개

병원/기관의 지침과 비교하였다. 형식은 AHRQ의 지침은 권고의 등급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제안한 반면, 국내의 지침은 권고안의 등급이 없을 뿐 아니라, 지침의 내

용은 일부는 권고안이고 일부는 절차를 나열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 지침은 유

치도뇨관의 삽입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국내 병원들간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AHRQ는 다루고 있지만, 국내 지침에서는 다루지 않은 항목은 도뇨관의 적절

한 사용과 제거 및 대안, 삽입에 대한 책임, 소변량 사정을 위한 기구 사용, 소변배

액체계, 요도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카테터의 사용, 카테터 폐쇄 시 방법 등이다.

국내의 지침은 권고 등급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도뇨관 삽입 전의 손위생, 무균

적으로 도뇨관을 삽입하는 절차 및 기술, 움직임과 요도견인을 예방하기 위한 도뇨

관의 안정화, 폐쇄적 배액체계 유지, 막히지 않는 소변 흐름의 유지 및 상행성 요로

감염 예방, 카테터나 집합체계의 조작동안의 표준예방법 등에서는 AHRQ의 권고안

과 유사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AHRQ와 국내 지침의 차이점은 유치도뇨관의 교환에서 AHRQ는 고정된 교환주

기를 권고하지 않고 감염이나 폐쇄 등의 위험시에 임상적 판단으로 교환하도록 권

고하는데 병원 B는 AHRQ와 비슷하지만, 병원 C와 E는 카테터의 재료에 따라

rubber 5-7일, silicon 1개월을 원칙으로 제시하여 차이가 있었다. 또 유치도뇨관이

삽입된 요도주변의 관리에서 AHRQ는 카테터가 놓여져 있을 때는 상행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제로 요도주변을 청결히 하지 않고, 매일 목욕이나, 샤워시에

요도구 위쪽을 씻으라고 권고하는데, 병원 B는 도뇨관 삽입부위를 매일 1회 물과

비누를 사용하거나 생리식염수솜을 사용하여 세척, 병원 C는 하루에 2회 이상 회음

부 간호, 병원 E는 생리식염수 혹은 증류수를 묻힌 거즈로 닦는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유치도뇨관의 삽입 절차는 병원 A는 카테터 삽입, 병원 B는 여성은 유치도

뇨관의 5cm까지 윤활제를 바르고 7-8cm정도 삽입, 남성은 20cm 까지 윤활제를 바

르고, 15-25cm정도 삽입, 병원 C는 여성은 5-8cm 삽입, 남성은 12-18cm에 윤활제

를 바르고 12-18cm정도 삽입, 병원 E는 여성은 13cm 이상 후상방으로 삽입, 남성

은 25cm 이상 삽입한다고 하여 차이가 있으며, AHRQ에서는 이들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3) 낙상예방 간호

AHRQ의 Prevention of fall(acute care)-Health care protocol, 2008(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ICSI)을 국내 5개 병원/기관의 지침과 비교하였다.

AHRQ 지침에서 제공된 권고 등급은 다른 3개의 주제와는 달리 권고 등급이

C,D,M,R,X로 제시되었다. 대상자에 있어서 AHRQ는 주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국내 지침은 모든 연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낙상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에서 모든 환자에게 낙상 위험성을 사정하라고 하

였다. AHRQ는 사정 과정은 입원환자에게 표준화된 낙상위험도구를 이용하여 평가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구를 제시하였다. 국내 병원의 지침도 낙상위험

도 사정은 동일하였으나 제시된 도구는 3개 병원에서는 Morse Falling Scale,

MFS)를, 일개 병원은 Joing Commision(2005)에서 제시한 낙상위험요인평가표를 이

용하였다.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었다. 병원 A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위험군을 정의하였으며, 병원 B와 C는 MFS의 점수에 따라, 병원 E는 장소에 따

라 고위험군을 정의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소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병원 B는 6세 미만을 소아용 낙상도구로 평가하고, 병원 C는 7세미만, 병원

E는 18세 미만을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낙상위험요인은 AHRQ와 국내 2개

병원은 인지적 요소, 기동성 장애, 약물 복용과 환경적 요소를 대부분 상세하게 기

술하였다. 낙상위험의 재평가는 AHRQ는 매시간 순회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병원

B는 매일 1회 재평가하며 정기적인 순회를, 병원 C는 매일 1회, 병원 E는 주 1회

재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낙상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은 입원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낙상예방교육(침대난간

이나 콜벨사용)을 하도록 하였다. 일부 병원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낙상위험이 있는

환자침상에 빨간색 푯말이나 주의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환자팔찌로 구분하고 있다.

또 병원 D는 타부서에 갈 때 고위험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중재는 공통적인 사항과 고위험환자, 이동시 중재,

환경적 중재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AHRQ는 다양한 낙상위험예방

중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미끄럼방지 매트설치, 미끄

럽지 않은 슬리퍼, 보행보조기구의 사용은 공통적으로 권장하고 있었으며, 침상알람

매트나 헤드기어, 소아용 침대난간커버를 제시한 병원도 있었다. 통제가 안되는 고

위험환자를 처치실로 옮겨 매트에 눕히거나 정신과 협진, 약물요법을 의사와 협의

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또 배변/배뇨와 관련된 낙상이 많은 것으로 AHRQ는 적

절한 배변배뇨관리를 위해 중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 지침에서도 야간

에 화장실 갈 때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다, 침상에서 배뇨용기를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에 배뇨를 확인하고 미리 도움을 준다는 등의 지침을 권

고하고 있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록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보고체계

를 제시한 병원도 있었다.

4) 욕창간호

AHRQ의 두가지 지침을 사용하였는데, 사정과 관리 부분은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RNAO, 2007)내용이고, 욕창예방은

Guideline for prevention of pressure ulcers (WOCN, 2010)이다.

RNAO 지침은 사정, 원인적 요인의 관리, 국소적 상처간호, debridement, 감염통

제, 상처세척, 부가적 치료, 외과적 중재, 치료 장소의 전동, 환자교육, 교육적 권고,

조직과 정책 권고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국소적 상처 간호 사정, debridement, 감염

통제, 부가적 치료, 외과적 중재, 교육적 권고는 국내 지침에서는 비교할 내용이 없

었다.

욕창의 사정은 공통적으로 Braden scale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처세척을 위해서

는 AHRQ와 병원 C에서는 멸균 식염수를 사용하여 4-15 psi로 세척압을 유지하도

록 권고하였다.

욕창에 대한 조직과 정책 권고 부분에서 국내 지침은 AHRQ에 비하여 절차, 기

록 내용, 간호수행의 빈도, 보고체계와 기록 체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욕창 예방은 AHRQ와 국내 지침에서 침대머리상승 각도를 30도 이하로 유지,

압력 분산을 위한 방법(지지표면 확대), 발뒤꿈치를 관리하는 법 등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AHRQ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양섭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에 비하여 국내

지침에서는 영양에 대한 제시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고단백질, 충분한 수분과 무

기질 섭취 등만 다루어졌다.

4.2 국내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분석

4.2.1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분석

분석 대상이 된 10개 학회/단체에서 제공하는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수는

총 132개로 각 지침의 발행연도, 개정여부, 제목, 질병/조건, 대상인구, 지침범주를

분석한 내용은 부록 4와 같다.

가장 많은 임상실무지침을 제공하는 기관은 JBI로 총 48개이었고, 그 다음은



RNAO와 Hartford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로 각각 21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Nursing, Family

Nurse Practitioner Program로 12개의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학회/기관

은 10개 미만의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제별로 보면 JBI와 RNAO가 간호 전반에 걸친 주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8개 학회/기관은 각 특성에 맞게 신경계와 비뇨기계, 노인, 소아, 가

족간호, 상처간호 등에 해당되는 지침만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1) 발생시기 및 개정여부

초판 발행연도는 1998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2년 이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개정판(보충판 포함)

의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발행된 지침은 개정판이나 보충판이 발간

되었으나, 2006년도 이후에 발행된 지침의 경우에는 아직 개정판이나 보충판이 발

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그림 2).

임상실무지침은 새로운 근거가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국외 실무지침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 본 결과 개정판이나 내용 보충판이 발

행된 경우가 36.3%이었고, 63.6%는 개정판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표 6).

그림 2. 초판 발행연도별 개정판/보충판 발행 건수



초판발행연도
개정판 보충판 개정안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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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3(60.0) - 2(40.0) 6(100.0)

1999 2(33.3) - 4(66.7) 6(100.0)

2000 1(14.3) - 6(85.7) 7(100.0)

2001 6(66.7) - 3(33.3) 9(100.0)

2002 5(41.7) 3(25.0) 4(33.3) 12(100.0)

2003 14(87.5) 1(6.3) 1(6.3) 16(100.0)

2004 3(25.0) 5(41.7) 4(33.3) 12(100.0)

2005 1(14.3) 2(28.6) 4(57.1) 7(100.0)

2006 - - 10(100.0) 10(100.0)

2007 - - 11(100.0) 11(100.0)

2008 - - 22(100.0) 22(100.0)

2009 - - 11(100.0) 11(100.0)

2010 - - 2(100.0) 2(100.0)

잘 모름 2(100.0) - - 2(100.0)

계 37(28.0) 11(8.3) 84(63.6%) 132(100.0)

개정상태 n %

개정안함 84 63.6

개정함(revised) 37 28.0

내용 보충함(supplement) 11 8.3

계 132 100.0

표 5.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초판 발행연도별 개정판/보충판

발행 빈도 (N=132)

표 6.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정상태 (N=132)



간호활동 N %

Nursing procedure 21 15.9

Health promotion 18 13.6

Symptom/health problem management 57 43.2

Disease management 29 22.0

Nursing management 5 3.8

Not applicable 2 1.5

계 132 100.0

2)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분석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NGC에서 분류한 지

침의 범위중 질환/상태의 내용을 간호활동 영역을 기반으로 간호절차, 건강증진, 증

상/건강문제 관리, 질환관리, 간호관리의 범주를 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증상관리 영역이 4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질

환관리 22.0%, 간호절차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2개

지침은 체계적 고찰에 관한 내용이었다(표 7).

간호절차는 총 21개 지침 중 혈관접근장치 3건(10.7%)이 가장 많았으며 투약,

구강위생, 장루간호, 억제대, 도뇨관, 상처간호가 각각 2건씩 해당되었다(표 8). 건강

증진 총 17개 지침중 체중조절이 2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1건씩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노화와 관련된 주제가 4편 있었는데 기능저하, 노인의 피부관리, 노화에 따

른 변화, 임종상태이었다(표 9).

증상/건강문제 관리는 총 57개 지침 중 통증, 욕창간호가 각각 5건(8.8%)으로

가장 많았고, 변비, 우울, 연하곤란, 약물남용, 요실금이 각각 3건(5.3%)으로 많았으

며 나머지는 1-2건씩이 해당되었다(표 10).

질환관리는 총 29개 지침중 천식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이 각각 2건으로 많았고 나

머지는 모두 1건씩만 해당되었다(표 11). 간호관리는 총 5건의 지침으로 적은 편이

었으며, 주제는 다양하였다(표 12).

표 7.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별 분포



주제 n %

1. Ear care 1 4.8

2. Eye care 1 4.8

3. Medication 2 9.5

4. Oral hygiene 2 9.5

5. Ostomy care 2 9.5

6. Peritoneal dialysis 1 4.8

7. Physical restraint 2 9.5

8. preoperative skin care 1 4.8

9. Tracheal suctioning 1 4.8

10. Urinary catheter 2 9.5

11. Vascular access devices 3 14.3

12. Vital signs 1 4.8

13. Wound care 2 9.5

Total 21 100.0

주제 n %

1. Cardiac disease prevention 1 5.6

2. Early childhood pacifier use 1 5.6

3. Emotional support 1 5.6

4. End-of-life condition(s) 1 5.6

5. Exercise 1 5.6

6. Functional decline 1 5.6

7. Gerontological changes 1 5.6

8. Infant health 1 5.6

9. Knowledge retention 1 5.6

10. Life events 1 5.6

11. Mental health 1 5.6

12. Psychosocial spiritual experience 1 5.6

13. Sexual health 1 5.6

14. Sleep management 1 5.6

15. Smoking cessation 1 5.6

16. Skin care in elderly 1 5.6

17. Weight control 2 11.1

Total 17 100.0

표 8.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분석: 간호절차 (N=21)

표 9.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분석: 건강증진 (N=18)



주제 n %

1. Agitation 1 1.8

2. Anxiety 1 1.8

3. Asymptomatic hypoglycemia 1 1.8

4. Bereavement 1 1.8

5. Confusion/delirium 2 3.5

6. Constipation 3 5.3

7. Dehydration 2 3.5

8. Deep vein thrombosis 2 3.5

9. Depression 3 5.3

11. Dysphagia 3 5.3

12. Falls 2 3.5

13. Fever 1 1.8

14. Hair loss or alopecia in adult women 1 1.8

15. Hearing impairment 1 1.8

16. Impairment in cognitive function 1 1.8

17. Inadvertent perioperative hypothermia 1 1.8

18. Infant colic 1 1.8

19. Malnutrition 2 3.5

20. Obstructive sleep apnea 1 1.8

21. Oral mucositis 1 1.8

22. Pain 5 8.8

23. Pediculosis capitis 1 1.8

24. Pressure ulcers 5 8.8

25. Primary dysmenorrhea 1 1.8

26. Sunburn 1 1.8

27. Sleep disorders 1 1.8

28. Spiritual distress 1 1.8

29. Substance abuse 3 5.3

30.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ur 1 1.8

31. Wandering 1 1.8

32. Unintentional weight loss 1 1.8

33. Urinary incontinence 3 5.3

34. Venous leg ulcers 1 1.8

35. Vitamin D deficiency 1 1.8

Total 57 100.0

표 10.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분석: 증상/건강문제 관리 (N=57)



주제 n %

1. Acute gout 1 3.4

2.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1 3.4

3. Asthma 2 6.9

4. Chronic kidney disease 1 3.4

5. Coronary heart disease 1 3.4

6. Cystectomy and urinary diversion 1 3.4

7. Dementia 1 3.4

8. Diabetic foot complications 1 3.4

9. Fibromyalgia syndrome 1 3.4

10. Heart failure 1 3.4

11. Hypertension 1 3.4

12. Illness or functional impairment 1 3.4

13. Incontinent urostomy 1 3.4

15. Irritable bowel syndrome 2 6.9

16. Ischemic stroke 1 3.4

17. Lower-extremity arterial disease 1 3.4

18. Molluscum contagiosum virus infection 1 3.4

19. Movement disorders 1 3.4

20. Neurologic conditions 1 3.4

21. Osteoporosis 1 3.4

22. Polycystic ovarian syndrome 1 3.4

23. Schizophrenia 1 3.4

24. Seizure disorders 1 3.4

25. Serious or life-threatening illness 1 3.4

26.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1 3.4

27. Split thickness graft donor sites 1 3.4

28. Type 2 diabetes 1 3.4

Total 29 100.0

주제 n %

1. Any disease or condition requiring a nurse's care 2 40.0

2. Day surgery 1 20.0

3. Decision-making capacity 1 20.0

4. Medication error 1 20.0

Total 5 100.0

표 11.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분석: 질환관리 (N=29)

표 12.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분석: 간호관리 (N=5)



지침 범주 n %

Assessment of treatment effectiveness 1 0.8

Counseling 19 14.4

Diagnosis 17 12.9

Evaluation 83 62.9

Management 113 85.6

Prevention 57 43.2

Rehabilitation 1 0.8

Risk assessment 30 22.7

Screening 19 14.4

Treatment 41 31.1

Technology assessment 3 2.3

3)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지침범주 분석

지침범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지침이 8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평가 62.9%, 예방 43.2%, 치료 31.1%로 나타났다. 치료효과

사정이나 재활은 각각 전체 지침의 0.8%만 해당되었다(표 13).

4)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임상전문분야 분석

임상전문분야는 질병/상태를 간호학의 분류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분야는 생물생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였고, 그 다

음으로 기본간호 15.3%, 환자 관리에서의 문제와 해결” 12.0%, 소화와 위장관계 기

능 10.7%, 피부기능 10.0% 을 차지하였다. “수술시 간호관리”, “면역기능”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표 14).

표 13.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지침범주별 분포 (N=132)



임상전문분야 n* %

Biophysical and psychosocial concepts 26 17.3

Concepts and challenges in patient management 18 12.0

Operative nursing management - -

Gas exchange and respiratory function 4 2.7

Digestive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 16 10.7

Cardiovascular, circulatory, and hematologic function 10 6.7

Metabolic and endocrine function 4 2.7

Renal and urinary tract function 8 5.3

Reproductive function 3 2.0

Immunologic function - -

Integumentary function 15 10.0

Sensorineural function 5 3.3

Neurologic function 11 7.3

Musculoskeletal function 23 2.0

Other acute problem (infection, emergency, etc.) 2 1.3

Fundamental nursing 33 15.3

Unknown 2 1.3

Total 150 100.0

표 14.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임상전문분야별 분포

*중복 분류

4.2.2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분석

분석대상이 된 5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제목, 소재, 발행연도, 개발방법

은 표 15와 같다. 1개 지침은 학회지에 게재된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석/박사 학위

논문으로 개발되었다. 주제는 다양하였고, 발행연도는 모두 2005년도 이후였다. 개

발절차는 SIGN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5건 모두였고 이중 2건에서는

AGREE를 이용하여 개발된 지침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번

호
제 목

학회지/

학위논문

발행

연도
개발방법*

1 근거중심 암환자 섬망간호 가이드라인 개발

과 효과검증
경상대 박사 2011

수용개작

SIGN

2 중환자실 섬망예방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중

재 프로토콜 개발
임상간호연구 2010 SIGN

3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과

적용 및 평가

전남대 박사 2009
SIGN,

AGREE

4 시설노인의 비약물적 변비관리를 위한 근거

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계명대 박사 2007

SIGN,

AGREE
5 급성혼돈 환자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

무 가이드라인 개발
계명대 석사 2005 SIGN

표 15.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SIG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AGREE, Appraisal of

Guidelines Research and Evaluation.

4.3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

4.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평균 30.3세이며, 성별은 여자가

99.4%이었다. 학력은 4년제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석,박사과정과 졸업생을 합치

면 28.6%나 되었다. 병원 근무경력은 61-120개월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5-60개월 30.4 % 이었다. 현 병동 근무경력은 25-60개월이 4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61-120개월 21.6 % 이었다. 현재 근무병동은 내과계 31.9 %, 외과계 34.7 %

로 많았고, 다음은 중환자실 20.7 %, 모성∙소아병동 10.9 % 순이었다(표 16).

대상 교육담당 간호사의 특성을 보면 연령이 평균 40.9세이며, 여자가 100% 이

었다. 학력은 석,박사과정과 졸업생을 합치면 88.7% 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근무경

력은 61-120개월 38.3% 이었으며, 다음이 25-60개월이 30.4%로 많았고, 간호교육

담당자로서의 근무경력은 25-60개월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61-120개월

21.6% 이었다. 직위는 수간호사/파트장이 50.9%로 과반수 이었으며 다음은 간호사

22.6 %, 과장/팀장이 18.9 % 이었다(표 17).



특성 n %

연령 (세) 30.3 4.9
성별
남자 2 0.6
여자 328 99.4

학력

3년제 66 20.0
4년제 120 36.4
RN-BSN/학점은행제 49 14.8
석사졸업 또는 과정 90 27.3
박사졸업 또는 과정 5 1.5

병원 근무경력
1-12개월 0 0
13-24개월 15 4.6
25-60개월 100 30.4
61-120개월 126 38.3
121개월 이상 88 26.7

현병동 근무경력
1-12개월 28 8.5
13-24개월 59 17.9
25-60개월 149 45.3
61-120개월 71 21.6

121개월 이상 22 6.7

현근무병동
내과계병동 105 31.9
외과계병동 114 34.7
모성.소아 병동 36 10.9

중환자실 68 20.7
특수병동 8 2.4
기타 22 6.7

표 16. 간호사의 특성 (N=330)

              



특성 n %

연령 (세) (평균, 표준편차) 40.9 6.7
성별
남자 0 0
여자 53 100.0

학력

3년제 1 1.9
4년제 3 5.7
RN-BSN/학점은행제 2 3.8
석사졸업 또는 과정 40 75.5
박사졸업 또는 과정 7 13.2
근무경력

1-12개월 0 0
13-24개월 15 4.6
25-60개월 100 30.4
61-120개월 126 38.3
121개월 이상 88 26.7

간호교육 담당자로서

근무기간
1-12개월 28 8.5
13-24개월 59 17.9

25-60개월 149 45.3
61-120개월 71 21.6
121개월 이상 22 6.7

직위
간호사 12 22.6
수간호사/파트장 27 50.9

과장/팀장 10 18.9
기타 4 7.5

    표 17. 간호교육 담당자의 특성                         (N=53)

4.3.2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간호행위(간호사정-진단-중재)의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간호사간, 병동간,

병원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나, 최신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상질문에 대해 간호사는 총 1723개, 간호

부서 교육담당자는 317개로 총 2040개 임상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중 158개 질문은

문제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간호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문제가 너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1882개가 분석대상이 되

었다.



임상질문 대분류
중 분 류

n

소분류

n

임상질문

n %

1. 활력징후 4 11 30 1.6

2. 투약간호 14 41 120 6.4

3. 피부반응검사(skin test) 1 5 92 4.9

4. 동맥관 관리 3 3 13 0.7

5. 중심정맥관 관리 10 14 138 7.3

6. 정맥주입요법 7 24 219 11.6

7. 총비경구영양(TPN) 4 7 18 1.0

8. 수혈간호 8 14 56 3.0

9. 호흡간호 15 37 94 5.0

10. 산소요법 2 5 14 0.7

11. 흡인간호 4 8 38 2.0

12. 영양간호 3 6 6 0.3

13. 위관영양 2 8 25 1.3

14. 섭취량과 배설량(I/O) 2 3 22 1.2

15. 관장 5 6 17 0.9

16. 욕창간호 3 8 59 3.1

17. 상처간호 5 8 42 2.2

1882개의 임상질문을 분류한 결과 대분류 50개, 중분류 207개, 소분류 456개로

분류되었다(표 18, 부록 5).

대분류 50개 주제영역에서 질문수가 100개 이상인 임상질문은 5개 주제영역으로

투약간호 120개, 중심정맥관 관리 138개, 정맥주입요법 219개, 도뇨관 간호 151개,

수술환자 간호 172개 이었다. 질문수가 50-99개인 임상질문은 5개 주제 영역으로

피부반응검사 92개, 수혈간호 56개, 호흡간호 94개, 욕창간호 59개, 검사:배양 55개

이었다. 20-49개인 임상질문은 12개 주제영역으로 활력징후 30개, 흡인간호 38개,

위관영양 25개, 섭취량과 배설량 22개, 상처간호 42개, 관(tube)간호 29개, 검사 23

개, 구강간호 29개, 고열환자간호 46개, 신생아간호 24개, 당뇨환자간호 24개, 간호

관리 23개 이었다. 반면 질문수가 10개 미만으로 적었던 임상질문은 16개 주제 영

역으로 영양간호, 피부간호, 시술간호, 낙상간호, 억제대 간호, 운동간호, 오심∙딸꾹

질 간호, 정신건강간호,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 미숙아간호, 분만간호, 산모간호, 장

폐색환자 간호, 투석환자간호, 간호윤리, 물품관리였다(표 18).

   표 18. 임상질문 대분류별 중분류, 소분류 및 임상질문 수 (N=1882)



18. 피부간호 1 2 2 0.1

19. 도뇨관 간호 8 16 151 8.0

20. 관(tube) 간호 6 12 29 1.5

21. 통증간호 4 7 13 0.7

22. 검사시 간호 3 13 93 4.9

23. 시술간호 3 5 7 0.4

24. 검사: 배양 3 6 55 2.9

25. 검사 6 15 23 1.2

26. 중심정맥압(CVP) 측정 1 4 13 0.7

27. 감염간호 4 23 80 4.3

28. 구강간호 3 5 29 1.5

29. 고열환자 간호 3 8 46 2.4

30. 냉온요법 6 8 10 0.5

31. 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2 6 16 0.9

32. 체위간호 1 3 15 0.8

33. 낙상간호 1 3 7 0.4

34. 억제대 간호 3 3 3 0.2

35. 운동간호 1 2 2 0.1

36. 정신건강간호 2 2 2 0.1

37. 수면간호 1 1 1 0.1

38. 수술환자간호 3 33 172 9.1

39.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 1 2 4 0.2

40. 신생아 간호 10 13 24 1.3

41. 미숙아간호 2 2 2 0.1

42. 분만간호 4 4 6 0.3

43. 산모간호 6 7 7 0.4

44. 오심, 딸꾹질 간호 2 3 4 0.2

45. 장폐색환자 간호 3 3 4 0.2

46. 당뇨환자 간호 5 9 24 1.3

47. 투석환자 간호 3 6 7 0.4

48. 간호관리 10 18 23 1.2

49. 간호윤리 1 1 1 0.1

50. 물품관리 3 3 3 0.2

계 50 207 456 1882 100.0



4.4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4.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1차 델파이조사에는 95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두 여

성이고 평균연령은 43.0세, 학력은 석사과정중 또는 석사졸이 69.5%로 다수를 차지

하였다. 병원근무경력은 평균 21.0년, 수간호사 근무경력은 평균 7.8년이며, 현재 근

무지는 내과계병동, 외과계병동, 중환자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는 65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두 여성이고 평균연령은 43.0세, 학

력은 석사과정중 또는 석사졸이 67.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병원근무경력은 평균

20.8년, 수간호사 근무경력은 평균 7.7년이며, 현재 근무지는 내과계병동, 외과계병

동, 중환자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1차와 2차 델파이조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유사하였다(표 19).

표 19. 델파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1차(n=95) 2차(n=65)
빈도(%) 빈도(%)

성 여성 95(100.0) 65(100.0)
남성 0( 0.0) 0( 0.0)

연령(세) 평균±표준편차 43.0±6.8 43.0±5.7

학력 3년제 5( 5.3) 3( 4.6)
4년제 8( 8.4) 7(10.8)
RN/BSN 8( 8.4) 4( 6.2)
석사과정 또는 졸업 66(69.5) 44(67.7)

박사과정 또는 졸업 8( 8.4) 7(10.8)

병원근무경력(년) 평균±표준편차 21.0±5.4 20.8±5.4

수간호사 근무경력(년) 평균±표준편차 7.8±5.4 7.7±5.2

현 근무지 내과계병동 26(27.4) 18(27.7)
외과계병동 25(26.3) 16(24.6)
모아병동 11(11.6) 10(15.4)
중환자실 25(26.3) 18(27.7)

기타 8( 8.5) 3( 4.6)



4.4.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임상실무지침 주제의 점수분포

기준 1인 적용 환자범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적용대상이 많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활력징후(평균 8.84), 투약간호(평균 8.65), 정맥주입요법(평균 8.26)의 순

이었다. 이에 비해 적용환자의 범위가 작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신생아간호

(평균 2.73),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평균 2.73), 동맥관 관리(평균 3.41)의 순이었다

(표 20).

기준 2인 확실성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응답한 간호실무는 투약간호

(평균 8.05), 활력징후(평균 7.99), 수혈간호(평균 7.81)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확실

성이 작은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정신건강간호(평균 5.84), 신생아 간호(평균

6.16), 운동간호(평균 6.36)의 순이었다(표 21).

기준 3인 환자결과개선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결과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투약간호(평균 8.36), 수혈간호(평균 8.27), 호흡간호(평균 8.14)의 순이었

다. 이에 비해 결과개선효과가 작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정신건강간호(평균

6.56), 억제대 간호(평균 6.78), 구강간호(평균 6.88), 운동간호(평균 6.88)의 순이었다

(표 22).

기준 4인 간호업무개선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수술환자간호(평균 7.51), 검사간호(평균 7.36), 정맥주입요법(평균 7.35)

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업무개선효과가 작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정신건강

간호(평균 6.11), 관장(평균 6.21), 구강간호(평균 6.24)의 순이었다(표 23). 각각의 임

상간호실무지침 주제에서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는 대체로 일

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활력징후의 경우 기준1, 기준 2, 기준 3은 각각 1위, 2위,

5위를 차지한 반면 기준 4는 19위였다 (표 24).

2)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상대적 중요성

4가지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기준 1 환자범위는 평균 22.3%, 기준 2 확실

성은 평균 26.5%, 기준 3 환자결과개선효과는 평균 23.5%, 기준 4 간호업무개선효

과는 평균 27.7%로 나타나 확실성과 간호업무개선효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

하였다(표 25).



3) 전반적인 기준 적용시 10대 우선순위 간호실무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간호실무지침 개발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한 상

위 10대 간호실무로는 투약간호(62.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통증간호(57.9%),

수혈간호(56.8%), 정맥주입요법(55.8%), 수술환자간호(54.7%), 중심정맥관관리

(51.6%), 호흡간호(50.5%), 욕창간호(43.2%), 활력징후(42.1%), 감염관리: 소독 및 멸

균(37.9%) 순이었다(표 26).



표 20.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1(환자범위)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8.84 0.69 9 3-9 1

2.투약간호 8.65 0.94 9 4-9 2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16 2.08 8 1-9 7

4.동맥관 관리 3.41 2.42 3 1-9 37

5.중심정맥관 관리 5.03 2.20 5 1-9 28

6.정맥주입요법 8.26 1.28 9 1-9 3

7.총비경구영양(TPN) 5.25 2.27 5 1-9 24

8.수혈간호 5.63 2.23 6 2-9 17

9.호흡간호 5.99 2.23 7 1-9 13

10.산소요법 6.40 2.07 7 2-9 11

11.흡인간호 5.23 2.62 6 1-9 25

12.위관영양 4.47 2.42 5 1-9 31

13.섭취량과 배설량 7.41 1.67 8 3-9 5

14.관장 4.98 2.06 5 1-9 29

15.욕창간호 5.18 2.57 5 1-9 26

16.상처간호 5.55 2.31 6 1-9 20

17.도뇨관 간호 5.98 2.22 6 1-9 14

18.관(tube)간호 5.60 2.16 5.5 1-9 19

19.통증간호 7.34 1.71 8 3-9 6

20.검사간호 7.12 1.86 8 2-9 8

21.검사: 배양 5.65 2.25 5 1-9 15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4.40 2.56 4 1-9 32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4.20 2.40 4 1-9 33

24.감염관리: 보호격리 4.02 2.45 3 1-9 34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6.88 2.25 8 2-9 10

26.구강간호 5.08 2.55 5 1-9 27

27.고열환자간호 5.48 2.00 5 2-9 21

28.냉온요법 5.33 2.20 5 1-9 23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4.79 2.39 5 1-9 30

30.체위간호 5.62 2.50 6 1-9 18

31.낙상간호 7.52 1.91 8 1-9 4

32.억제대간호 3.79 2.66 3 1-9 35

33.운동간호 5.48 2.35 6 1-9 21

34.정신건강간호 3.68 1.90 4 1-9 36

35.수술환자간호 6.08 2.53 7 1-9 12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2.73 2.31 2 1-9 38

37.신생아간호 2.32 2.03 1 1-9 39

38.당뇨환자간호 5.64 2.09 6 1-9 16

39.야간근무관리 6.89 2.28 7 2-9 9



표 21.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2(확실성)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7.99 1.43 8 3-9 2

2.투약간호 8.05 1.17 8 3-9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43 1.91 8 2-9 8

4.동맥관 관리 6.43 1.91 6.5 1-9 36

5.중심정맥관 관리 7.16 1.50 7 2-9 16

6.정맥주입요법 7.53 1.41 7.5 3-9 5

7.총비경구영양(TPN) 7.16 1.41 7 3-9 16

8.수혈간호 7.81 1.37 8 3-9 3

9.호흡간호 7.41 1.40 7 2-9 9

10.산소요법 7.46 1.36 8 4-9 6

11.흡인간호 7.56 1.46 8 2-9 4

12.위관영양 7.09 1.38 7 3-9 21

13.섭취량과 배설량 7.28 1.62 7 3-9 10

14.관장 7.00 1.64 7 3-9 25

15.욕창간호 7.26 1.54 7 3-9 11

16.상처간호 6.98 1.48 7 1-9 26

17.도뇨관 간호 7.14 1.48 7 3-9 19

18.관(tube)간호 6.83 1.41 7 3-9 28

19.통증간호 7.19 1.70 7 3-9 14

20.검사간호 7.18 1.41 7 3-9 15

21.검사: 배양 6.83 1.61 7 2-9 28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7.11 1.65 7 2-9 20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7.15 1.78 7 2-9 18

24.감염관리: 보호격리 7.23 1.65 8 2-9 12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7.45 1.45 7.5 3-9 7

26.구강간호 6.64 1.63 6.5 3-9 32

27.고열환자간호 6.85 1.43 7 3-9 27

28.냉온요법 6.76 1.52 7 3-9 30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6.69 1.62 7 3-9 31

30.체위간호 7.04 1.62 7 1-9 23

31.낙상간호 7.01 1.83 7 1-9 24

32.억제대간호 6.44 1.76 6.5 2-9 35

33.운동간호 6.36 1.87 6.5 1-9 37

34.정신건강간호 5.84 1.90 6 1-9 39

35.수술환자간호 7.21 1.57 7 2-9 13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6.49 1.95 7 1-9 34

37.신생아간호 6.16 2.14 7 1-9 38

38.당뇨환자간호 7.08 1.56 7 3-9 22

39.야간근무관리 6.55 2.06 7 1-9 33



표 22.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3(환자결과개선)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8.01 1.37 9 3-9 5

2.투약간호 8.36 0.94 9 5-9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78 1.53 8 2-9 14

4.동맥관 관리 7.16 1.77 8 2-9 34

5.중심정맥관 관리 7.93 1.23 8 4-9 8

6.정맥주입요법 8.05 1.07 8 5-9 4

7.총비경구영양(TPN) 7.72 1.32 8 3-9 16

8.수혈간호 8.27 1.07 9 4-9 2

9.호흡간호 8.14 1.07 8 4-9 3

10.산소요법 7.95 1.19 8 4-9 7

11.흡인간호 8.00 1.16 8 4-9 6

12.위관영양 7.60 1.30 8 3-9 21

13.섭취량과 배설량 7.49 1.49 8 3-9 23

14.관장 6.91 1.60 7 2-9 35

15.욕창간호 7.90 1.20 8 4-9 9

16.상처간호 7.77 1.30 8 4-9 15

17.도뇨관 간호 7.79 1.19 8 4-9 13

18.관(tube)간호 7.43 1.39 8 4-9 26

19.통증간호 7.89 1.21 8 3-9 10

20.검사간호 7.65 1.34 8 3-9 18

21.검사: 배양 7.28 1.42 7 2-9 30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7.57 1.35 7.5 2-9 22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7.61 1.31 7 2-9 19

24.감염관리: 보호격리 7.61 1.29 8 2-9 19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7.81 1.21 8 4-9 12

26.구강간호 6.88 1.65 7 3-9 36

27.고열환자간호 7.46 1.22 7 4-9 24

28.냉온요법 7.22 1.44 7 3-9 31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7.42 1.34 7 4-9 27

30.체위간호 7.36 1.34 7.5 3-9 28

31.낙상간호 7.44 1.51 7 2-9 25

32.억제대간호 6.78 1.77 7 2-9 38

33.운동간호 6.88 1.73 7 2-9 36

34.정신건강간호 6.56 1.78 7 3-9 39

35.수술환자간호 7.86 1.18 8 3-9 11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7.19 1.66 7 1-9 32

37.신생아간호 7.19 1.78 8 1-9 32

38.당뇨환자간호 7.72 1.33 8 4-9 16

39.야간근무관리 7.32 1.52 8 3-9 29



표 23.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4 (간호업무개선)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6.91 2.06 8 2-9 19

2.투약간호 7.19 1.90 8 2-9 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6.78 1.90 7 1-9 25

4.동맥관 관리 6.47 1.92 6 1-9 31

5.중심정맥관 관리 7.09 1.67 7 1-9 12

6.정맥주입요법 7.35 1.56 8 2-9 3

7.총비경구영양(TPN) 6.75 1.87 7 2-9 26

8.수혈간호 7.29 1.84 8 2-9 4

9.호흡간호 7.22 1.70 8 3-9 6

10.산소요법 7.05 1.76 8 3-9 13

11.흡인간호 7.13 1.77 8 3-9 11

12.위관영양 6.83 1.76 7 2-9 24

13.섭취량과 배설량 6.95 1.84 8 2-9 16

14.관장 6.21 1.98 6 1-9 38

15.욕창간호 7.24 1.80 8 1-9 5

16.상처간호 7.02 1.82 7 2-9 14

17.도뇨관 간호 6.98 1.77 7 2-9 15

18.관(tube)간호 6.62 1.89 6.5 2-9 29

19.통증간호 7.20 1.61 7 2-9 7

20.검사간호 7.36 1.56 8 2-9 2

21.검사: 배양 6.55 1.97 7 1-9 30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6.93 1.95 7 1-9 18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6.88 1.95 7 1-9 21

24.감염관리: 보호격리 6.86 2.06 7 1-9 23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7.16 1.73 7 1-9 10

26.구강간호 6.24 2.09 6 1-9 37

27.고열환자간호 6.67 1.70 7 1-9 27

28.냉온요법 6.43 1.84 7 2-9 33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6.38 1.87 6 2-9 34

30.체위간호 6.66 1.98 7 2-9 28

31.낙상간호 6.95 1.85 7 1-9 16

32.억제대간호 6.38 2.00 6 1-9 34

33.운동간호 6.32 2.03 6.5 1-9 36

34.정신건강간호 6.11 1.99 6 1-9 39

35.수술환자간호 7.51 1.58 8 2-9 1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6.89 1.77 7 2-9 20

37.신생아간호 6.47 2.03 6.5 2-9 31

38.당뇨환자간호 7.20 1.72 7 2-9 7

39.야간근무관리 6.87 1.86 7 1-9 22



표 24.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각 실무별 4가지 기준 순위 분포

간호실무
기준1

(환자범위)
순위

기준2
(확실성)
순위

기준3
(환자업무개선)

순위

기준4
(간호업무개선

)순위

1.활력징후 1 2 5 19

2.투약간호 2 1 1 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 8 14 25

4.동맥관 관리 37 36 34 31

5.중심정맥관 관리 28 16 8 12

6.정맥주입요법 3 5 4 3

7.총비경구영양(TPN) 24 16 16 26

8.수혈간호 17 3 2 4

9.호흡간호 13 9 3 6

10.산소요법 11 6 7 13

11.흡인간호 25 4 6 11

12.위관영양 31 21 21 24

13.섭취량과 배설량 5 10 23 16

14.관장 29 25 35 38

15.욕창간호 26 11 9 5

16.상처간호 20 26 15 14

17.도뇨관 간호 14 19 13 15

18.관(tube)간호 19 28 26 29

19.통증간호 6 14 10 7

20.검사간호 8 15 18 2

21.검사: 배양 15 28 30 30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32 20 22 18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33 18 19 21

24.감염관리: 보호격리 34 12 19 23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10 7 12 10

26.구강간호 27 32 36 37

27.고열환자간호 21 27 24 27

28.열요법과 냉요법 23 30 31 33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30 31 27 34

30.체위 18 23 28 28

31.낙상간호 4 24 25 16

32.억제대간호 35 35 38 34

33.운동간호 21 37 36 36

34.정신건강간호 36 39 39 39

35.수술환자간호 12 13 11 1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38 34 32 20

37.신생아간호 39 38 32 31

38.당뇨환자간호 16 22 16 7

39.야간근무관리 9 33 29 22



표 25. 1차 델파이 조사에서 4가지 기준에 대한 가중치 점수

기준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기준1: 환자범위 22.3 7.09 20 10-40

기준2: 확실성 26.5 7.17 30 10-60

기준3: 환자결과개선 23.5 7.54 20 10-40

기준4: 간호업무개선 27.7 7.65 30 10-40

표 26.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반적 기준 적용시 10대 우선순위 간호실무

간호실무 n % 순위 간호실무 n % 순위

1.활력징후 40 42.1 9 21.검사: 배양 13 13.7 25

2.투약간호 59 62.1 1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9 20.0 20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21 22.1 18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19 20.0 20

4.동맥관 관리 14 14.7 24 24.감염관리: 보호격리 11 11.6 28

5.중심정맥관 관리 49 51.6 6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36 37.9 10

6.정맥주입요법 53 55.8 4 26.구강간호 9 9.5 30

7.총비경구영양(TPN) 10 10.5 29 27.고열환자간호 23 24.2 16

8.수혈간호 54 56.8 3 28.냉온요법 13 13.7 25

9.호흡간호 48 50.5 7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18 18.9 22

10.산소요법 35 36.8 11 30.체위간호 7 7.4 34

11.흡인간호 35 36.8 11 31.낙상간호 28 29.5 15

12.위관영양 13 13.7 25 32.억제대간호 5 5.3 35

13.섭취량과 배설량 30 31.6 13 33.운동간호 8 8.4 33

14.관장 3 3.2 38 34.정신건강간호 3 3.2 38

15.욕창간호 41 43.2 8 35.수술환자간호 52 54.7 5

16.상처간호 18 18.9 22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4 4.2 37

17.도뇨관 간호 22 23.2 17 37.신생아간호 5 5.3 35

18.관(tube)간호 9 9.5 30 38.당뇨환자간호 21 22.1 18

19.통증간호 55 57.9 2 39.야간근무관리 9 9.5 30

20.검사간호 30 31.6 13



4.4.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임상실무지침 주제의 점수분포

기준 1인 적용환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적용대상이 많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활력징후(평균 8.72), 투약간호(평균 8.62), 정맥주입요법(평균 8.34)의 순

이었다. 이에 비해 적용환자의 범위가 작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신생아간호

(평균 2.06),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평균 2.37), 억제대 간호(평균 3.31)의 순이었다

(표 27).

기준 2인 확실성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응답한 간호실무는 활력징후

(평균 8.22), 투약간호(평균 8.17), 수혈간호(평균 7.83)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확실

성이 작은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정신건강간호(평균 5.83), 신생아 간호(평균

6.03),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평균 6.23)의 순이었다(표 28).

기준 3인 환자결과개선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결과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투약간호(평균 8.28), 수혈간호(평균 8.15), 활력징후(평균 8.11)의 순이었

다. 이에 비해 결과개선효과가 작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정신건강간호(평균

6.32), 억제대 간호(평균 6.45), 운동간호(평균 6.55)의 순이었다(표 29).

기준 4인 간호업무개선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투약간호(평균 7.31), 수술환자간호(평균 7.15), 통증간호(평균 7.03)의 순

이었다. 이에 비해 업무개선효과가 작을 것으로 응답한 간호실무는 구강간호(평균

5.91), 정신건강간호(평균 5.98), 관장(평균 6.11), 억제대 간호(평균 6.11)의 순이었다

(표 30). 각각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에서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활력징후의 경우 기준1, 기준 2, 기준

3은 각각 1위, 2위, 5위를 차지한 반면 기준 4는 19위였다(표 31).

2)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상대적 중요성

4가지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기준 1 환자범위는 평균 20.6%, 기준 2 확실

성은 평균 26.6%, 기준 3 환자결과개선효과는 평균 24.8%, 기준 4 간호업무개선효

과는 평균 28.0%로 나타나 확실성과 간호업무개선효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

하였다(표 32).

3) 전반적인 기준 적용시 10대 우선순위 간호실무

간호실무지침 개발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한 상위 10대 간호실무

로는 통증간호(59.4%), 투약간호(56.3%), 중심정맥관 관리(51.6%), 수혈간호(51.6%),



호흡간호(51.6%), 정맥주입요법(46.9%), 수술환자간호(45.3%), 욕창간호(39.1%), 소

독 및 멸균(35.9%), 활력징후(34.4%)이었다(표 33).

4)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통합점수

표 34는 4가지 기준의 점수를 통합하여 평균한 것이며, 표 35는 4가지 기준의 상

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통합 평균한 것이다. 먼저 가중치를 고려하

지 않은 경우 간호실무지침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10대 간호실무로는 투약간

호(평균 6.26), 정맥주입요법(평균 6.17), 활력징후(평균 6.08), 통증간호(평균 5.97),

검사간호(평균 5.83), 낙상간호(평균 5.77), 섭취량과 배설량(평균 5.74), 피부반응검

사(5.71), 야간근무관리(5.68), 수술환자간호(5.65)이었다(표 34).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5대 간호실무로는 투약간호(평균

6.09), 정맥주입요법(평균 6.02), 활력징후(평균 5.89), 통증간호(평균 5.88), 검사간호

(평균 5.75), 낙상간호(평균 5.66), 섭취량과 배설량(평균 5.64), 수술환자간호(평균

5.61), 피부반응검사(평균 5.6), 야간근무관리 (평균 5.59)이었다(표 35).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의 평균값의 변화가 있으며, 10대 간호실무에 선정된 실무는 동

일하나 8-10위 순위에서만 일부 순위변동이 있었다(표 36).

5)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통합점수와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10대 우

선순위 간호실무의 비교

4가지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10대 간호실무와 주관적

으로 인식한 우선순위 10대 간호실무를 정리한 것이 표 37이다. 두 가지 방법에서

상위 10대 이내에 선정된 간호실무는 1) 투약간호, 2) 정맥주입요법, 3) 활력징후,

4) 통증간호 5) 수술환자간호이었다.

6) 근무지별 우선순위 비교

(1) 4가지 기준의 통합점수 비교

표 38은 4가지 기준의 점수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여 4가지 기준에 대한 통합점

수를 구한 것이다. 39개 간호실무중 중심정맥관 관리(p=0.030), 흡인간호(p=0.018),

욕창간호(p=0.007), 상처간호(p=0.009), 구강간호(p<0.001), 억제대 간호(p=0.001) 등

6개 간호실무에서는 근무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처간호는 외과계와 모아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간호실무에 대해서는 모두 모아와 중환자실간에 차이

가 있었다. 즉, 내외과계와 중환자실은 거의 비슷한 통합점수를 보였지만, 모아와



중환자실간에는 일부 간호실무에 대한 우선순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10대 우선순위 간호실무 비교

간호실무지침 개발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상위 10

대 간호실무에서 근무지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피부반응검사(p=0.035), 고열환

자간호(p=0.046), 낙상간호(p=0.028), 그리고 신생아간호(p=0.003)이었다. 중환자실

근무자는 피부반응검사를 10대 우선순위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낙상간호에 대해서

도 우선순위로 선정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생아간호의 경우 내외과계, 중

환자실에 비해 모아병동에 근무하는 응답자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선정비율을 보였

다. 고열환자간호는 다른 병동에 비해 모아 병동에서 높은 선정비율을 보였다(표

39).

(3) 4가지 기준의 통합점수와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우선순위 간호실무의 비교

4가지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10대 간호실무와 전반적

인 기준적용시 선정한 간호실무중 40%이상 응답률을 보인 간호실무를 선정하여 비

교 정리한 것이 표 40이다.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에서 4개 근무지에서 모두 상위 10위에 선정된 간호실

무는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통증간호, 낙상간호 등 5개 이었으며, 3개

근무지에서 모두 상위 10위에 선정된 간호실무는 검사 간호이었다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우선순위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 실무주제가 많아서 10위이

내의 실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40 % 이상이 응답한 간호실무로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4개 근무지에서 모두 4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간호실무는 없었으며, 3개

근무지에서 모두 4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간호실무는 투약간호, 통증간호, 정맥

주입요법, 수술환자간호 등이었다.



표 27.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1(환자범위)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8.72 0.93 9 2-9 1

2.투약간호 8.62 1.06 9 1-9 2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6.98 1.64 7 2-9 7

4.동맥관 관리 3.32 2.00 3 1-9 36

5.중심정맥관 관리 4.75 1.86 5 1-9 27

6.정맥주입요법 8.34 0.87 8 4-9 3

7.총비경구영양(TPN) 4.75 1.85 5 1-9 28

8.수혈간호 5.42 1.93 6 1-9 17

9.호흡간호 5.86 1.83 6 1-9 13

10.산소요법 6.11 1.65 6 2-9 11

11.흡인간호 4.98 2.25 5 1-9 23

12.위관영양 4.09 1.92 4 1-9 33

13.섭취량과 배설량 7.12 1.64 7 2-9 6

14.관장 4.45 1.48 5 1-8 30

15.욕창간호 4.78 2.05 5 1-9 26

16.상처간호 5.11 1.64 5 1-9 22

17.도뇨관 간호 5.45 1.77 6 1-9 16

18.관(tube)간호 5.34 1.55 5 1-8 19

19.통증간호 7.28 1.41 7 2-9 4

20.검사간호 6.92 1.49 7 2-9 8

21.검사: 배양 5.37 1.69 6 1-9 18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4.26 1.78 4 1-9 31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4.14 1.74 4 1-9 32

24.감염관리;보호격리 3.77 1.83 4 1-9 34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6.38 1.86 7 1-9 10

26.구강간호 4.72 2.04 5 1-9 29

27.고열환자간호 5.23 1.47 5 2-8 20

28.냉온요법 4.97 1.55 5 1-8 24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4.80 1.67 5 2-8 25

30.체위간호 5.48 1.91 6 1-9 15

31.낙상간호 7.23 1.78 8 1-9 5

32.억제대간호 3.31 1.91 3 1-9 37

33.운동간호 5.23 1.8 5 1-9 21

34.정신건강간호 3.74 1.7 3 1-8 35

35.수술환자간호 6.03 1.76 6 1-9 12

36.유방절제술 간호 2.37 1.49 2 1-7 38

37.신생아간호 2.06 1.21 2 1-7 39

38.당뇨환자간호 5.63 1.54 6 2-9 14

39.야간근무관리 6.88 1.52 7 1-9 9



표 28.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2 (확실성)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8.22 0.88 8 5-9 1

2.투약간호 8.17 0.98 8 4-9 2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51 1.37 8 3-9 5

4.동맥관 관리 6.45 1.58 7 1-9 34

5.중심정맥관 관리 7.11 1.46 7 2-9 20

6.정맥주입요법 7.55 1.05 8 3-9 4

7.총비경구영양(TPN) 6.98 1.44 7 2-9 26

8.수혈간호 7.83 1.10 8 4-9 3

9.호흡간호 7.42 1.13 8 3-9 8

10.산소요법 7.46 1.05 8 5-9 7

11.흡인간호 7.40 1.27 8 3-9 9

12.위관영양 7.02 1.42 7 2-9 25

13.섭취량과 배설량 7.40 1.21 8 3-9 9

14.관장 7.14 1.29 7 3-9 17

15.욕창간호 7.22 1.31 7 2-9 13

16.상처간호 7.05 1.14 7 4-9 23

17.도뇨관 간호 7.15 1.27 7 3-9 15

18.관(tube)간호 6.89 1.35 7 1-9 27

19.통증간호 7.12 1.36 7 4-9 18

20.검사간호 7.12 1.18 7 3-9 18

21.검사: 배양 6.69 1.44 7 1-9 32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7.05 1.40 7 1-9 23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7.17 1.35 7 1-9 14

24.감염관리;보호격리 7.23 1.38 7 1-9 12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7.51 1.36 8 1-9 5

26.구강간호 6.71 1.34 7 3-9 31

27.고열환자간호 6.83 1.36 7 2-9 28

28.냉온요법 6.77 1.30 7 3-9 29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6.62 1.31 7 3-9 33

30.체위간호 7.11 1.21 7 3-9 20

31.낙상간호 7.25 1.38 7 2-9 11

32.억제대간호 6.25 1.67 6 1-9 36

33.운동간호 6.42 1.45 6 3-9 35

34.정신건강간호 5.83 1.52 6 3-9 39

35.수술환자간호 7.15 1.37 7 1-9 15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6.23 1.75 6 1-9 37

37.신생아간호 6.03 1.77 6 1-9 38

38.당뇨환자간호 7.08 1.16 7 4-9 22

39.야간근무관리 6.72 1.34 7 3-9 30



표 29.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3(환자결과개선)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8.11 1.02 8 3-9 3

2.투약간호 8.28 0.8 8 5-9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72 1.18 8 2-9 8

4.동맥관 관리 6.91 1.57 7 2-9 33

5.중심정맥관 관리 7.58 1.13 8 2-9 11

6.정맥주입요법 7.89 0.83 8 6-9 6

7.총비경구영양(TPN) 7.52 0.94 8 5-9 15

8.수혈간호 8.15 0.97 8 5-9 2

9.호흡간호 7.94 0.97 8 5-9 4

10.산소요법 7.82 1.01 8 5-9 7

11.흡인간호 7.92 1.15 8 1-9 5

12.위관영양 7.49 1.36 8 1-9 17

13.섭취량과 배설량 7.49 1.02 8 4-9 17

14.관장 6.89 1.29 7 2-9 34

15.욕창간호 7.52 1.42 8 1-9 15

16.상처간호 7.48 1.16 8 3-9 19

17.도뇨관 간호 7.63 0.89 8 5-9 10

18.관(tube)간호 7.26 1.27 7 1-9 26

19.통증간호 7.71 1.09 8 3-9 9

20.검사간호 7.57 1.19 8 3-9 12

21.검사: 배양 7.31 1.41 8 1-9 25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7.40 1.40 8 1-9 21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7.46 1.39 8 1-9 20

24.감염관리: 보호격리 7.40 1.42 8 1-9 21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7.57 1.37 8 1-9 12

26.구강간호 6.63 1.51 7 2-9 36

27.고열환자간호 7.22 1.28 7 3-9 28

28.냉온요법 7.08 1.41 7 3-9 30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7.23 1.34 8 3-9 27

30.체위간호 7.20 1.39 7 2-9 29

31.낙상간호 7.32 1.24 7 2-9 23

32.억제대간호 6.45 1.78 7 1-9 38

33.운동간호 6.55 1.47 7 2-9 37

34.정신건강간호 6.32 1.6 6 2-9 39

35.수술환자간호 7.55 1.19 8 3-9 14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6.88 1.58 7 1-9 35

37.신생아간호 7.06 1.33 7 3-9 31

38.당뇨환자간호 7.32 1.31 8 3-9 23

39.야간근무관리 7.00 1.43 7 3-9 32



표 30.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준 4 (간호업무개선)에 대한 점수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6.71 1.71 7 1-9 16

2.투약간호 7.31 1.24 8 2-9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6.63 1.25 7 2-9 18

4.동맥관 관리 6.40 1.46 7 2-9 27

5.중심정맥관 관리 6.86 1.29 7 2-9 9

6.정맥주입요법 7.00 1.39 7 1-9 4

7.총비경구영양(TPN) 6.49 1.47 7 1-9 25

8.수혈간호 7.00 1.53 7 2-9 4

9.호흡간호 6.94 1.49 7 2-9 7

10.산소요법 6.85 1.51 7 1-9 11

11.흡인간호 6.89 1.47 7 1-9 8

12.위관영양 6.55 1.48 7 1-9 22

13.섭취량과 배설량 6.75 1.67 7 1-9 12

14.관장 6.11 1.7 6 1-9 36

15.욕창간호 6.74 1.53 7 2-9 15

16.상처간호 6.63 1.54 7 2-9 18

17.도뇨관 간호 6.60 1.52 7 1-9 20

18.관(tube)간호 6.51 1.52 7 1-9 24

19.통증간호 7.03 1.16 7 4-9 3

20.검사간호 6.97 1.19 7 3-9 6

21.검사: 배양 6.65 1.35 7 2-9 17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6.40 1.51 7 1-9 27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6.38 1.52 7 1-9 30

24.감염관리;보호격리 6.46 1.55 7 1-9 26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6.75 1.53 7 1-9 12

26.구강간호 5.91 1.67 6 1-9 39

27.고열환자간호 6.40 1.42 7 1-9 27

28.냉온요법 6.17 1.54 6 1-9 33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6.17 1.43 6 1-9 33

30.체위간호 6.38 1.52 7 2-9 30

31.낙상간호 6.75 1.42 7 2-9 12

32.억제대간호 6.11 1.85 6 1-9 36

33.운동간호 6.17 1.67 6 1-9 33

34.정신건강간호 5.98 1.7 6 1-9 38

35.수술환자간호 7.15 1.37 7 1-9 2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6.57 1.4 7 1-9 21

37.신생아간호 6.37 1.46 7 1-9 32

38.당뇨환자간호 6.86 1.31 7 1-9 9

39.야간근무관리 6.55 1.44 7 3-9 22



표 3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각 실무별 4가지 기준 순위 분포

간호실무
기준1

(환자범위)
순위

기준2
(확실성)
순위

기준3
(환자업무개선)

순위

기준4
(간호업무개선)

순위
1.활력징후 1 1 3 16
2.투약간호 2 2 1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7 5 8 18
4.동맥관 관리 36 34 33 27
5.중심정맥관 관리 27 20 11 9
6.정맥주입요법 3 4 6 4
7.총비경구영양(TPN) 28 26 15 25
8.수혈간호 17 3 2 4

9.호흡간호 13 8 4 7
10.산소요법 11 7 7 11
11.흡인간호 23 9 5 8
12.위관영양 33 25 17 22
13.섭취량과 배설량 6 9 17 12
14.관장 30 17 34 36

15.욕창간호 26 13 15 15
16.상처간호 22 23 19 18
17.도뇨관 간호 16 15 10 20
18.관(tube)간호 19 27 26 24
19.통증간호 4 18 9 3
20.검사간호 8 18 12 6

21.검사: 배양 18 32 25 17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31 23 21 27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32 14 20 30
24.감염관리;보호격리 34 12 21 26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10 5 12 12
26.구강간호 29 31 36 39

27.고열환자간호 20 28 28 27
28.냉온요법 24 29 30 33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25 33 27 33
30.체위간호 15 20 29 30
31.낙상간호 5 11 23 12
32.억제대간호 37 36 38 36

33.운동간호 21 35 37 33
34.정신건강간호 35 39 39 38
35.수술환자간호 12 15 14 2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38 37 35 21
37.신생아간호 39 38 31 32
38.당뇨환자간호 14 22 23 9

39.야간근무관리 9 30 32 22



표 32. 2차 델파이 조사에서 4가지 기준에 대한 가중치 점수

기준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기준 1: 환자범위 20.6 4.65 20 10-30

기준 2: 확실성 26.6 4.68 25 20-40

기준 3: 환자결과개선 24.8 5.76 25 10-35

기준 4: 간호업무개선 28.0 6.01 30 10-40

표 33.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반적인 기준 적용시 10대 우선순위 간호실무

간호실무 빈도 %
*
순위 간호실무 빈도 % 순위

1.활력징후 22 34.4 10 21.검사: 배양 10 15.6 26

2.투약간호 36 56.3 2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1 17.2 23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12 18.8 22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9 14.1 28

4.동맥관 관리 15 23.4 19 24.감염관리: 보호격리 11 17.2 23

5.중심정맥관 관리 33 51.6 3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23 35.9 9

6.정맥주입요법 30 46.9 6 26.구강간호 11 17.2 23

7.총비경구영양(TPN) 17 26.6 14 27.고열환자간호 6 9.4 37

8.수혈간호 33 51.6 3 28.냉온요법 7 10.9 35

9.호흡간호 33 51.6 3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16 25.0 16

10.산소요법 19 29.7 11 30.체위간호 19 29.7 11

11.흡인간호 15 23.4 19 31.낙상간호 16 25.0 16

12.위관영양 9 14.1 28 32.억제대간호 9 14.1 28

13.섭취량과 배설량 18 28.1 13 33.운동간호 6 9.4 37

14.관장 8 12.5 33 34.정신건강간호 7 10.9 35

15.욕창간호 25 39.1 8 35.수술환자간호 29 45.3 7

16.상처간호 17 26.6 14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3 4.7 39

17.도뇨관 간호 9 14.1 28 37.신생아간호 8 12.5 33

18.관(tube)간호 16 25.0 16 38.당뇨환자간호 15 23.4 19

19.통증간호 38 59.4 1 39.야간근무관리 10 15.6 26

20.검사간호 9 14.1 28

* 1명의 무응답이 있어 유효백분율을 산출함.



표 34.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4가지 기준 통합점수의 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6.08 0.65 6.25 3.75-7.50 3
2.투약간호 6.26 0.52 6.25 4.50-7.50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5.71 0.70 5.75 3.50-7.25 8
4.동맥관 관리 4.8 0.85 4.75 2.25-6.75 35
5.중심정맥관 관리 5.27 0.62 5.25 4.25-7.00 21
6.정맥주입요법 6.17 0.56 6.25 4.00-7.25 2

7.총비경구영양(TPN) 5.20 0.68 5.25 3.75-6.75 25
8.수혈간호 5.43 0.80 5.50 3.25-7.25 14
9.호흡간호 5.58 0.74 5.75 3.25-6.75 11
10.산소요법 5.58 0.68 5.50 3.50-7.00 11
11.흡인간호 5.35 0.79 5.25 3.75-7.25 18
12.위관영양 5.03 0.75 5.00 3.00-6.75 29

13.섭취량과 배설량 5.74 0.81 5.75 3.25-7.75 7
14.관장 4.83 0.81 5.00 2.00-6.25 34
15.욕창간호 5.21 0.91 5.25 3.00-7.00 24
16.상처간호 5.29 0.71 5.50 3.75-7.00 20
17.도뇨관 간호 5.38 0.72 5.50 3.50-7.00 17
18.관(tube)간호 5.3 0.69 5.25 3.75-6.75 19

19.통증간호 5.97 0.54 6.00 4.00-7.00 4
20.검사간호 5.83 0.64 5.75 3.75-7.00 5
21.검사: 배양 5.41 0.77 5.50 3.25-7.00 16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5.00 0.73 5.00 2.75-6.50 30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4.95 0.71 5.00 2.75-6.50 31
24.감염관리;보호격리 4.85 0.74 4.75 2.75-6.50 33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5.55 0.78 5.75 2.50-6.75 13
26.구강간호 4.89 0.97 5.00 2.25-6.75 32
27.고열환자간호 5.25 0.70 5.50 2.25-6.50 22
28.냉온요법 5.11 0.77 5.25 2.25-6.50 28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5.15 0.77 5.25 2.50-7.00 26
30.체위간호 5.24 0.81 5.25 3.25-7.25 23

31.낙상간호 5.77 0.64 5.75 3.75-6.75 6
32.억제대간호 4.65 0.97 4.75 2.00-7.50 37
33.운동간호 5.13 0.85 5.25 2.00-6.50 27
34.정신건강간호 4.80 0.74 4.75 3.25-6.50 35
35.수술환자간호 5.65 0.59 5.75 4.00-6.75 10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4.65 0.64 4.75 2.25-5.75 37

37.신생아간호 4.62 0.62 4.50 2.25-6.00 39
38.당뇨환자간호 5.43 0.67 5.50 3.75-6.75 14
39.야간근무관리 5.68 0.69 5.75 3.75-7.75 9

* 기준 2(확실성)은 역코딩하여 통합점수를 구함.



표 35.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 4가지 기준 통합점수의 분포*

간호실무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 순위

1.활력징후 5.89 0.68 6.04 3.42-7.39 3
2.투약간호 6.09 0.53 6.07 4.46-7.48 1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5.6 0.69 5.68 3.30-7.24 9
4.동맥관 관리 4.87 0.81 4.90 2.31-6.59 34
5.중심정맥관 관리 5.28 0.58 5.26 4.27-6.87 19
6.정맥주입요법 6.02 0.58 6.06 3.68-7.12 2

7.총비경구영양(TPN) 5.20 0.66 5.22 3.87-6.72 24
8.수혈간호 5.41 0.77 5.48 3.37-7.18 14
9.호흡간호 5.54 0.71 5.64 3.39-6.78 11
10.산소요법 5.52 0.66 5.52 3.60-6.87 12
11.흡인간호 5.34 0.74 5.38 3.53-7.13 18
12.위관영양 5.06 0.71 5.07 2.92-6.72 29

13.섭취량과 배설량 5.64 0.80 5.71 3.05-7.67 7
14.관장 4.83 0.80 4.93 2.00-6.18 36
15.욕창간호 5.21 0.86 5.26 3.22-6.87 23
16.상처간호 5.28 0.69 5.37 3.59-6.89 19
17.도뇨관 간호 5.35 0.70 5.45 3.43-6.87 17
18.관(tube)간호 5.28 0.68 5.30 3.64-6.66 19

19.통증간호 5.88 0.54 5.92 4.05-7.11 4
20.검사간호 5.75 0.62 5.74 3.80-6.92 5
21.검사: 배양 5.39 0.74 5.46 3.30-6.98 16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5.02 0.70 5.04 2.63-6.40 30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4.98 0.68 5.04 2.63-6.40 31
24.감염관리;보호격리 4.89 0.71 4.90 2.63-6.40 32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5.48 0.74 5.64 2.42-6.60 13
26.구강간호 4.88 0.94 5.03 2.17-6.64 33
27.고열환자간호 5.23 0.69 5.37 2.17-6.43 22
28.냉온요법 5.10 0.76 5.26 2.17-6.38 28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5.14 0.76 5.20 2.38-6.90 26
30.체위간호 5.20 0.77 5.30 3.41-7.13 24

31.낙상간호 5.66 0.61 5.65 3.79-6.63 6
32.억제대간호 4.72 0.95 4.79 1.99-7.40 39
33.운동간호 5.12 0.83 5.19 1.99-6.46 27
34.정신건강간호 4.86 0.73 4.90 3.02-6.52 35
35.수술환자간호 5.61 0.58 5.71 3.97-6.72 8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4.77 0.65 4.84 2.28-6.01 37

37.신생아간호 4.75 0.63 4.69 2.28-6.27 38
38.당뇨환자간호 5.41 0.64 5.44 3.51-6.72 14
39.야간근무관리 5.59 0.67 5.65 3.79-7.67 10

* 기준 2(확실성)은 역코딩하여 통합점수를 구함.



표 36.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의 통합점

수의 우선순위, 전반적 기준적용 시 우선순위

간호실무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순위

가중치를

고려한 순위

전반적 기준적용 시

순위

1.활력징후 3 3 10
2.투약간호 1 1 2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8 9 22
4.동맥관 관리 35 34 19

5.중심정맥관 관리 21 19 3
6.정맥주입요법 2 2 6
7.총비경구영양(TPN) 25 24 14
8.수혈간호 14 14 3
9.호흡간호 11 11 3
10.산소요법 11 12 11

11.흡인간호 18 18 19
12.위관영양 29 29 28
13.섭취량과 배설량 7 7 13
14.관장 34 36 33
15.욕창간호 24 23 8
16.상처간호 20 19 14

17.도뇨관 간호 17 17 28
18.관(tube)간호 19 19 16
19.통증간호 4 4 1
20.검사간호 5 5 28
21.검사: 배양 16 16 26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30 30 23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31 31 28
24.감염관리: 보호격리 33 32 23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13 13 9
26.구강간호 32 33 23
27.고열환자간호 22 22 37
28.냉온요법 28 28 35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26 26 16
30.체위간호 23 24 11
31.낙상간호 6 6 16
32.억제대간호 37 39 28
33.운동간호 27 27 37
34.정신건강간호 35 35 35

35.수술환자간호 10 8 7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37 37 39
37.신생아간호 39 38 33
38.당뇨환자간호 14 14 19
39.야간근무관리 9 10 26



표 37.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와 전반적인 기준 적용시

10대 우선순위 간호실무 비교

순위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에

의한 순위

전반적 기준적용시

순위

1 투약간호 통증간호

2 정맥주입요법 투약간호

3 활력징후 중심정맥관 관리

수혈간호

호흡간호

4 통증간호

5 검사간호

6 낙상간호 정맥주입요법

7 섭취량과 배설량 수술환자간호

8 수술환자간호 욕창간호

9 피부반응검사(skin test) 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10 야간근무관리 활력징후



표 38. 2차 델파이조사에서나타난가중치를고려한 4가지기준통합점수의분포 : 근무지별*

간호실무
내과계(a) 외과계(b) 모아(c) 중환자실(d) F p

1.활력징후 6.09±0.70 5.90±0.75 5.45±0.69 6.06±0.40 2.467 0.071

2.투약간호 6.27±0.61 6.16±0.45 5.84±0.54 6.14±0.33 1.686 0.180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5.62±0.82 5.67±0.43 5.73±0.52 5.61±0.67 0.087 0.967

4.동맥관 관리 4.77±0.73 4.88±0.67 4.69±0.83 5.23±0.78 1.594 0.201

5.중심정맥관 관리 5.29±0.55 5.34±0.64 4.93±0.35 5.58±0.48 3.184 0.030

(c≠d)

6.정맥주입요법 6.14±0.58 5.94±0.71 6.02±0.23 6.11±0.29 0.511 0.676

7.총비경구영양(TPN) 5.17±0.74 5.20±0.76 5.11±0.60 5.37±0.49 0.449 0.719

8.수혈간호 5.46±0.80 5.32±0.94 5.19±0.57 5.68±0.58 1.136 0.342

9.호흡간호 5.49±0.76 5.37±0.79 5.39±0.54 5.94±0.46 2.695 0.054

10.산소요법 5.56±0.52 5.32±0.80 5.35±0.44 5.82±0.58 2.315 0.085

11.흡인간호 5.25±0.67 5.19±0.75 5.07±0.63 5.80±0.66 3.635 0.018

(c≠d)

12.위관영양 5.06±0.75 5.11±0.70 4.79±0.60 5.27±0.60 1.091 0.360

13.섭취량과 배설량 5.77±0.80 5.54±0.89 5.41±0.63 5.83±0.75 0.840 0.477

14.관장 4.65±1.05 5.15±0.65 4.74±0.71 4.84±0.64 1.189 0.322

15.욕창간호 5.02±0.85 5.43±0.86 4.55±0.76 5.59±0.68 4.459
0.007

(c≠d)

16.상처간호 5.07±0.55 5.61±0.79 4.88±0.52 5.46±0.55 4.193 0.009

(b≠c)

17.도뇨관 간호 5.27±0.52 5.27±0.87 5.10±0.72 5.73±0.51 2.658 0.057

18.관(tube)간호 5.21±0.72 5.38±0.79 5.03±0.66 5.44±0.50 0.948 0.424

19.통증간호 6.03±0.47 5.89±0.55 5.63±0.68 5.77±0.47 1.402 0.251

20.검사간호 5.98±0.56 5.71±0.64 5.45±0.68 5.69±0.49 1.888 0.142

21.검사: 배양 5.68±0.67 5.26±0.63 5.13±0.90 5.42±0.62 1.756 0.166

22.감염관리: 항생제내성균 격리 5.06±0.79 5.00±0.58 4.79±0.63 5.20±0.52 0.887 0.454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4.93±0.69 4.93±0.55 4.83±0.69 5.20±0.55 1.025 0.388

24.감염관리: 보호격리 4.95±0.71 4.81±0.67 4.69±0.58 5.05±0.61 0.780 0.510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5.39±0.70 5.53±0.61 5.38±0.88 5.70±0.41 0.891 0.451

26.구강간호 4.53±0.87 4.73±0.67 4.55±0.89 5.59±0.61 7.479 <0.001

(c≠d)

27.고열환자간호 5.28±0.69 5.22±0.68 5.29±0.49 5.26±0.37 0.033 0.992

28.냉온요법 4.83±0.81 5.11±0.68 5.29±0.65 5.34±0.36 2.116 0.108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5.27±0.69 5.22±0.82 4.85±0.53 5.23±0.55 0.968 0.414

30.체위간호 5.21±0.88 5.16±0.85 4.76±0.48 5.54±0.57 2.446 0.073

31.낙상간호 5.65±0.69 5.75±0.48 5.46±0.67 5.75±0.54 0.627 0.601

32.억제대간호 4.37±0.93 4.73±0.83 4.30±0.57 5.40±0.77 6.223 0.001

(c≠d)

33.운동간호 5.02±0.97 5.40±0.67 4.92±0.76 5.20±0.45 1.150 0.337

34.정신건강간호 4.84±0.82 4.97±0.79 4.57±0.60 5.00±0.48 0.946 0.425

35.수술환자간호 5.59±0.69 5.60±0.54 5.56±0.59 5.72±0.38 0.254 0.858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4.97±0.60 4.68±0.67 4.60±0.46 4.81±0.78 1.166 0.331

37.신생아간호 4.80±0.62 4.50.462± 5.01±0.53 4.85±0.56 1.819 0.154

38.당뇨환자간호 5.72±0.46 5.28±0.73 5.15±0.51 5.46±0.60 2.561 0.064

39.야간근무관리 5.64±0.75 5.44±0.76 5.44±0.53 5.73±0.63 0.691 0.561



표 39.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10대 우선순위 선정결과(%) : 근무지별*

간호실무
내과계

(n=18)

외과계

(n=15)

모아

(n=10)

중환자실

(n=18)
X
2 p

1.활력징후 33.3 26.7 30.3 50.0 2.308 0.511

2.투약간호 61.1 40.0 30.0 72.2 6.277 0.09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38.9 20.0 20.0 0.0 8.616 0.035

4.동맥관 관리 11.1 13.3 50.0 33.3 7.013 0.071

5.중심정맥관 관리 50.0 53.3 30.0 61.1 2.540 0.468

6.정맥주입요법 50.0 53.3 30.0 44.4 1.489 0.685

7.총비경구영양(TPN) 22.2 20.0 60.0 22.2 6.169 0.104

8.수혈간호 61.1 53.3 20.0 61.1 5.310 0.150

9.호흡간호 61.1 33.3 30.0 66.7 6.141 0.105

10.산소요법 38.9 13.3 30.0 33.3 2.776 0.427

11.흡인간호 16.7 20.0 10.0 33.3 2.561 0.464

12.위관영양 16.7 13.3 0.0 22.2 2.605 0.457

13.섭취량과 배설량 27.8 33.3 60.0 11.1 7.530 0.057

14.관장 11.1 6.7 30.0 11.1 3.176 0.365

15.욕창간호 38.9 46.7 0.0 50.0 7.735 0.052

16.상처간호 16.7 46.7 20.0 11.1 6.649 0.084

17.도뇨관 간호 11.1 20.0 20.0 5.6 2.006 0.571

18.관(tube)간호 11.1 33.3 40.0 22.2 3.717 0.294

19.통증간호 61.1 53.3 30.0 72.2 4.890 0.180

20.검사간호 16.7 20.0 0.0 11.1 2.396 0.494

21.검사: 배양 27.8 6.7 20.0 11.1 3.199 0.362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6.7 26.7 0.0 22.2 3.193 0.363

23.감염관리: 전파경로별 격리 22.2 20.0 0.0 11.1 3.047 0.384

24.감염관리: 보호격리 22.2 13.3 30.0 11.1 1.990 0.574

25.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 38.9 26.7 30.0 44.4 1.344 0.719

26.구강간호 5.6 20.0 20.0 27.8 3.118 0.374

27.고열환자간호 5.6 0.0 30.0 5.6 7.991 0.046

28.열요법과 냉요법 0.0 13.3 30.0 11.1 5.765 0.124

29.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22.2 46.7 20.0 16.7 4.439 0.218

30.체위간호 27.8 33.3 50.0 22.2 2.455 0.484

31.낙상간호 44.4 33.3 10.0 5.6 9.110 0.028

32.억제대간호 0.0 13.3 30.0 22.2 5.786 0.123

33.운동간호 0.0 20.0 10.0 11.1 3.744 0.290

34.정신건강간호 11.1 6.7 30.0 5.6 4.343 0.227

35.수술환자간호 44.4 46.7 20.0 50.0 2.618 0.454

36.유방절제술환자 간호 5.6 0.0 20.0 0.0 6.587 0.086

37.신생아간호 5.6 6.7 50.0 5.6 14.292 0.003

38.당뇨환자간호 33.3 33.3 30.0 5.6 5.035 0.169

39.야간근무관리 11.1 13.3 30.0 16.7 1.821 0.610

* 근무지중 ‘기타’로 응답한 대상자는 제외함.



표 40.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와 전반적인 기준적용시

우선순위 상위 간호실무 : 근무지별*

순위 내과계 외과계 모아 중환자실

가중치

고려한

통합점수

상위 10대

간호실무

1

2

3

4

5

6

7

8

9

10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통증간호

검사간호

섭취량과 배설량

당뇨환자간호

검사:배양

낙상간호

야간근무관리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통증간호

낙상간호

피부반응검사

검사간호

상처간호

수술환자간호

섭취량과 배설량

정맥주입요법

투약간호

피부반응검사

통증간호

수술환자간호

낙상간호

활력징후

검사간호

야간근무관리

섭취량과 배설량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호흡간호

섭취량과 배설량

산소요법

흡인간호

통증간호

낙상간호

도뇨관 간호

전반적인

기준적용

시 선정된

간호실무

(40%이상

응답한

간호실무)

투약간호

수혈간호

호흡간호

통증간호

중심정맥관 관리

정맥주입요법

낙상간호

수술환자간호

중심정맥관 관리

정맥주입요법

통증간호

욕창간호

상처간호

심부정맥혈전증

예방간호

수술환자간호

투약간호

총비경구영양

(TPN)

섭취량과 배설량

동맥관 관리

체위간호

신생아간호

관(tube)간호

통증간호

투약간호

호흡간호

중심정맥관 관리

수혈간호

활력징후

욕창간호

수술환자간호

정맥주입요법

소독 및 멸균

* 근무지중 ‘기타’로 응답한 대상자는 제외함.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 먼저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을 평가하고, 국내외 근거기반 임상실무 지침을 분

석한 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질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 필요성

이 있는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주제에 대해 개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5.1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 평가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을 평가하므로서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

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4개의 간호실무(위관영양, 유치도뇨, 낙상, 욕

창) 주제에 대해 국내 5개 병원/기관의 임상간호실무지침과 AHRQ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을 비교분석

하였는데 AHRQ의 지침은 적용을 위한 범주, 근거의 질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 권고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확신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

면에 국내 지침은 각 병원마다 지침의 세부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권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권고의 질이나 등급을 평가

할 수 없었다. 또한 지침의 대상자인 환자는 소속된 기관별로 다른 간호중재를 받

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 하겠다.

AHRQ의 지침은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고 해당 실무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하

여 의사, 영양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언어치료사, 약사 등 업무적으로 연관된 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내 지침과의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즉 실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 망라하여 사용자가 각자 필요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분야의 업무라 하더라도 근거와 지침을 파악함으로써 통합적인 접근과 협동, 잘못

된 실무를 상호 보완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지침은 해

당 실무의 절차나 방법 중심으로 작성되어 타학제와의 공동사용이 불가하며, 간호

사들도 의사나 영양사, 약사 등 타학제의 실무권고를 알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권고의 내용에서도 AHRQ 지침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국

내 지침 간에도 일치하지 않았다. 위관영양 지침에서는 주입용기와 잔류량 허용범

위, 오류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에 특히 차이가 있었다. AHRQ는 주입펌프에 대한 권



고사항을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비해 국내 지침은 주사기, 주입 백의 사용, 용기 세

척과 교환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주입용기나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관영양에서 환자의 자

세, 잔류량 측정 주기와 허용량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였다. 잔류량에 대한 허용량은

환자의 흡인위험성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제공해야 하는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면서도 흡인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AHRQ에서 관 연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사항

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안전한 경장영양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

인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환자의 안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제

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지침에도 안전과 관련된 권고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치도뇨 지침에서는 도뇨관의 교환주기, 도뇨관 주위의 위생관리, 삽입방법에

대한 제시에 차이가 있었다. 도뇨관의 교환은 AHRQ에서 간호사의 판단에 의한 것

으로 권고한 반면 국내 지침은 구체적인 주기를 제시하였으나 기관별로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차이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각 기관별로 담당자들의 의견에 따

라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표준화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HRQ는 다

루고 있지만, 국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루지 않은 항목은 도뇨관의 적절한 사용

과 제거 및 대안, 삽입에 대한 책임, 소변량 사정을 위한 기구의 사용, 소변배액체

계, 요도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카테터의 사용 등이다. 권고 내용의 차이를 보이

는 것은 도뇨관의 교환 주기인데 AHRQ와 국내 병원 B는 임상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C와 E는 카테터의 재료에 따라 달리 제시하고 있었으며 병원 A

와 D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요도부 관리에서 AHRQ는 매일 목욕이나 샤워

시에 요도구 위쪽을 씻는다고 권고하는데, 병원 B는 도뇨관 삽입부위를 매일 1회

물과 비누를 사용하거나 생리식염수 솜을 사용하여 세척, 병원 C는 하루에 2회 이

상 회음부 간호, 병원 E는 생리식염수 혹은 증류수를 묻힌 거즈로 닦는다고 하였다.

다양한 카테터는 국내에 아직 활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환자의 감염에 도

움이 된다는 근거가 제시된 재료라면 적극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요도구 관리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간호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상 지침은 공통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낙상위험사정도구, 고위

험군에 대한 중재가 주된 권고사항이었다. 그러나 낙상사정을 위한 대상자로

AHRQ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병원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낙상위험사정도구는 AHRQ에서 다양한 도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



는 적용연령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로 Morse Falling Scale(MFS)를 사용하고 있

었다. 소아낙상에 대한 권고사항은 대상 연령이나 도구 적용에 차이가 있었다.

AHRQ는 소아낙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국내 지침 간에는 병원 B는 6세 미만을

소아용 MFS를 개발하여 적용하며, 병원 C는 7세 미만은 도구를 적용하지 않고 고

위험군으로 전수 간주하여 예방활동을 하라고 권고하였다. 소아에 대한 도구와 권

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는 전문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며 국내

병원들간의 경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낙상예방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예방을 위한 장비 또는 물품에 병원간 차이가 있었다. 환자가

이동하거나 근무담당자가 변경할 때 직원간 정보공유를 하거나 환자 침상이나 병실

앞에 고위험 환자를 알리는 표식이나 팻말, 팔찌 착용을 하여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며, 고위험환자에게 알람이나 헤드기어 등의 사용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것을 공

유하여 국내 낙상예방지침의 새로운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 AHRQ 가이드라인

에서 매시간 순회하면서 배변보조를 하면 낙상의 60%가 감소한다고 하여 배뇨와

관련된 낙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국내 지침에서 매시간 순회와 배뇨관리를

중재로 제시한 곳은 1개 병원뿐이었다. 이러한 중재는 많은 간호시간을 소용하므로

국내 병원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나, 환자안전을 위해 근거가 있다면 간호등급

을 산정하거나 적정인력 산정시에 이러한 중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욕창 지침에서 AHRQ는 사정, 원인 또는 기여요인 관리, 괴사제거, 감염조절,

상처세척, 접근방법, 부수적 치료, 외과적 중재와 같은 국소상처관리를 구체적으로

다룬 반면에 국내 지침은 욕창사정과 예방, 욕창간호, 환자 모니터링 등을 다루어

허용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나라에

서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상처관리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간호

사의 활동이 사정과 예방, 소극적인 중재에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도 상처간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제 상처장루 자격자도 배출

되고 있으므로 좀 더 활발한 상처간호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국내지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지침은 권고

안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침 내용도 AHRQ의 지침과 차이가

있어 권고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다학제적 접근을 이루지 않아 지침의 활용

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유치도뇨, 경장영양

에서 중요한 내용의 차이가 있어 대상자가 받는 간호의 내용이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 필

요성이 제기되며,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실무영역에서는 간호 단독의 지침보



다는 다학제적 지침의 개발이 권장되어야 겠다.

5.2 국내외 임상간호실무지침 현황 분석

국내외에서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AHRQ의 NGC와 JBI 웹사이트로부터 지침을 검색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검색

결과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분리하여 검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간호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웹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국제적인 또는 국가 운영 근거기반임상실무지침 제공 웹사이트가 의학의 질환이

나 질병을 주 분류체계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AHRQ의 경우

"Nursing“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총 376개의 지침이 검색되어 나오는데

지침 제목을 검토해보면 간호가 주 주제는 아니고 의학용 지침에 간호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간호사나 간호관련 단체가 지침 제작에 일부 참여하였거나, 간호

에서도 참고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검

색된 지침 전체를 근거기반 임상간호 실무지침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NGC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organizations)”의 분류에서 "nurse"나

“nursing"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실무지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 임상실무지침은 다양한 전문분야가 함께 참여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한 근거기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학제간 협조체계가 발전하면서 학

문간의 영역 구별도 모호해지는 추세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연구의 검색결과

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염관리에 대한 임상실무지침의 대부분이 미국 질병통제

센터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적용되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여

러 직종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간호관련 기관이나 학회

에서 제작한 지침외에도 간호에서 적용해야 할 타 전문분야의 지침이 많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임상실무지침 검색과 참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분석에서는 문헌검색 웹사이트에서 적절한

검색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아직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검색사이트에 따라서 “임상실무지침”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

으나 “실무”, “지침”으로는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임상실무지침의 한

글 용어 자체도 개발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임상실무가이드라인”, “임상

실무표준”, “실무 프토토콜”과 같이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검

색된 실무지침 중에서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개발절차를 적용해서 개발된 임상



간호실무지침은 5편에 불과하였다.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1990년대 후

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서는 2005년도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하여서 지침 수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근거

기반 임상실무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킨다.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주제 분석결과 증상/건강문제 관리

43.2 %, 질환관리 22.0 %, 간호절차 15.9 %에 대한 지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

반적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었는데 다수의 지침이 개발된 주

제를 보면 증상관리 영역에서는 통증과 욕창간호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

비, 우울, 약물남용, 연하곤란, 실금이 3건이었으며 혼돈/섬망, 탈수, 심부정맥혈전증,

영양불량이 각각 2건이었다. 질환관리 영역에서는 천식과 과민성대장증후군만이 2

건 있었다. 간호절차 영역에서는 혈관접근장치 3건, 투약, 구강위생, 장루간호, 억제

대, 도뇨 카테타, 상처간호가 각각 2건이었다.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체중조절만이 2

건이었다. 이들 다수의 지침이 개발된 주제는 대부분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

의 범위가 크거나 간호활동의 빈도가 큰 영역으로 생각되며, 국내에서 지침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을 참조할 수 있겠다. 한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

발하려면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

상실무지침을 개발할 때에는 국외에서 실무지침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

선적으로 이들 지침을 국내에서 수용개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외 실무지침이 양질의 지침인지를 평가하는 엄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침의 범주에서는 관리, 평가,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85.6%, 62.9%, 43.2%로 많았고, 특히 관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지침이 포함하

고 있어 간호중재에 대한 권고안을 대대수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평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은 간호중재의 효과 평가가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이

며, 아울러 국외에서는 전문간호사들이 직접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국내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현황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

외에 비해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지침수가 매우 적어 국내 지침의 개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침 개발시에는 국외 지침이 참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들 지침의 수용개작도

고려될 수 있겠다.



4.3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선정을 위해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10개의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이들 병원의 모든 병동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 한명씩과 간호부서 교육담당자 1명씩을 선정하여 총 407명의 많은 수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므로서 우리나라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 제기하는 임

상질문을 대변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조사결과를 얻게 되었다.

대상자에게 간호행위를 하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나 상황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고 응답결과를 내용분석한 결과 총 1882개의 임상질문이 제시되었

고, 이들 질문은 50개 간호실무 주제로 대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병동

간호사이었으므로 분석된 간호실무 주제는 전문간호 영역이 아닌, 일반병동에 근무

하는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지각하는 임상질문 주제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실무 주제 분류 틀은 같은 내용의 임상질문을 계속 묶어 나가

면서 더 높은 수준의 분류 틀을 찾아가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었지만 대분류

수준에서는 간호활동에 대한 보다 표준화되고 보편적인 틀과 임상질문을 통해서 궁

극적으로 임상실무지침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임상실무지침의 적용 현장에서의 분

류를 고려하면서 분류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호활동에 대한 보편

적인 틀로 한국 표준 간호행위 분류(박정호, 성영희, 송미숙, 조정숙, 심원희, 2000)

를 검토하였는데 이 분류체계에서는 간호영역을 호흡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운

동 및 자세유지, 안위간호, 위생, 안전, 영적지지, 상담 및 교육, 투약, 의사소통, 환

자간호관리 및 정보관리로 분류하고 있었다. 임상실무지침의 적용 현장을 고려한

분류로는 병원간호사회(2006)에서 발간된 “임상간호실무지침서(개정 3판)”에서 제시

한 분류를 참고하였는데 이 분류체계에서는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검사시 간호,

감염관리로 크게 분류를 하면서 각 분류주제에 다양한 하부주제를 분류하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가지 분류틀을 고려해가면서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드러낼 수 적절한 대분류의 용어와 분류틀을 최종 결정하였다. 한편 분류 과정에서

같은 주제 영역이라도 주제의 빈도가 높은 경우는 그 주제만으로 단독 지침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별개의 대분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흡인간호는

호흡간호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분류로 독립시켰는데 그 결과 일부 분류틀의 수준에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매우 다양한 임상질문을 같은 분류

수준으로 분석하려다 보니 생긴 결과이며, 또한 실무지침의 주제로서의 적절성을

위주로 분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분류틀만 볼 때

는 불완전하므로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질문이 간호행위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간호현장의 모든 간호관련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임상

질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차원적 분류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실무 주제 중 질문수가 100개 이상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주제는 투약간

호, 중심정맥관 관리, 정맥주입요법, 도뇨관 간호, 수술환자간호이었으며 다음으로

질문수가 50-99개인 주제는 피부반응검사, 수혈간호, 호흡간호, 욕창간호, 검사:배양

이었다. 이들 주제는 수술환자간호를 제외하고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수행빈도가 높은 간호절차에 대한 주제인데 이들 절차중 일부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은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또는 간호사간, 병동간, 병원간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각시켜주고 있어 이

들 절차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조속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근거제공은 간호사의 매일의 일상적인 업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수행되게 하고, 또한 이들 업무는 간호업무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므로 간호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간호절차를 포함하여 간호절차에 대한 주제가 매우 많은 임상질문을 차

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밖의 주제들을 내용적으로 묶어 보았을 때 증상/건

강문제 관리(통증간호, 고열환자간호 등), 모아간호(신생아, 산모 간호 등), 질환관리

(당뇨환자,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 등), 건강증진(영양, 운동 등)에 대한 임상질문 수

는 매우 적어 일반병동 간호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간호절차에 대한 근거제공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간호절차 분야의 실무지침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

요가 있겠다. 한편으로 주로 간호절차에 대한 임상질문이 많았던 것에는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설문지에서 간호사들의 임상질문에 대한 생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시한

예제가 간호절차(수혈간호, 헤파린 록)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예제 질문을 다양한 주제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 환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회복을 위해 필수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주제인 영양, 운동, 수면 등에 대한 질문 수가 매우 적어서

임상간호실무에서 이들 건강증진 관련 실무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차적인 업무가

아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신건강간호와 관련된 주제는 단지 3개 질문에 불과하였고 내용은 정신과 영역

의 자살과 정신과 치료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중 정신과 병동에 근

무하는 간호사가 적은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동시에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대상자

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제(불안, 스트레스, 대처, 우울 등)보다는 매일 수



행되는 기본적인 간호절차 및 신체적 간호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다. 하지만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간호실무에서도 역시 근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영역에서 임상질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관리 영역은 단지 23개 질문이 있어 질문수가 매우 적었는데 그 이유는 병

동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질문을 수집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분류를 보면

일반간호사들은 업무관리 영역의 질문이 많았는데 이들 질문 중에는 해당업무가 의

사와 간호사중 누구의 업무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서 의료인 간에 업무분담

에 대한 타당성있는 지침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일반병동 간호사의 근거기반 임상실무를 위한 임상질문으로는 간호

절차 가 대부분이었다. 건강증진, 증상/건강문제 관리, 질환관리, 간호관리 영역의

임상질문이 적었는데 이들 영역의 임상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4.4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 연구에서 규명된 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실무지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무에 영향력이 큰 실무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델파이 조사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간호사 95명을 주제 전문가로 선정하고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응답자 즉, 해당분야 전문가를 목적적으로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의 계획당시에는 최신의 간호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로 수간호사 경력이 3-5년인 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상 병원에 문의한

결과 다수의 병원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간호사가 없어 대상병원의 간호부

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선정해 준 수간호사를 연구대상자로 인정하였다. 1차 조사에

서는 9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차까지 모두 응답한 비율은 65%로 다소 낮

았지만 1차와 2차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거의 유사하였다.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 연구’를 통해 도출된 39개 간호실무 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2가지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데 첫째는 기존 문헌과 연구팀 회의를 거쳐

선정한 4가지 기준(적용환자범위, 확실성, 환자결과개선, 간호업무개선)을 적용한 통

합점수 산출에 기반한 우선순위, 둘째는 이들 기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10대 우선순위이었다.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해 간호사에게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간호사들은 실무지침주제의 간호업무개선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는

데이는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시 대부분의 주제가 간호절차에 대한 주제였던

것이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며, 간호사들은 간호절차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므로서

간호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확실성 즉

근거가 불확실한 주제, 환자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

가하였는데 이는 Reveiz 등(2010)의 의학분야의 지침개발 연구에서 10개 우선순위

선정기준 영역 중 임상실무의 변이, 치료 효과 기준에 중간정도의 가중치를 준 것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적용환자범위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Reveiz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업무개선, 적용범위와 같은 선정기준이 없어 이들 기

준의 가중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우선순위 선정기준 중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범위’에 대한 결과는 임

상실무지침 주제에 따라 2.06-8.72점(1-9점 척도)으로 넓은 범위를 보여 주제에 따

라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

에 대한 확실성’은 5.83-8.22점이며, 5-6점대인 주제가 39개중 34개 주제로 대부분이

었는데 이들 실무 주제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간

호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실무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요청

되었다. ‘지침적용시 기대되는 환자결과 개선 효과’는 6.32-8.28점, ‘지침적용시 기대

되는 간호업무 개선 효과’는 5.91-7.31점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은 지침의 실무적용이

환자결과와 간호업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간호업무개선보다는 환

자결과 개선에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에서 4가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활력징후의 경우

기준 1, 기준 2, 기준 3은 각각 1위, 1위, 3위를 차지한 반면 기준 4는 16위 이었다.

이는 같은 주제라도 선정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로 생

각되며, 그러므로 이들 기준을 통합한 통합점수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가지 선정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와 고려하지 않은 통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우선순위 결과가 거의 유사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된 우선순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통증간

호, 검사간호, 낙상간호, 섭취량과 배설량, 수술환자간호, 피부반응검사, 야간근무관

리가 상위 10대 주제로 선정되었는데 이들 간호실무는 많은 병동에서 흔히 직면하

는 간호실무이면서, 근거가 제공되면 간호업무의 개선효과가 크고 환자결과 개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억제대 간호, 신생아간호, 유방절제술 환자 간호, 관장,

정신건강간호, 동맥관 관리, 감염관리(항생제 내성균 격리, 전파경로별 격리, 보호격

리) 등은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들 주제는 적용 대상

이 적어서이며 또한 간호업무와 환자결과의 개선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전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상위 10대 주제는

통증간호, 투약간호, 중심정맥관 관리, 수혈간호, 호흡간호, 정맥주입요법, 수술환자

간호, 욕창간호, 소독 및 멸균, 활력징후 이었다.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와 비교

해 볼 때 두 가지 분석에서 모두 상위 10대 이내에 선정된 간호실무는 5개로 투약

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수술환자간호, 통증간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주제

가 임상간호실무지침 개발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제로 판단된다.

그밖에 가중치를 고려한 통합점수에서 10대 이내에 선정되었지만 전반적 기준

적용시에는 선정되지 못한 실무 중 섭취량과 배설량은 전반적 기준 적용시 순위와

6위의 차이가 있는 반면 피부반응검사, 검사시 간호, 낙상간호, 야간근무관리는 순

위가 10위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전반적 기준 적용시 순위에서 10위 이내에

선정되었지만 통합점수에서는 선정되지 못한 실무 중 감염관리: 소독 및 멸균은 4

위의 차이가 있었지만 중심정맥관 관리, 수혈간호, 호흡간호, 욕창간호는 8위 이상

의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두 기준에 의해 공통으로 10대 주제에 선정되지 못한 주

제들의 순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평균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 통합

점수를 보면 1-10위 주제의 평균은 6.09-5.59, 11-20위 주제는 5.54-5.28 이어서 순

위에 따른 평균 차이는 적은 편이고, 또한 11-20위는 훨씬 적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가지 우선순위 분석에서 순위에 차이가 있는 실무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는 통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전반적 기준 적용시 순위를 보조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임상간호실무지침 개발자의 판단에 따라 주제

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근무병동 별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간호실무에 대해서는 근무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정맥관 관리, 흡

인간호, 욕창간호, 상처간호, 구강간호, 억제대 간호는 통합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모아병동 근무자와 중환자실 근무자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근무지별 간호실무의 빈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병동 별 통합점수로 인식하는 상위 10대 간호실무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분

석해 본 결과 4개 병동간에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 4개 병동 모두에서 상위 10

위에 선정된 간호실무는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통증간호, 낙상간호 등

5개 이었으며, 3개 근무 병동에서 모두 상위 10대에 선정된 간호실무는 검사간호이



었다. 차이를 보였던 일부 간호실무는 예를 들면 내과계는 당뇨환자간호, 외과계는

수술환자간호, 중환자실은 호흡간호, 흡인간호 등이 해당 병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실무들이다. 이상의 근무병동별 우선순위 선정에서 본 연구결과는 근무병동

별 특성을 상당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근무병동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임

상간호실무 지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병동

별 응답자가 20명 이내로 적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선정 과정은 McClarey와 Duff

(1999)가 개발한 RCN (Royal College of Nursing) 모델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과 유사하다. 이 모델에서는 간호계를 대표하는 그룹과 문헌으로부터 주제를

선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실무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기에 간호계를 대표하는 그룹 대신 일반병동 간호사로부터 임상질문을 수집한

것이다. 이후 주제 선정기준 적용하여 주제를 검토하는 과정은 동일하였다. 의학분

야에서 실무지침 주제는 주로 전문 학회에 의해 제안되고 있으므로(Ketora,

Toropainen, Kaila, Luoto, & Makela, 2007) 전문 간호분야별 임상실무지침을 개발

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간호학회나 전문간호사회로부터 실무지침 주제에 대한 제안

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주제는 실무지침주제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어 선정이 되었

는데 앞으로 실무지침주제 개발단계에서는 이들 주제에 대한 기존 지침이 있는지와

지침개발에 필요한 근거의 질과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McClarey, Duff, 1999;

Reveiz 등, 2010) 최종적으로 개발 지침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발 필요성이 있는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 주제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4개 간호실무(위관영양, 유치도뇨, 낙상, 욕창)에 대한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을

평가한 결과 국내 지침은 권고안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침 내

용도 AHRQ의 지침과 차이가 있어 권고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다학제적 접

근을 이루지 않아 지침의 활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외

에 비해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으며 지침

수가 매우 적어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선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부서 교육담당자에게 근거가

부족한 간호행위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아 내용분석한 결과 총 1882

개의 임상질문이 제시되었고, 이들 질문을 분류한 결과 대분류 50개, 중분류 207개,

소분류 456개로 간호실무 주제가 분류되었다. 빈도가 높았던 대분류 주제는 투약간

호, 중심정맥관 관리, 정맥주사요법, 도뇨관 간호, 수술환자 간호, 피부반응검사, 수

혈간호, 호흡간호, 욕창간호, 검사:배양이었다. 이들 간호실무 주제는 전문간호 영역

이 아닌,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지각하는 임상질문으로 볼

수 있겠다.

선정된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에 대해 2차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우선순위

를 분석한 결과 투약간호, 정맥주입요법, 활력징후, 수술환자간호, 통증간호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병동에서 임상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들 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추후연구 및 실무적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일반병동의 간호실무에서 근거가 부족한 임상질문을 파악하였는데

앞으로는 전문간호 영역별로 이러한 임상질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건강증진, 증상/건강문제 관리, 질환관리, 간호관리 영역의 임상질문이 적었는데

이들 영역의 임상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더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다.

3. 전문간호 영역별, 근무병동 별 임상간호지침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 개발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본 연구에서 파악된 간호사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임상질문에 대해

타당성 높은 답변이 제시되어야 겠다.

5.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겠으며, 이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실무지침의 주제 선정이 이루어져야

겠다.

6. 임상간호실무 영역중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실무영역에서는 간호 단독의

지침보다는 다학제적 지침의 개발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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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 선정을 위한 설문지

국내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병원간호사회 학술위원회의 주관으로 “국내 근거기반 간호실

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임상질문을 조사하여 

근거 기반 임상간호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지에 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어 응답 및 분석결과를 오직 학문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논문 작성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

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연구자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구미옥 교수

                                조명숙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 외 6인 

                  *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연 락 처로 연락바랍니다 

                                 세브란스병원 박정숙 간호팀장(공동연구자)

                                  E-mail : pjs6778@yuhs.ac

  Tel. 02-2227-3901



근거간호실무지침에 대한 주제선정 

설문지(간호사용)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V 표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은?    만                          세

2. 성별은?  ① 남(     )           ② 여(     )

3. 최종학력은? 

 ① 3년제 간호대학                    (     ) 

 ② 4년제 간호대학                    (     ) 

 ③ RN-BSN/학점은행제         (    )

 ④ 석사졸업 또는 과정 중      (    )

 ⑤ 박사졸업 또는 과정 중      (    )

4. 현 병동에서 총 근무기간은? 

   (2010. 9월 1일 기준) 
  (          )년 (       )개월

5. 임상 총 근무기간은? 

   (2010. 9월 1일 기준) 
  (          )년 (     )개월 

6. 현 근무 병동의 종류?

(진료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 기재합니다.)

  ① 내과계병동    (  )  ② 외과계병동(   )

 ③ 모성.소아 병동 (  )  ④ 중환자실  (   )   

 ⑤ 특수병동      (  )  ⑥ 기타 (          ) 

7. 현 근무 병동의 주 진료과는?

   - 여러 진료과가 있을 경우 가장 

환자가 많은 진료과를 표시함

① 심장, 순환기(     )    ② 폐식도, 호흡기(     )

③ 소화기     (    )  ④ 뇌신경계     (    )

⑤ 근골격계   (    )  ⑥ 피부비뇨기   (    )

⑦ 산부인과   (    )  ⑧ 두경부       (    )

⑨ 혈액종양   (    )  ⑩ 당뇨,내분비   (    )

⑪ 감염       (    )  ⑫ 재활         (    )

⑬ 신장       (    )  ⑭ 장기이식     (    )

⑮ 소아/신생아 (    )  ㉠ 정신과      (    ) 

㉡ 기타 (                        ) 



※ 다음은 간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임상질문을 찾기 위한 설문입

니다. 귀하나 또는 동료간호사들이 간호행위(간호사정-진단-중재)를 하면서 “어떠

한 근거하에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거나, 간호사간, 병동간, 병원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나, 최신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행위 또는 상황을 5개 이상 기술해주

십시오. 설문 작성을 위하여 병동 간호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답을 작성하셔

도 됩니다. 

 

* 다음은 귀하의 생각의 흐름을 돕기 위한 답변 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수혈 환자에서 수혈 15분후에 활력징후를 일상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수혈 15분후에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에 근거가 있는가 ?

예2) 말초정맥로 유지를 위해 헤파린 록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생

리식염수를 이용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헤파린 

록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할까 ?

1.

2.

3.



4.

5.

6.

7.

8.

9.

10.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거간호실무지침에 대한 주제선정 

설문지(교육담당자용)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V 표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은?    만                          세

2. 성별은?  ① 남(     )           ② 여(     )

3. 최종학력은? 

 ① 3년제 간호대학                    (     ) 

 ② 4년제 간호대학                    (     ) 

 ③ RN-BSN/학점은행제         (    )

 ④ 석사졸업 또는 과정 중      (    )

 ⑤ 박사졸업 또는 과정 중      (    )

4. 간호교육담당자로 근무기간은? 

   (2010. 9월 1일 기준) 
  (          )년 (       )개월

5. 임상 총 근무기간은? 

   (2010. 9월 1일 기준) 
  (          )년 (     )개월 

6. 직위는?
 ① 간호사   (   )    ② 수간호사/파트장(     )

 ③ 과장/팀장 (   )   ④ 기타 (            )  



※ 다음은 간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임상질문을 찾기 위한 설문입

니다. 귀하나 또는 동료간호사들이 간호행위(간호사정-진단-중재)를 하거나 교육하

면서 “어떠한 근거하에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거나, 간호사간, 병동간, 

병원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나, 최신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행위 또는 상황을 5개 이상 기술

해주십시오. 

 

* 아래 사례는 귀하의 생각의 흐름을 돕기 위한 답변 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수혈 환자에서 수혈 15분후에 활력징후를 일상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수혈 15분후에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에 근거가 있는가 ?

예2) 말초정맥로 유지를 위해 헤파린 록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생

리식염수를 이용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헤파린 

록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할까 ?

1.

2.

3.

4.



5.

6.

7.

8.

9.

10.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임상간호실무지침 주제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병원간호사회 학술위원회에서는 “국내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

위”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382명의 간호사 및 간호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임상질문을 조사하여 총 1877개의 임상질문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39개로 대분류하여 간

호실무지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델파이 조사는 35개의 대분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4가지 기준에 근거한 여러분의 의

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준1.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기준2.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확실성

기준3. 지침적용시 기대되는 환자결과(patient outcome)개선효과

기준4. 지침 적용시 기대되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간호시간, 비용단축 등)

이번 설문조사는 2회 반복될 예정이며 델파이 연구의 특성상 응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

보가 필요합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

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연구자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구미옥 교수

조명숙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 외 6인

*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세브란스병원 박정숙 간호팀장(공동연구자)

E-mail : pjs6778@yuhs.ac

Tel. 02-2227-3901

* 이번 설문조사는 2회 반복되며, 델파이 연구의 특성상 응답자를 확인할 수 있

어야 하므로 다음의 정보가 필요하니 꼭 기재 바랍니다.

근무 병원 명 :



대상자 ID: (2번째 조사시도 같은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V표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은? 만 세

2. 성별은? ① 남( ) ② 여( )

3. 최종학력은?

① 3년제 간호대학 ( )

② 4년제 간호대학 ( )

③ RN-BSN/학점은행제 ( )

④ 석사졸업 또는 과정 중 ( )

⑤ 박사졸업 또는 과정 중 ( )

4. 현 병동에서 총 근무기간은?

(2010. 12월 1일 기준)
( )년 ( )개월

5. 임상 총 근무기간은?

(2010. 12월 1일 기준)
( )년 ( )개월

6. 수간호사로서의 경력은?

(2010. 12월 1일 기준)
( )년 ( )개월

7. 현 근무 병동의 종류?

(진료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 기재합니다.)

① 내과계병동 ( ) ② 외과계병동( )

③ 모성.소아 병동 ( ) ④ 중환자실 ( )

⑤ 특수병동 ( ) ⑥ 기타 ( )

8. 현 근무 병동의 주 진료과는?

- 여러 진료과가 있을 경우 가장

환자가 많은 진료과를 표시함

① 심장, 순환기( ) ② 폐식도, 호흡기( )

③ 소화기 ( ) ④ 뇌신경계 ( )

⑤ 근골격계 ( ) ⑥ 피부비뇨기 ( )

⑦ 산부인과 ( ) ⑧ 두경부 ( )

⑨ 혈액종양 ( ) ⑩ 당뇨,내분비 ( )

⑪ 감염 ( ) ⑫ 재활 ( )

⑬ 신장 ( ) ⑭ 장기이식 ( )

⑮ 소아/신생아 ( ) ⑯ 정신과 ( )

⑰ 기타 ( )



※ 다음의 내용은 앞으로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할 제목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준

1~기준 5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잘 읽으신 후 기준 1~기준 5에 제

시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지난 ‘근거마련이 필요한 임상질문조사’

에서 해당 질문을 제시한 응답자의 빈도수입니다.

지침제목 내용 (지침에 포함될 내용) 건수

활력징후 
Ÿ 1일 활력증상 측정 빈도와 근거

Ÿ 체온계의 정확성(고막, 피부, 수은 체온계)

Ÿ 고체온의 기준

Ÿ 부위(Arterial BP와 NIBP 포함)에 따른 혈압 차이

Ÿ 혈압약 투약후 혈압측정시기

7

5

2

2

2

투약간호

§ 개방한 헤파린 사용기간

§ 알부민 주입시간 및 중단기준

§ 항생제 혼합 용액의 종류(증류수 vs 식염수)와 혼합 후 유효시간

§ dobutamin, dopamin의 계산법과 투약방법 

2

3

9

3

피부반응검사

(skin test)

§ 사용중인 항생제에 대한 반복적 피부반응검사 근거

§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결과 확인시간

§ 피부반응검사가 필요한 항생제 종류

§ 피부반응검사용 약물 혼합용액(N/S vs DW)과 혼합비율

§ 소아에서의 피부반응검사의 필요성

24

17

10

23

5

동맥관 관리 

Ÿ 채혈시 regurgitation 하는 혈액양 및 처리방법 

Ÿ 3일간 교환주기의 근거 

Ÿ 관 개방용액의 종류(헤파린, NS)와 농도  

4

2

7

중심정맥관관리

Ÿ 드레싱 시 소독제, 교환주기의 근거 

Ÿ 관 개방용액(헤파린, NS) 사용시간, 농도, 근거, 교환시기  

Ÿ 중심정맥관(Hickman, PICC)의 교환주기 

Ÿ Multi lumen에 수액주입 방법 

Ÿ 중심정맥관을 통한 채혈방법 

Ÿ chemoport의 개방용액(헤파린, NS) 및 사용 방법 

Ÿ chemoport의 드레싱 간격 및 Huber needle 교환간격 

37

56

6

1

6

15

9

정맥주사요법

Ÿ 수액병 고무마개 소독의 근거

Ÿ 정맥주입 셑트 교환주기, 방법 

Ÿ side line의 교환주기

Ÿ 수액종류(예: lipid 제제)에 따른 수액교환 주기(주입속도)

Ÿ 3-way와 헤파린 캡의 감염예방효과 

Ÿ 항암요법시 주사바늘 크기

Ÿ 정맥주사부위 소독제  및 종류별 효과

Ÿ 정맥수액 침윤시 냉온요법의 효과  

Ÿ 차광의 범위(수액병 vs 수액 line)

3

127

2

3

1

2

4

13

5
총 비경구영양

(TPN)

§ TPN 셑트의 교환주기

§ 필터사용의 근거

10

2

수혈간호

§ 수혈시 주입속도 

§ 수혈시 적절한 주사바늘크기

§ 수혈시 활력징후 측정 시기, 빈도

6

17

9



지침제목 내용 (지침에 포함될 내용) 건수

호흡간호

 

Ÿ nebulizer의 혼합용액, 소독 및 사용기간

Ÿ 기관절개관의 소독방법, 소독제, 교환주기 및 ballooning 관리 

Ÿ E-tube 위치변경 근거

Ÿ ventilator circuit, O2 line 의 교환주기 및 관리

Ÿ 흉부물리요법의 방법 및 효과 

Ÿ 가습기 사용지침 

12

16

2

7

4

4

산소요법
Ÿ 산소병의 용액 및 교환 시기  

Ÿ 산소요법의 효과 확인시기(ABGA)

5

1

흡인간호

Ÿ 흡인 카테터 교환 주기

Ÿ 흡인방법(시간, 주기, 흡인압)

Ÿ 흡인시 Ambu bag의 사용방법 및 시간 

5

7

4

위관영양

Ÿ L-tube교환주기

Ÿ 주입방법에 따른 효과와 흡인 위험성

Ÿ 영양액 주입의 보류 기준(잔류량)

13

8

11

섭취량과 배설량 Ÿ I/O 측정방법 및 보고기준 12

관장 Ÿ 정체관장의 방법(용액량, 혼합비율, 보유시간) 8

욕창간호

Ÿ 환자상태에 따른 욕창예방위한 체위변경시간

Ÿ air mattress의 사용방법, 물침대와 효과 비교 

Ÿ 욕창간호시 소독제(베타딘 vs 생리식염수) 

36

8

3

상처간호
Ÿ 피부소독제 종류별 효과 

Ÿ 드레싱별 교환의 주기  

12

11

도뇨관 간호

Ÿ 도뇨관 삽입 방법(소독제, ballooning용액 등)

Ÿ 방광훈련 방법 및 효과  

Ÿ 도뇨관 교환주기 

Ÿ 회음부 소독제별 효과 

Ÿ 회음부 간호 시기, 빈도, 적응증

Ÿ 방광세척 방법 

19

25

45

33

12

3

관(tube)간호
Ÿ 관 종류별 교환주기

Ÿ 관 세척의 방법, 사용액

5

1

통증간호
Ÿ 정규 및 진통제 투약관련 통증사정 시기와 주기

Ÿ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중재근거

4

2

검사시 간호

§ 검사별 검사 전 금식시간

§ 검사별 검사 후 절대안정시간

§ 검사별 지혈용 모래주머니 적용시간

15

37

14

검사: 배양

§ 배양용 검체 채취 부위(한팔 vs 양팔)

§ 30분마다 3회 검체 채취 근거

§ 검체 채취부위의 소독방법

§ 검체 채취 후 해열제 투약의 근거

5

22

6

6

감염간호

: 항생제내성균 격리

Ÿ 코호트 격리의 근거, 방법, 해제기준 

Ÿ 보호장구 착용기준, 교환 주기, 보호자 복장 등 

Ÿ 격리술

Ÿ 격리대상 및 격리기간

12

8

3

5

감염간호

: 전파경로별 격리

Ÿ 미생물별 격리방법

Ÿ 결핵환자 격리기간

Ÿ 흡인시 비말로 인한 감염가능성  

1

1

1



지침제목 내용 (지침에 포함될 내용) 건수

감염관리

: 보호격리

Ÿ 멸균, 저균식의 타당성

Ÿ 보호격리 시작의 기준

Ÿ 정맥주사시 소독제 및 드레싱 방법  

4

2

10

감염관리

: 소독 및 멸균 

Ÿ 멸균물품 유효기간 및 관리

Ÿ 일회용 멸균 물품 재사용 및 교환주기 근거

Ÿ 린넨류 소독기준, 세탁 주기 등 

Ÿ 소독제

Ÿ

8

2

2

3

5

구강간호
Ÿ 구강함수제의 종류별 효과 

Ÿ 구강간호의 빈도 

19

5

고열환자간호

Ÿ 냉요법의 근거, 적용방법, 효과, 효과 확인시간 

Ÿ 오한시 냉,온요법의 적용

Ÿ 냉요법 적용이 필요한 체온 기준 

33

5

2

냉온요법 Ÿ 좌욕물의 종류, 온도, 소독방법 2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간호

§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 중재간 효과비교

  (압박스타킹 vs DVT machine vs 헤파린 등)
12

체위간호
Ÿ 안과수술후 체위 간호(망막-가스주입술)

Ÿ 일시적 혈압저하시 체위, 시간, 효과 

3

7

낙상간호 Ÿ 사이드레일(침대난간) 의 낙상예방효과 5

억제대간호 Ÿ 환자에 따른 억제대 효과(섬망, 불안정 환자에서) 1

운동간호 Ÿ 환자상태에 따른 운동 권고의 기준 1

정신건강 간호 Ÿ 자살 및 자해 위험환자 관리 1

수술환자간호

Ÿ 환자상태별 수술 후 식이 시작시기

Ÿ 수술 후 절대안정 시간과 체위

Ÿ 수술 후 조기이상의 시기, 기준, 효과의 근거

Ÿ 수술 후 활력징후 측정시기와 빈도

Ÿ 수술 후 산소제공의 근거

Ÿ 수술 후 심호흡빈도, 심호흡을 위한 수면제한 기간

Ÿ 강화폐활량계 사용 빈도

Ÿ 수술후 항색전 간호의 방법

Ÿ 수술부위 드레싱 제재, 방법(폐쇄, 개방), 교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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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5

2

3

5

3

유방절제술 간호 Ÿ 수술후 수술팔보호기간(BP, 채혈금지) 3

신생아간호
Ÿ 황달시 광선치료의 근거, 방법 

Ÿ 황달과 모유수유, 포도당 수유의 영향

Ÿ 제대 소독시 소독액의 종류와 농도

6

3

2

당뇨환자간호
Ÿ BST 검사 

Ÿ 인슐린펜 needle 반복사용 횟수

7

1

야간근무관리
Ÿ 야간의 병동내 조도와 소음 관리

Ÿ 밤근무시 오류발생과 예방활동 

1

1

(다음 장부터 답변시작입니다)



기준1.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아래의 “간호실무가 얼마나 많은 또는 다양한 환자에게 적용되는가?’를 표시해 주

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환자의 범위’는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관리’의 경우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입원환자중 ‘중심정맥관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

즉 중심정맥관 관리 지침이 개발시 지침이 적용되는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적용환자가 적음 적용환자가 많음→

1.활력징후 1 2 3 4 5 6 7 8 9

2.투약간호 1 2 3 4 5 6 7 8 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1 2 3 4 5 6 7 8 9

4.동맥관 관리 1 2 3 4 5 6 7 8 9

5.중심정맥관관리 1 2 3 4 5 6 7 8 9

6.정맥주입요법 1 2 3 4 5 6 7 8 9

7.중심정맥영양(TPN) 1 2 3 4 5 6 7 8 9

8.수혈간호 1 2 3 4 5 6 7 8 9

9.호흡간호 1 2 3 4 5 6 7 8 9

10.산소요법 1 2 3 4 5 6 7 8 9

11.흡인간호 1 2 3 4 5 6 7 8 9

12.위관영양 1 2 3 4 5 6 7 8 9

13.섭취량과 배설량 1 2 3 4 5 6 7 8 9

14.관장 1 2 3 4 5 6 7 8 9

15.욕창간호 1 2 3 4 5 6 7 8 9

16.상처간호 1 2 3 4 5 6 7 8 9

17.도뇨관 간호 1 2 3 4 5 6 7 8 9

18.관(tube)간호 1 2 3 4 5 6 7 8 9

19.통증간호 1 2 3 4 5 6 7 8 9

20.검사시 간호 1 2 3 4 5 6 7 8 9

21.검사: 혈액배양 1 2 3 4 5 6 7 8 9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 2 3 4 5 6 7 8 9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1 2 3 4 5 6 7 8 9

24.감염관리;보호격리 1 2 3 4 5 6 7 8 9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1 2 3 4 5 6 7 8 9

26.구강간호 1 2 3 4 5 6 7 8 9

27.고열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28.열요법과 냉요법 1 2 3 4 5 6 7 8 9

29.심부정맥혈전증예방간호 1 2 3 4 5 6 7 8 9

30.체위 1 2 3 4 5 6 7 8 9

31.낙상 간호 1 2 3 4 5 6 7 8 9

32.억제대 간호 1 2 3 4 5 6 7 8 9

33.활동과 운동 1 2 3 4 5 6 7 8 9

34.정신건강간호 1 2 3 4 5 6 7 8 9

35.수술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6.유방절제술 간호 1 2 3 4 5 6 7 8 9

37.신생아간호 1 2 3 4 5 6 7 8 9

38.당뇨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9.야간근무관리 1 2 3 4 5 6 7 8 9



기준2.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확실성

아래의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얼마나 확실한가?를 표시해 주십

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확실성이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 ‘확실성’의 의미는 예를 들어 ‘중심정맥관’ 드레싱을 3일마다 하는 경우 근거가 분명하다

고 생각하면 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는 지 모르고 한다면 확실성이 낮은

것입니다.

←매우 불확실함 매우 확실함→

1.활력징후 1 2 3 4 5 6 7 8 9

2.투약간호 1 2 3 4 5 6 7 8 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1 2 3 4 5 6 7 8 9

4.동맥관 관리 1 2 3 4 5 6 7 8 9

5.중심정맥관관리 1 2 3 4 5 6 7 8 9

6.정맥주입요법 1 2 3 4 5 6 7 8 9

7.중심정맥영양(TPN) 1 2 3 4 5 6 7 8 9

8.수혈간호 1 2 3 4 5 6 7 8 9

9.호흡간호 1 2 3 4 5 6 7 8 9

10.산소요법 1 2 3 4 5 6 7 8 9

11.흡인간호 1 2 3 4 5 6 7 8 9

12.위관영양 1 2 3 4 5 6 7 8 9

13.섭취량과 배설량 1 2 3 4 5 6 7 8 9

14.관장 1 2 3 4 5 6 7 8 9

15.욕창간호 1 2 3 4 5 6 7 8 9

16.상처간호 1 2 3 4 5 6 7 8 9

17.도뇨관 간호 1 2 3 4 5 6 7 8 9

18.관(tube)간호 1 2 3 4 5 6 7 8 9

19.통증간호 1 2 3 4 5 6 7 8 9

20.검사시 간호 1 2 3 4 5 6 7 8 9

21.검사: 혈액배양 1 2 3 4 5 6 7 8 9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 2 3 4 5 6 7 8 9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1 2 3 4 5 6 7 8 9

24.감염관리;보호격리 1 2 3 4 5 6 7 8 9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1 2 3 4 5 6 7 8 9

26.구강간호 1 2 3 4 5 6 7 8 9

27.고열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28.열요법과 냉요법 1 2 3 4 5 6 7 8 9

29.심부정맥혈전증예방간호 1 2 3 4 5 6 7 8 9

30.체위 1 2 3 4 5 6 7 8 9

31.낙상 간호 1 2 3 4 5 6 7 8 9

32.억제대 간호 1 2 3 4 5 6 7 8 9

33.활동과 운동 1 2 3 4 5 6 7 8 9

34.정신건강간호 1 2 3 4 5 6 7 8 9

35.수술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6.유방절제술 간호 1 2 3 4 5 6 7 8 9

37.신생아간호 1 2 3 4 5 6 7 8 9

38.당뇨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9.야간근무관리 1 2 3 4 5 6 7 8 9



기준3. 지침적용시 기대되는 환자결과(patient outcome)개선효과

아래의 “간호실무에 대한 지침이 적용되었을 때 환자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하는가?를 표시해 주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큼을 의미합니다.

※ ‘환자결과개선’은 올바른 지침에 근거하여 제대로 간호실무가 적용되었을 때 환자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면 효과가 큰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효과가 작은 것입니다.

←효과가 작음 효과가 큼→

1.활력징후 1 2 3 4 5 6 7 8 9

2.투약간호 1 2 3 4 5 6 7 8 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1 2 3 4 5 6 7 8 9

4.동맥관 관리 1 2 3 4 5 6 7 8 9

5.중심정맥관관리 1 2 3 4 5 6 7 8 9

6.정맥주입요법 1 2 3 4 5 6 7 8 9

7.중심정맥영양(TPN) 1 2 3 4 5 6 7 8 9

8.수혈간호 1 2 3 4 5 6 7 8 9

9.호흡간호 1 2 3 4 5 6 7 8 9

10.산소요법 1 2 3 4 5 6 7 8 9

11.흡인간호 1 2 3 4 5 6 7 8 9

12.위관영양 1 2 3 4 5 6 7 8 9

13.섭취량과 배설량 1 2 3 4 5 6 7 8 9

14.관장 1 2 3 4 5 6 7 8 9

15.욕창간호 1 2 3 4 5 6 7 8 9

16.상처간호 1 2 3 4 5 6 7 8 9

17.도뇨관 간호 1 2 3 4 5 6 7 8 9

18.관(tube)간호 1 2 3 4 5 6 7 8 9

19.통증간호 1 2 3 4 5 6 7 8 9

20.검사시 간호 1 2 3 4 5 6 7 8 9

21.검사: 혈액배양 1 2 3 4 5 6 7 8 9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 2 3 4 5 6 7 8 9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1 2 3 4 5 6 7 8 9

24.감염관리;보호격리 1 2 3 4 5 6 7 8 9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1 2 3 4 5 6 7 8 9

26.구강간호 1 2 3 4 5 6 7 8 9

27.고열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28.열요법과 냉요법 1 2 3 4 5 6 7 8 9

29.심부정맥혈전증예방간호 1 2 3 4 5 6 7 8 9

30.체위 1 2 3 4 5 6 7 8 9

31.낙상 간호 1 2 3 4 5 6 7 8 9

32.억제대 간호 1 2 3 4 5 6 7 8 9

33.활동과 운동 1 2 3 4 5 6 7 8 9

34.정신건강간호 1 2 3 4 5 6 7 8 9

35.수술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6.유방절제술 간호 1 2 3 4 5 6 7 8 9

37.신생아간호 1 2 3 4 5 6 7 8 9

38.당뇨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9.야간근무관리 1 2 3 4 5 6 7 8 9



기준4. 지침적용시 기대되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간호시간, 비용단축 등)

아래의 “간호실무에 대해 지침이 적용되면 얼마나 간호업무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하는가”를 표시해 주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효과가 큼을 의미합니다.

※ ‘업무개선효과’의 의미는 예를들어 ‘중심정맥관관리’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수행

된다면 간호시간이나 비용단축을 많이 가져온다면 효과가 큰 것이고, 그렇지 않다

면 효과가 작은 것입니다.

←효과가 작음 효과가 큼→

1.활력징후 1 2 3 4 5 6 7 8 9

2.투약간호 1 2 3 4 5 6 7 8 9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1 2 3 4 5 6 7 8 9

4.동맥관 관리 1 2 3 4 5 6 7 8 9

5.중심정맥관관리 1 2 3 4 5 6 7 8 9

6.정맥주입요법 1 2 3 4 5 6 7 8 9

7.중심정맥영양(TPN) 1 2 3 4 5 6 7 8 9

8.수혈간호 1 2 3 4 5 6 7 8 9

9.호흡간호 1 2 3 4 5 6 7 8 9

10.산소요법 1 2 3 4 5 6 7 8 9

11.흡인간호 1 2 3 4 5 6 7 8 9

12.위관영양 1 2 3 4 5 6 7 8 9

13.섭취량과 배설량 1 2 3 4 5 6 7 8 9

14.관장 1 2 3 4 5 6 7 8 9

15.욕창간호 1 2 3 4 5 6 7 8 9

16.상처간호 1 2 3 4 5 6 7 8 9

17.도뇨관 간호 1 2 3 4 5 6 7 8 9

18.관(tube)간호 1 2 3 4 5 6 7 8 9

19.통증간호 1 2 3 4 5 6 7 8 9

20.검사시 간호 1 2 3 4 5 6 7 8 9

21.검사: 혈액배양 1 2 3 4 5 6 7 8 9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1 2 3 4 5 6 7 8 9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1 2 3 4 5 6 7 8 9

24.감염관리;보호격리 1 2 3 4 5 6 7 8 9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1 2 3 4 5 6 7 8 9

26.구강간호 1 2 3 4 5 6 7 8 9

27.고열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28.열요법과 냉요법 1 2 3 4 5 6 7 8 9

29.심부정맥혈전증예방간호 1 2 3 4 5 6 7 8 9

30.체위 1 2 3 4 5 6 7 8 9

31.낙상 간호 1 2 3 4 5 6 7 8 9

32.억제대 간호 1 2 3 4 5 6 7 8 9

33.활동과 운동 1 2 3 4 5 6 7 8 9

34.정신건강간호 1 2 3 4 5 6 7 8 9

35.수술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6.유방절제술 간호 1 2 3 4 5 6 7 8 9

37.신생아간호 1 2 3 4 5 6 7 8 9

38.당뇨환자간호 1 2 3 4 5 6 7 8 9

39.야간근무관리 1 2 3 4 5 6 7 8 9



질문 1. ‘국내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주제로 선정함에 있어 다음 4가지 기준

의 상대적 중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합이 100%임).

기준1. 간호실무가 적용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기준2.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확실성

기준3. 지침적용시 기대되는 환자결과(patient outcome)개선효과

기준4. 지침적용시 기대되는 간호업무 개선효과(간호시간, 비용단축 등)

기준 1

(환자범위)

기준 2

(확실성)

기준 3

(환자결과개선)

기준 4

(간호업무개선)
합계

예) 30% 20% 10% 30% 100%

질문 2.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

은 실무 10가지를 골라 ○표 해 주십시오.

○표 ○표

1.활력징후 21.검사: 혈액배양

2.투약간호 22.감염관리;항생제내성균 격리

3.피부반응검사(skin test) 23.감염관리;전파경로별 격리

4.동맥관 관리 24.감염관리;보호격리

5.중심정맥관관리 25.감염관리;소독 및 멸균

6.정맥주입요법 26.구강간호

7.중심정맥영양(TPN) 27.고열환자간호

8.수혈간호 28.열요법과 냉요법

9.호흡간호 29.심부정맥혈전증예방간호

10.산소요법 30.체위

11.흡인간호 31.낙상 간호

12.위관영양 32.억제대 간호

13.섭취량과 배설량 33.활동과 운동

14.관장 34.정신건강

15.욕창간호 35.수술환자간호

16.상처간호 36.유방절제술 간호

17.도뇨관 간호 37.신생아간호

18.관(tube)간호 38.당뇨환자간호

19.통증간호 39.야간근무관리

20.검사시 간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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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중재 및 실무

-고려할 주요 결과들

목적

준비물품

목적

사전지식

준비물품

목적

준비물품

목적

적응증

준비물품

Methodology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의 설명

-근거제시 자료의 수

-근거의 질과 강도의 평가 방법

-근거의 강도 평가체계

-GRADE를 이용한 근거의 질평가

-권고를 만든 방법의 제시

-권고의 강도체계(A, B, C)

없음 참고문헌 없음 없음 없음

P r a c t i c e 

Recommendati

on

-경장영양액의 안전1

-경장영양의 시작과 진행2

-미숙아를 위한 고려사항2

-경장영양 주입펌프2

방법

-경관영양 준비

-주입전 준비

-환자의 체위

방법/근거 및 주의점 

시행전

-의뢰 및 수령

-준비

방법

-경관영양 준비

-주입전 준비

-환자의 체위

간호수행

-준비

-튜브위치, 잔류량 

확인

방법

-경관영양 준비

-주입전 준비

-환자의 체위

부록 3. 국내임상간호실무지침과 AHRQ 제공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의 비교

 1. 위관영양 실무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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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세2

-관세척(Flushes)2

-경장영양 주입관련 오류들2

-위 잔류량 측정1

-주입방법

-관 세척

-잔류량 확인

-잔류량 확인

-관 세척

시행 중

-주입

-환자의 체위

-주입방법

시행 후

-환자의 체위

-모니터링 및 간호

-주입방법

-관 세척

-잔류량 확인

-주입, 관 세척

-주입백 사용

-기록

-관 세척

-잔류량 확인

AHRQ A B C D E

경장영양액의 

안전

1.contamination: 영양액 주입시 일회용 장갑

을 착용한다(A).

2.hang time: 개봉한 EN(Enteral nutrition)

은 8시간 이내에주입한다. 신생아는 4시간 이

내 제한한다(B).

3.stability: EN에 다른 것을 혼합할 경우 4시

간 이내에 주입한다(C). 폐쇄방식의 EN은 제

조사의 지침에 따라 24-48시간 주입가능하다

(A).

1. 손을 씻은 후 준

비한다.

시행 전

1. 손을 씻는다. 

1.손을 씻는다 1.손을 씻는다 1.손을 씻는다(알콜

젤 또는 비누)

2.물품을 준비한다.

6.알콜젤로 손을 닦

고 비닐장갑을 낀다.

경장영양주입-

시작과 진행

4.환자를 확인하고 

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다. 

2.따뜻한 영양액(37 

-38도), 물품준비

3.환자를 확인한다.

4.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다.  

2.음식물을 준비한

다(실온 정도 유

지)

3.환자를 확인한다

(등록번호 또는 생

2.환자에게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3.환자를 확인한다

(개방형 질문 또는 

환자인식팔찌).

4.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JPEN=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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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4.목적, 방법을 설

명한다.

1.모든 EN 환자는 aspiration위험성을 평가해

야 한다(A). 

2.feeding 시작하기 전 튜브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A).

2.장음을 청진한다.

7.비위관의 길이와 

구강내에 관이 꼬였

는지 확인, 위내용물 

흡인하여 소화여부 

확인. 비위관 위치는 

공기 20 cc를 넣어 

청진기로 확인한다.

5. 장음을 청진한다.

6. 삽입된 관의 위치 

확인: 공기 주입하며 

상복부, 측부와 하부

를 청진한다.

 

6.50cc주사기와 연

결하여 위 내용물

을 흡인하거나 공

기를 주입하여 위

부위에서 청진한

다.

5.무의식 환자, 

기도분비물 

흡인이 필요시 

흡인한다.

6.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7.비위관이 제 위치

에 있는지 확인한다

(왼쪽 상복부에 청진

기를 대고 enema 

syringe로 10-20cc

의 공기를 비위관으

로 주입하면서 소리

를 들어본다.)

미숙아에 대한 

특수한 고려

1.1500g미만이나 NEC(nectrotizing 

enterocollitis) 위험이 있는 미숙아는 

모유수유를 권장한다(A).

2.초극소, 극소미숙아는 최소량(0.5-1ml 

/kg/day 에서 시작하여 20ml/kg/day로 

증량한다(B).

3.초극소 및 극소미숙아는 1일 10-20ml/kg를 

진행한다(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장영양주입

펌프/

주입량

1.경장영양공급을 위한 펌프는 처방된 양의 

10% 오차범위내에서 공급되어야 한다(B).

2.신생아와 소아의 경우 공급펌프로 5%이내 

오차범위내에서 공급되어야 한다(C).

3.공급펌프는 주기적으로 정확도를 점검해야 

한다(B).

4.저속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주사기펌프

로 주입하되 주사기 끝이 올라간 채로 주입하

도록 한다(C).

3.영양액(300-500cc

정도)과 온도를 

확인한다.

5.영양액을 주입용기

에 담고 공기를 끝부

분까지 제거하고 건

다.

9.비위관에 주입세트

를 연결하여 영양액

9.백에 음식물을 준비

한다. 공기가 들어가

지 않게 한다.

주입 중

1.간헐적 주입: 2-3시

간에 걸쳐 중력에 의

해 주입. 크램프로 속

도를 조절한다.

2. 지속적 주입:처방된 

7. 잔여량을 

중력에 의해 다시 

넣고 물 30ml를 

천천히 주입한 후 

유동식을 50ml 

주사기에 담아 

중력에 의해 

들어가도록 하거나 

백에 넣어 

3.적당하게 

데운다.

-관 끝에 

주사기를 

연결하여 위 

내용물을 

흡인하거나 공기 

20cc를 넣어 

청진기로 위치를 

-feeding tube에 

유동식을 넣고 drip 

chamber에 1/2 

정도를 채워 공기를 

제거한다.

-feeding bag을 경

관끝에 연결하여 주

입속도를 조절한다(1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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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인은 1일 3-8회 정상 농도로 8-12시간에 

걸쳐 60-120ml씩 증가시켜 목표량에 도달하

게 한다. 주사기로 일회 주입시 15분 이내, 간

헐적으로 주입용기나 주머니를 이용할 경우 

30-45분 이내 주입한다.

을 서서히 주입하면

서 환자의 반응을 관

찰한다.  30분 이상 

중력에 의해 주입되

도록 하며 기침, 청색

증 등을 관찰한다.

펌프 속도를 설정한다

3.주사기 주입시 중력

이용한다.  

주입한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확인한다.

-물이 주입되면 

유동식을 주사기

에 넣고 중력으로 

주입한다. 

 

환자의 자세

3. 환자체위: 주입하는 동안 금기가 아닌 경우 

최소 30도, 가능하면 45도의 반좌위(A). 반좌

위가 불가할 경우 역 트렌델렌버그 자세(C), 

시술이나 의학적 문제로 머리를 내린 경우 가

능한 빨리 복귀한다(C).

6.환자를 반좌위 또

는 30도로 상체를 올

리고 고개를 옆으로 

한다. 

-반좌위 또는 좌위를 

취한다.

-주입 중 30-45도를 

유지한다.

-주입후 30-60분 상

체를 30-45도 유지한

다.

-좌위 또는 반좌위

를 취한다

10.주입 끝난지 30

분-1시간 정도 앉

아 있도록 한다.

-신생아, 영아는  

트림을 시킨다.

4.좌위나 반좌위, 

머리를 옆으로 돌

린다.

-주입 후 30분-1

시간 정도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5.좌위나 반좌위를 

취한다(금기시에는 

머리를 옆으로 돌린

다)

13.주입 후 30분 이

상 앉아있도록 한다. 

위내 잔류량 

측정(gastric 

volume 

residual, 

GVR)

1.위관 영양  시작후 48시간은 60ml 주사기를 

이용하여 4시간마다 잔류량을 측정한다(A). 

2.주입량이 목표에 도달하면 중환자가 아닌 경

우 6-8시간마다 잔류량을 측정한다(C). 

3.중환자는 4시간마다 측정한다(B). 

4.성인에서 GVR 2회 측정하여 250ml 넘으면 

promotility agent를 고려한다(A). 

5.GVR이 500ml이상이면 EN을 중지하고 신체

사정, GI 평가, 당조절평가, 진정제의 최소화, 

장운동촉진제 미사용시 고려한다(B). 

6.지속적 주입하는 소아는 GVR를 4시간마다 

측정하여 시간당 주입량이 넘으면 중지한다. 

bolus 주입시에 GVR이 다음 주입시간 직전에 

전시간 주입량의 1/2이상이면 주입을 중지

한다(C).

8.흡인된 내용물은 

중력에 의해 위로 주

입하며 50cc이상일 

경우 영양공급을 중

단한다. 출혈이 있을 

경우 보고한 후 배액

한다. 

10.주사기를 연결하여 

위 내용물을 흡인한다

-잔류량 확인: 간헐적 

주입은 주입 직전, 지

속적 주입시 근무조마

다 1회

-확인방법

1)100ml 나올때까지 

확인 후 다시 주입한

다.

2)기준량 100ml이상

이면 2시간 중단하고 

다시 확인하여 계속 

넘으면 한끼 식사를 

중지한다. 

-위 내용물이 

50-100 ml이상 

나오면 의사와 

상의한다

-흡인된 내용물이 

100cc 이상이면 

영양공급을 중단

한다.

-출혈이 있을 경

우 보고한 후 공

급을 중단한다. 

8.위 내용물의 잔류

량을 확인하여 

feeding여부를 평가

한다. 비위관을 꺽어

쥐고 enema 

syringe를 연결하여 

흡인(50cc이상이면 

의사에게 보고)후 잔

류량을 다시 주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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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es: 

1.지속적 주입시 4시간마다 간헐적 주입시 주

입 전후 30ml의 물로 통과시킨다(A). 

2.잔류량 측정 후 물 30ml로 통과시킨다(B). 

3.신생아나 소아는 관이 깨끗해지는 정도의 소

량의 물을 통과시킨다(C). 

4.약물투여 전후에 멸균수를 통과시킨다(C). 

5.신생아와 소량을 서서히 주입할 경우 펌프를

사용한다(C). 

6.면역 억제환자의 경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멸균수를 이용한다(C). 

10.주입이 끝나면 

30- 50cc의 물을 

공급하여 위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11. 관끝을 잠근후 

역류를 예방하기위해 

30분동안 반좌위로 

쉬게 한다.

13.삽입된 관으로 물 

30ml를 통과시킨다.

5.주입후 30-50ml 물 

주입후 고정한다.

9.유동식 주입후 

약 30ml의 물을 

주입한다. 

 

-주입 전 튜브끝

에 물 20-30 cc

를 붓고 조절기를 

풀면서 약 30cm

위로 튜브를 올린

다.

-주입 후 20-50 

cc 물을 넣고 잠

근다. 

11.유동식 주입이 끝

나면 주입bag에 

30ml 의 물을 주입

하여 튜브를 씻어낸

다(중력을 이용한다)

경장영양 

주입관련 오류

1.튜브 연결시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침을 만든다(C). 

2.비전문가나 방문객은 튜브를 연결하지 않고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훈련한다(C). 

3.IV나 주입용기를 변형시키지 않는다(C). 

4.튜브를 다시 연결할 때 시작지점부터 연결부

위까지 확인한 뒤 연결한다(C). 

5.feeding 튜브와 연결부위에 라벨이나 색깔 

테이프를 부착하여 구분한다(C). 

6.Fomular 백에 ‘Enteral only-NOT for IV 

use'라는 라벨을 붙인다(C).

13. 환자 교육

 -팽만감, 오심, 구토

있으면 알린다.

 - 보호자 교육

4.갑작스런 기침, 구토 

증상을 관찰한다.

8. 주입 중 복부 

팽만감, 오심, 구토 

호소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중지한다 

-주입속도가 높으

면 위벽을 자극하

여 오심, 구토를 

유발한다.

12.튜브끝을 막은 후 

환의에 안전하게 고

정한다.

기타

12. 물품을 정리, 주

입량, 환자반응 기록

한다.

■주입 후

주입용기를 세척하여 

영양액이 남아있지 않

게 맑은 물로 통과, 

자연건조시킨다. 주사

기는 24시간마다 교체

한다.

12.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13. 음식물 주입시

간, 종류, 양, 환자

의 반응, 관찰사항

을 기록한다. 

-기록: 주입량을 

임상관찰기록 섭

취량-경구-튜브란

에 기록한다. 

-물품정리(주사기, 

주입백은 사용시마다 

미지근한 물로 깨끗

이 씻어 완전히 건조

시키고 매일 마지막 

사용후 식기용 세제

로 세척하여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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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기록과 내용

-모니터링 항목

체중, 섭취 및 배설량, 

혈청 혈당, 위장관 기

능, 장음(8시간마다), 

매일 구강간호, 코점

막

한 물로 헹군후 건조

시켜 보관한다)

15.주입백과 세트 교

환주기를 안다(육안

상 지저분해보거나 

적어도 1회/주)

16.손을 씻는다.

17.기록(시간, 종류

와 양, 환자의 반응)

형식 AHRO A B C D E 

제목
Guideline for prevention of catheter 

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2009
유치도뇨 유치도뇨 유치도뇨 유치도뇨 유치도뇨

Bibliographic 

source

CDC, 2009 임상간호실무지침서, 

2006

 간 호 실 무 지 침 서 , 

2010

간호부 업무표준, 

2010 
간호실무지침서 2010

신입간호사 업무 
표준화 
CHECKLIST,2011 

Scope

-질병/상태       -가이드라인 범주

-임상적 특수성   -주요 사용자

-가이드라인 목적 -적용 대상자 

-고려할 중재 및 실무

-고려할 주요 결과들

목적 

준비물 

목적

준비물 

목적

준비물

목적

적응증

준비물품

methodology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의 설명

-근거제시 자료의 수

-근거의 질과 강도의 평가 방법

-근거의 강도 평가체계

없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없음 없음

2. 유치도뇨 실무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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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를 이용한 근거의 질평가

-권고를 만든 방법의 제시

-권고의 강도체계(ⅠA,ⅠB,ⅠC,Ⅱ, no 

recommendation/unresolved)

Recommendati

ons

-적절한 도뇨관의 사용 

-적절한 도뇨관 삽입의 기술 

-적절한 도뇨관 유지의 기술 

-질향상 프로그램 

-적용 인프라

-발생 감시

방법

-도뇨관 삽입 및 유

지, 기록 

방법

-시행전, 중, 후

-유치도뇨관 관리

-교환기준, 장기사용, 

세척, 검체채취, 제거

-환자 모니터링

-간호기록 

방법

-도뇨관 삽입,유지 

-도뇨관 환자의 간호

-유치도뇨관의 제거

-검사물 채취

 

간호수행

(유치도뇨관의 삽입)

기록

-유치도뇨관 삽입 

-유치도뇨관 관리

주제 AHRQ A B C D E

I.적절한 

도뇨관의 사용 

A. 카테터는 적절한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만 

삽입하고 제거한다(category IB).

 1. 모든 환자에서 도뇨관의 사용과 사용기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카테터관련 요로감염의 고위

험군이나 여성, 노인, 면역손상 환자로 도뇨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군에서는 특히 그렇다 

(category IB). 

 2. 실금관리를 위한 도뇨관 사용을 피한다 

(category IB). 

 3. 수술환자는 정규보다 필요시에 도뇨관을 사

용한다(category IB).

 4. 수술환자가 지속적 사용의 지시가 없는 한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actice Recommendation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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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에, 수술 후 가능하면 빨리 제거한

다(category IB).

I. 도뇨관 삽입에 

대한 적절한 기술 

I 도뇨관 삽입에 

대한 적정한 기술 

 

 

A. 도뇨관 삽입, 혹은 카테터 장치 혹은 부위의 

조작 전후에 즉각적으로 손위생을 실시해야 한

다(category IB).  

1. 손을 씻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1. 손을 깨끗이 씻는

다

1. 손을 씻는다 1, 손위생을 한다. 준

비된 물품을 환자의 

방으로 가져간다

손을 씻거나 알코올 

젤로 닦는다

B. 무균적으로 카테터 삽입과 유지에 대한 올

바른 기술을 아는, 적절하게 훈련된 직원에게 

책임을 준다(category IB).

C. 급성 치료병원에서 무균적인 기술과 무균적

인 기구를 사용하여 도뇨관을 삽입한다

(category IB). 

 1. 멸균장갑, 방포, 스폰지, 요도관 주변을 청

결히 하기 위한 적절한 무균 혹은 멸균수와 삽

입을 위한 일회용 윤활젤리를 사용한다

(category IB). 

 2. 정규적으로 소독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category II).

 3. 카테터 삽입전에 요도 주변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소독 용액이나 멸균용액이나 식염수의 

사용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no 

recommendation/unresolved issue).

-도뇨는 외과적 무균

법을 필요로 한다

2. 물품을 준비한다. 

1)세트에 멸균 주사

기, Foley catheter를 

무균적으로 담는다.

2)종지에 소독솜과 멸

균 증류수를 무균적으

로 담는다

3)소독거즈를 무균적

으로 담고 윤활제를 

떨어뜨린다. 윤활제의 

처음 것은 버리고 나

중 것을 담는다. 

11. 소독 장갑을 무균

적으로 낀다. 

5. 손위생을 하고, 무

릎사이에 유치도뇨관 

셑을 놓고 푼후 멸균 

장갑을 낀다. 관의 

5cm 가량에 윤활제를 

바르고 hemostat를 

가지고 소변이 나오는 

출구를 잠근다.  

-Foley set 멸균포의 

가장자리만을 만져 환

자의 회음부 앞에서 

펼쳐서 무균 영역을 

만든다. 

-멸균 장갑을 무균적

으로 낀다. 

D.만성적으로 간헐적인 도뇨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청결기술이 멸균 기술에 대하여 수용할

만하고, 보다 실무적인 대안이다(category IA). 

E. 움직임과 요도 견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삽

입후에 유치도뇨관을 적절히 안정화한다

(category IB).

13, 카테터가 당겨지

지 않도록 여자의 경

우 대퇴부에 남자의 

경우 음경과 고환 각

7. 도뇨관을 부드럽게 

당겨보아 빠지지 않는

지 확인한다.

8. 다시 조금 밀어 넣

21.공기주머니가 만들

어졌으면, 저항을 느

낄때까지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빼본 후 다

11.도뇨관을 조금 당

겨 빠지지 않는지 확

인한 뒤 다시 약간 밀

어 넣는다.   

-catheter가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살짝 당겨보고 다시 

밀어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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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열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복부 한쪽에 

여유를 두어 고정시킨

다. 

은 후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를 무균적으로 

연결한다. 

1. 활동시 불편을 느

끼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대퇴부위에 반창

고로 도뇨관을 고정시

킨다. 

시 조금 밀어 넣는다. 

25.카테터를 대퇴 안

쪽에 고정시킨다.

25. 카테터가 당겨지

거나 음경과 고환 각

도에 열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복부에 여유

를 두어 고정한다.    

13.도뇨관과 배뇨관을 

연결하여 환자가 움직

여도 당져지지 않을 

만큼 여유를 두고(여

성은 대퇴부위, 남성

은 하복부, 복부수술

은 대퇴부위) 도뇨관

을 고정시킨다.  

II 도뇨관 삽입에 

대한 적절한 기술

F. 임상적으로 지시된 것이 아니라면, 좋은 배

액을 지속하고, 방광경과 요도관의 상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작은 구멍이 있는 

카테터를 사용한다(category II).

G. 간헐적인 도뇨가 이루어진다면, 방광의 과다

팽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

행한다(category IB).

H. 소변량을 사정하고, 불필요한 카테터 삽입을 

줄이기 위하여, 간헐적인 도뇨가 이루어진다면, 

소변량을 사정하기 위하여 이동식 초음파 기구

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category II). 

III. 도뇨관의 유지

를 위한 적절한 기

술 

 A. 도뇨관의 무균적 삽입에 이어서, 폐쇄적 배

액 체계를 유지한다(category IB).

 1. 무균술이 안되거나, 연결이 빠지거나, 누출

이 발생하면, 카테터와 수집백을 멸균적으로 교

환한다(category IB).

   2. 미리 연결된, 봉인된 카테터-튜브연결 연

결부를 가진 도뇨체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category II).  

1) 정기적으로 도뇨관

이나 소변주머니를 교

환할 필요없으나 새거

나 막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한다. 

2)교환시 도뇨관과 소

변 주머니 전체를 교

환한다. 

26. 소변백의 배수구

가 잠겼는지 확인한

다. 

 

III. 도뇨관 유지를 B. 소변 흐름이 막히지 앟도록 유지한다 14. urine bag은 침 2)소변주머니는 방광 26. 소변백의 배수가 14. 소변이 잘 배출되 -urine bag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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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절한 기술 

(category IB).

 1. 카테터와 collecting tube가 꼬이지 않도록 

유지한다(category IB).

 2. 항상 collecting bag은 방광의 아래쪽으로 

놓이도록 한다. 바닥에 주머니를 두지 않는다

(category IB).

 3.환자에게 분리되고 깨끗한 collecting 

container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collecting 

tube을 비워준다; 한꺼번에 비우는 것을 피하

고, 멸균되지 않은 collecting container에 배액 

꼭지가 닿지 않도록 한다(category IB). 

상보다 낮게 위치하도

록 하고 배출관이 꺽

이지 않도록 해주며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도뇨관 및 소변

주머니의 줄이 꼬이거

나 접히지 않도록 주

의한다. 

-소변주머니가 바닥

에 닿지 않도록 한다

(근거 및 주의점). 

잠겼는지 확인하고  

소변백이 병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침대에 

고정(환자의 방광보다 

아래)한다.

도록 urine bag을 침

상에 고정시킨다.

16. 소변백은 항상 유

치도뇨관 삽입 높이보

다 낮게 유지하도록 

교육한다.

허리보다 아래에 위치

하도록 고정하고 카테

터가 당겨지지 않도록 

환부를 피해 대퇴부 

안쪽에 고리를 만들어 

붙이거나 STAT lock

으로 고정한다.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다(소변주머니

를 바닥에 닿지 않게 

할 것, 소변 역류하지 

않도록 허리 아래로 

내릴 것, 배출구를 맨

손으로 만지지말 것) 

uremeter 와 urine 

bag은 절대 분리하지 

않는다. 

urine bag은 방광보

다 낮게 하고 끝이 바

닥에 닿지 않도록 유

지한다.

역류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clamp로 

잠근다.  

III. 도뇨관 유지를 

위한 적절한 기술 

C. 카테터나 collecting system의 조작 동안에 

장갑의 사용과 적절한 가운착용을 포함하여 표

준예방법을 사용한다(category IB). 

D. 복잡한 소변배액체계(배액포트로 멸균적 카

5. Foley set을 펴고 

소독 장갑을 낀다

12. Foley 카테터와 

urine bag을 연결시

시행중

2. 소독 장갑을 낀 후 

주사기에 증류수를 

5-10cc를 재고 멸균 

9.소독 장갑을 무균법

으로 낀다. 

5.손위생을 하고 무릎

사이에 유치 도뇨관 

set을 놓고 푼 후 멸

균 장갑을 낀다. 주사

물품을 정리하면서 장

갑 바깥쪽이 손에 닿

지 않게 주의하면서 

장갑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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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지 등과 같은 박테리아 침입을 줄이는 기

전의 사용)는 routine 사용에는 필요하지 않다

(category II).  

키고 장갑을 벗는다. 내지를 개봉하여 그안

에 있는 Foley를 꺼

내 balloning을 확인

한다. 

기로 증류수를 5cc 

정도 넣어서 도뇨관의 

풍선이 정상인지 확인

하고 증류수는 다시 

빼 놓는다. 관의 끝 

5cm 가량에 윤활제를 

바르고 hemostat를 

가지고 소변이 나오는 

출구를 잠근다. 

E. 유치도뇨관이나 배액주머니를 일상적으로 

교환할 때, 고정된 간격은 권고되지 않는다, 오

히려 감염, 폐색 혹은 폐쇄체계가 위협을 받을 

때 등과 같은 임상적 지시에 기초하여 카테터

나 배액 주머니를 교환하도록 한다(category 

II).

1) 정기적으로 도뇨관

이나 소변주머니를 교

환할 필요는 없으나 

새거나 막히거나 이상

이 있을 경우에는 교

환을 한다

30.카테터와 소변백의 

교환은 환자상태에 따

라 다르다(rubber 

5-7일, silicon 1개월, 

소변백은 카테터 교환

시 교환하되 필요시 

조절한다. 

유치도뇨관의 교환주

기를 설명할 수 있다

(카테터 교환시 소변 

주머니도 교환, 

rubber: 1주, silicon: 

1개월)

III. 도뇨관의 유지

를 위한 적절한 기

술 

F. 만일 임상적 지시가 없다면(예, 비뇨기 수술

후에 제거된 카테터에 박테리아성 소변이 있는 

환자 등) 단기 혹은 장기간의 도뇨가 필요한 환

자에서 상행성 요로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

상적으로 전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category IB).

 

G. 카테터가 놓여져 있을 때는 상행성 요로감

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제로 요도주변을 청

결히 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위생(예, 매일 목

욕이나 샤워시에 meatal surface의 청결)이 적

절하다(category IB). 

1) 유치도뇨관을 가진 

환자의 삽입 부위는 

1일 1회 물과 비누를 

사용하거나 생리식염

수 솜을 사용하여 분

비물을 세척한다. 

30-ㄴ. 하루에 2회이

상 회음부 간호를 해

준다(근거-요도를 통

하여 방광에 세균이 

침입됨을 막기 위함이

다)

생리식염수 혹은 증류

수를 묻힌 거즈로 요

도구 주위에 묻은 윤

활제와 남은 소독제를 

닦는다(위에서 아래로 

1회씩 사용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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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폐색이 예견되지 않는다면(예, 전립선이나 

방광 수술 후 출혈 발생), 방광 세척은 권고되

지 않는다(category II).

 1. 폐색이 예견되면 폐쇄적인 지속적 세척이 

권해진다(category II). 

I. 항생제로 방광의 일상적인 세척은 권고되지 

않는다(category II).

J. 배액주머니로 소독제나 항생제 용액을 일상

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category II).  

-정기적인 도뇨관 세

척은 하지 않으나, 

blood clot이나 점액 

제거를 위해 일시적으

로 할 수 있다. 

-정기적인 도뇨관 세

척이 필요한 경우 도

뇨관을 3way 도뇨관

으로 교환하여 시행한

다 

 K. 제거되기 전에 유치도뇨관을 clamping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category II).

4)대퇴에 붙인 반창고

를 제거한다. 

5)10cc 주사기로 

balloon의 증류수를 

뺀다. 

6)도뇨관을 조심스럽

게 빼낸다.   

3. 대퇴에 붙인 반창

고를 제거한다. 

4.공기주머니 내에 있

는 증류수를 주사기로 

빼낸다. 

5.카테터를 조심스럽

게 빼 용기에 담는다 

III. 도뇨관의 유지

를 위한 적절한 기

술-재료 

 L. 만성적 도뇨관 사용 환자에게 요도 감염 

예방을 위하여 nonpathogenic bacterial 

strain을 사용한다(no recommendation/ 

unresolved issue).

M. 카테터관련 요로감염률을 줄이기 위한 포괄

적인 전략을 수행한 후에 카테터관련 요로감염

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항생제/소독제가 발라

진 카테터의 사용을 고려한다(category II). 

 1.증상이 있는 요도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

여 항생제/소독제가 발라진 카테터의 효과에 대

해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no recommendation 



- 117 -

/unresolved issue)

 N. hydrophillic 카테터는 간헐적인 도뇨가 필

요한 환자을 위한 표준적인 카테터로 선호된다

(category II). 

 O. Silicon은 자주 폐색이 일어나는 장기간 카

테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외피형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선호할 수 있다

(category II). 

III. 도뇨관의 유지

를 위한 적절한 기

술 -폐쇄의 관리

Q. 폐쇄가 일어나고 카테터 재료가 막힘에 기

여한다면 카테터를 교환한다(category IB). 

III. 도뇨관의 유지

를 위한 적절한 기

술 -검사물 채취

U. 무균적으로 소변샘플을 채취하기(category 

IB).

    1. 신선한 소변의 적은 양이 검사(예, 소변

분석, 배양)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독제로 포

트를 세척한 후에 무균적인 주사기/캐뉼라 

adapter로 needleless sampling port로부터 소

변을 빨아낸다(category IB). 

    2. 특정한 분석을 위해서 배액 주머니로부

터 많은 양의 소변을 채취한다(category IB).

1)검체가 모아지도록 

소변주머니를 clamp 

한다. 

2)도뇨관과 소변주머

니의 연결부위를 소독

제(10% povidone)로 

소독한다

3)도뇨관과 소변주머

니 연결 부위에서 주

사기를 이용하여 검체

를 채취한다.

4)검체체취 후 clamp 

를 연다.

1)24시간 소변은 소

변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2)기타 소변 검사물은 

카테터를 약 15-20분

간 잠궈 소변이 고이

도록 한 후 채취한다. 

3)밀폐식 체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카테터 

끝을 10% 베타딘 솜 

혹은 스틱으로 닦고 

말린 후 10cc 주사기

(23gauge)로 검사물

을 채취한다. 

유치도뇨관 삽입 9. 음순을 벌린 채 오

른손으로 Foley 카테

여자

1. 한손은 엄지와 검

여자

14.카테터 끝 5-8cm  

-소독된 겸자로 남자

의 경우 소독솜을 잡

왼손으로 소음순을 벌

리고 catheter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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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그대로를 집어 생

리식염수나 윤활제를 

묻힌 뒤 카테터의 끝

을 요도구에 삽입한

다. 소변이 나오는 것

을 확인하면 켈리로 

막는다.  

지로 대음순을 벌려서 

요도구를 볼 수 있게 

한다. 

2.다른 손으로 forcep

을 잡고 소독솜을 집

어서 회음부 주위를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5

회 정도 닦는다. 

3.forcep을 잡았던 손

으로 유치도뇨관의 끝 

5cm까지 윤활제를 바

른다.

4.유치도뇨관을 약 7 

-8cm 정도 부드럽게 

요도구에 삽입한다. 

남자

1.한손은 엄지와 검지

로 음경의 포피를 요

도구가 보이도록 몸 

쪽으로 당긴다. 

2.다른 손으로 forcep

을 잡고 소독솜을 집

어서 요도구 주위를 

위에서 원을 그리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2 

-3회 정도 닦는다. 

3.forcep을 잡았던 손

윤활제를 바른다. 

15. 0.5% 클로르헥시

딘솜으로 외음순 주위

를 닦는다. 

-오염된 손의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리

고, 오염되지 않은 손

으로 forcep을 사용하

여 하나씩 소독솜을  

치골부위에서 항문쪽

을 향하여 닦는다. 

-소음순을 같은 방법

으로 닦는다. 

-피부를 만진 손의 

엄지와 중지로 소음순

을 위쪽으로 당기면서 

요도구를 노출시키고 

닦는다. 

-오염되지 않은 손으

로 카테터가 불결되지 

않도록 요도구에 5-8 

cm 정도 삽입한다. 

-kelly를 풀어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 후  다

시 잠그고 카테터를 

2.5-5cm 가량 더 삽

입한다. 

남자

아서 요도를 둥글게 

한번 닦고 버린다. 

-여자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대음순에서 소

음순 순서로 닦는다. 

도뇨관은 소변이 나오

기 시작한 지점보다 

2.5-5cm 더 깊이 삽

입한다. 

될 때까지 손을 떼지 

않는다. 

여성

-오른손으로 kelly를 

이용해 povidone ball

을 잡아 양쪽 대음순

-소음순-요도구-항문

전 까지 위에서 아래

로 소독한다.

남성

-왼손으로 음경을 쥐

고 오른손은 kelly을 

이용하여 povidone 

ball을 집어 음경의 

끝에서부터 치골 부위

를 향해 나선형의 동

작으로 소독한다. 

성별에 따른 요도 길

이를 알고 윤활제를 

카테터 끝에 묻힌다. 

(여성 4-5cm, 남성 

15-20cm)

kelly로 Foley 카테터

의 소변 배출구 부위

를 clamp한다. 

Foley 카테터를 손으

로 잡은 후 환자에게 

아 소리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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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치도뇨관의 끝 

20cm까지 윤활제를 

바른다. 

4.유치도뇨관을 약 15 

-25cm정도 부드럽게 

요도구에 삽입한다. 

5.삽입하는 동안 음경

이 직선이 되도록 유

지한다. 

-카테터 끝 12-18cm

에 윤활제를 바른다. 

-요도구를 0.5% 헥시

딘 솜으로 둥글게 

3-4회 닦는다.

-요도구에 12-18cm 

정도 삽입한다. 

-잠궈 둔 kelly를 풀

어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하여 소변이 나오

기 시작하면 kelly를 

다시 잠그고 카테터를 

2.5-5cm 가량 더 삽

입한다.  

적절한 삽입 길이와 

방법을 안다. 

-여성-13cm 이상요

도의 후상방으로 삽입

한다. 

남성-왼손으로 음경

을 들어올린 다음 

25cm이상 삽입한다. 

kelly를 풀고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 

후 다시 kelly로 

clamping한다. 증류수

로 채운 syringe로 

ballo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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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HRQ  A B C D E

제목 Prevention of fall-Health care protocol 안전간호(낙상) 낙상예방 및 관리
낙상예방을 위한 안

전관리
안전간호(낙상) 낙상예방 및 관리

Bibliographic 

source

 ICSI, 2008 임상간호실무지침서

, 2006

간호실무지침서, 

2010

간호부 업무표준, 

2010

간 호 실 무 지 침 서 , 

2010

간호실무지침서, 

2011 

Scope

-질병/상태            -가이드라인 범주

-임상적 특수성        -주요 사용자

-가이드라인 목적      -적용 대상자 

-고려할 중재 및 실무  -고려할 주요 결과들

목적

준비물품

목적

정의

책임영역

목적
목적

적응증
없음

Methodology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의 설명

-근거제시 자료의 수

-근거의 질과 강도의 평가 방법

-근거의 강도 평가체계

-GRADE를 이용한 근거의 질평가

-권고를 만든 방법의 제시

-권고의 강도체계(A, B, C, D, M, R, X)

없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없음 없음

Practice 

Recommendati

on

-입원시 환자의 낙상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

-표준화된 낙상위험사정 도구

-다른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의사소통

-위험요소에 대한 중재수행

-관찰 및 추적조사

-기록, 지속적 개선을 위한 방법

방법

-환자, 보호자교육

-낙상위험도 사정

-손상위험요인

-호출기 사용

-낙상예방중재

-기록

-사정도구(성인/

소아)

-고위험환자기준

-환자/가족교육

-낙상예방물품

-방법/근거,주의점

1.일반적관리지침

2.고위험관리지침

-사고발생 보고

-간호기록

-환자, 보호자 교육

-환자이동/소아환

자 이동시 주의사항

-환경관리

-위험환자일반관리

-고위험환자관리

-낙상위험 사정

-낙상 보고, 관리

-간호기록

간호수행

-환자, 보호자교육

-낙상위험도 사정

-손상위험요인

-호출기 사용

-낙상예방중재

-기록

-기타 고려사항

-낙상위험사정

-재사정

-낙상사정도구(성

인/소아)

-낙상예방교육

-낙상방지안전관

리

3. 낙상 실무지침 비교

ICSI=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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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Q A B C D E

입원환자의 낙

상위험평가

-의사, 간호사, 보조원, 이송원과 그 외 

모든 직원이 환자의 낙상가능성에 대해 

질문한다(M). 

1.이 환자가 낙상 이력이 있는가?

2.낙상할 것 같이 보이는가? 임상적으로 

걸음이나 균형잡는데 문제가 있는가?

3.낙상손상이 발생한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가?

3.낙상위험정도를 사

정한다. 

12.(고위험대상:노인, 

혼미, 마비환자, 경련

환자, 안절부절못하는 

환자)

1.모든 입원환자를 낙

상사정도구를 이용하

여 낙상위험군을 사정

한다. 

2.매일 1회 이상 재사

정, 간호사 판단에 따

라 환자상태 변화시, 

전동시에 재사정한다. 

침상에 있는 응급환자

도 포함한다.

-입원시 초기사정

-모든 환자 매일 

1회 이상 재사정, 

환자상태 변화있을 

때 사정

-낙상위험 환자는 

1주일마다 재평가

-응급실 모든 환자 

초기사정 및 45점 

이상 매일 1회 

재사정

3.낙상위험요인을 사

정한다. 

1.모든 입원환자에게 

낙상위험평가를 실시

한다.

2.낙상위험 재사정은 

주1회 실시한다. 24

시간이내 재사정대

상: 수술직후, 전동, 

침습적 검사 및 시술

직후, 급격한 신체상

태 악화(혈압저하), 

진정수면목적으로 향

정약 복용시작 또는 

증량 시

표준화된 사정

도구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

1.Hendrich Ⅰ&Ⅱ, Johns Hopkins, 

Innes, Morse, STRATIFY, Downton, 

Tinetti and Schmidt

2.낙상 손상에 대한 이차사정을 한다.

1)환자 개별 낙상손상위험을 사정한다.

2)85세 이상 고령, 골다공증, 뼈전이암, 

외과적 절개부위가 벌어질 수 있는 수술

환자는 예방에 우선순위를 둔다(D, M).

1.성인은 MFS(Morse 

Falling Scale)를 이용

하여 낙상위험군 사정

(고위험 51점 이상) 

2.소아낙상도구(MFS, 

CHAMP) 이용하여 사

정(6세 미만, 고위험 

30점 이상)  

1.7세 이상 MFS 

이용, 낙상위험 

사정(고위험 45점 

이상)

-낙상위험요인 평가

표(JC, 2005)를 이용

하여 2점 이상인 경

우 고위험군으로 분

류

1.18세 이상 성인 

MFS(51점 이상 고위

험군)

2.18세미만 아동 4점

/9점 이상 고위험

3.낙상제외 고위험군

은 사정없이 예방활

동 시행

위험요인사정
-인지적 장애:섬망, 치매(B) 3.수면제, 항우울제, 3.간호사의 판단(무의 2.6세미만은 고위험 12.고위험대상:노인, 3.낙상 고위험군

Practice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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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성 장애

1.보행장애, 쇠약, 하지 운동의 감소, 균

형감 상실은 낙상위험요소이다(M).

-약물 복용

1.4종류이상 복용하는 환자는 낙상위험

도가 높다(D).

2.항경련제, 항우울제, 항정신성약, 부정

맥약, 벤조다이아제핀, 디곡신, 마약제와 

진정제는 노인 낙상위험을 높인다(M,R).

3.졸피뎀, 메프로바마이트, 칼슘차단제는 

낙상위험과 연관이 있다.

-환경

1.바닥의 매트가 없거나 화장실에 손잡

이가 없거나 잘못된 매트 등은 낙상위험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R).

진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 약물의 

부작용을 사정한다. 

식, 혼미, 정서불안, 

경련우려, 시력/청력 

장애 등 감각이상, 약

물복용(항우울제, 항불

안제, 항정신치료제, 

최면진정제, 마약제제, 

이뇨제복용)

-낙상 기왕력

-현기증 및 체위성 저

혈압 환자

군으로 분류, 별도로 

사정하지 않는다.

3.낙상고위험 환자 

관리

-약물복용환자

-저혈압환자

-배설/배뇨장애

-전신쇠약환자

-기동성, 평형, 거동 

장애환자 

-어지럼증, syncope 

-수면장애 환자

-지남력, 의식혼미

-시각/지각 결손

-초조 환자

혼미, 마비환자, 경련

환자, 안절부절못하는 

환자

-7세미만, 65세이상, 

통원수술실, 회복실, 

정신과, 소아 및 신생

아 중환자실, 응급센

터, BMT/암센터주사

실, 성분수혈실, 인공

신장실, 진정/수면을 

목적으로 향정약 복

용을 시작하거나 용

량이 증가되었을 때 

등

위험요소의 

의사소통

-시각적 의사소통

1.병실, 화장실 표지, 팔찌나 스티커 등 

위험을 알리는 시각적 자료를 부착한다. 

2.의료진간, 직원, 환자가족이나 

방문객은 직원을 불러야 할 상황을 

교육받아야 한다.

3.누구든지 환자의 낙상위험정도를 

인지하고 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C).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1.입원시 환자와 가족에게 낙상위험을 

알린다.

2.기관의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설명하고 

1.입원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교육 

을 실시한다.

2.환자와 보호자에게 

침대보조난간 사용법  

을 교육한다.

12.낙상사고 위험환

자에게 ‘낙상주의’ 팻

말을 부착한다.

1.모든 환자 입원시 

낙상예방교육(침대난

간, 간호사 호출기 사

용법)을 한다.

2.고위험환자 명단을 

출력한다. 낙상고위험 

환자임을 알리는 표식

을 병실입구 환자 이

름표와 침상에 적용, 

핑크색 환자 ID band

적용한다. 

3.낙상위험 요인 및 

낙상예방에 대해 교육

1.입원시 낙상예방 

안내와 생활수칙을 

설명한다(콜벨, 침상 

난간 사용법).

7.낙상우려가 있는 

환자명단을 카덱스에 

정리하여 인수인계시 

정보를 교환한다. 

-낙상위험환자 침상 

에 낙상주의 안내문 

이나 sign board를 

부착

1.입원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교육 

을 시행한다.

2.환자와 보호자에게 

침대보조난간 사용법 

을 교육한다.

3.보호자에게 환자를 

혼자두지 않도록 

교육한다.

13.낙상 가능성이 있

는 환자가 검사, 처치 

등 다른 부서에 갈 

때 병력 등을 알린다.

1.낙성저위험군은 노

란색 낙상주의 푯말 

적용, 낙상예방 리플

렛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교육을 한다.

2.65세 이상, 7세 미

만, 의식 명료 못하거

나 irritable한 환자, 

낙상과거력 있는 환

자는 낙상 고위험군

으로 빨간색 푯말을 

적용하고 예방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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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가 시각적 자료를 

인지하도록 교육한다.

3.기관의 기대를 분명히 한다. 

4.환자와 가족이 낙상예방을 위해 

어떻게 할지, 언제 직원을 불러야하는지 

설명한다. 

5.낙상위험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기록한다(B).

-환자교육

1.낙상예방 환자교육이 권고된다(D). 

2.다양한 교육방법이 환자의 학습경험에 

도움이 된다(D). DVD/video(A)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과 직원간 

의사소통

1.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전동 또는 다른 

부서로 갈 경우 실무담당자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국가환자안전 

관리지침).

2.고위험환자가 방사선과, 검사실, 

수술장, 물리치료실 등으로 이송 시 

시각적 표식을 한다(슬리퍼색상, 

낙상표시, 팔찌 구분 등).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3.간호사 변경시 명확하게 인계한다.

4.약물복용(미다졸람, 로라제팜)을 한 

경우 직원간 SBAR 

(Situation-Background 

-Assessment-Recommendation)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

와 보호자를 교육한다

(성인/소아/낙상고위험 

환자로 구분). 보호자

가 바뀌면 추가교육

10.혼돈, 섬망등 인지

장애 환자는 알람매트 

사용, 혼자 일어날 때 

경고음 울리게 한다.

12.통제 안되는 경우 

정신과 협진의뢰, 약

물요법을 의사와 상의

한다.

12.낙상사고 위험환

자에게 ‘낙상주의’팻

말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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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명확히 의사소통한다. 이런 

환자는 24시간동안 잘 관찰해야 한다.

위험요소 

중재수행

위험요소 

중재수행

-공통적인 낙상 중재

-엄격한 낙상 주의 및 중재

1.환자의 문 앞에 ‘Please help prevent 

falls' sign을 세운다.

2.화장실에 갈 때 직원이 반드시 함께 

한다.

3.화장실/코모도 사용을 돕거나 깨어 

있는 동안 매시간 소변기를 보조한다.

4.침대주변에서 이동 벨트를 사용한다.

5.가정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체적, 

작업적 치료를 의뢰한다. 

6.의자나 침상 알람을 사용한다.

-행동적 중재

1.치매환자는 낙상예방을 위해 행동적 

중재가 필요하다. 흥분이나 충동장애가 

촉발되는 요인을 확인한다. 

-거동장애에 대한 중재(M, R)

1.운동은 노인낙상을 감소시킨다. 

근강도저하, 거동과 보행장애는 낙상 

예측요인이다(M). 

2.미끄럽지 않은 신을 신어야 한다.

3.천천히 일어나도록 교육한다.

4.고위험환자는 조기이상과 규칙적 운동 

을 한다.

5.환자와 가족에게 안전교육을 반복시행 

6.고위험환자 이송시 돕는다.

4.환자침대옆에 

간호사 호출기를 

두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5.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 두어 

물건을 잡기 위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6.보조난간이 필요한 

환자(5세미만, 혼미, 

정서불안, 수면중 

환자, 무의식환자 

등)에게 보조난간을 

올려준다.

7.환자 운반용 

카트로 이동시 

보조난간을 올린다.

8.고장난 보조난간, 

휠체어, 운반용 카트 

가 있는지 확인한다.

9.휠체어나 운반용 

카트는 바퀴를 

고정시키고 목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일반적 관리지침

1.필요시 보호자를 

상주시킨다.

2.의사의 지시에 따라 

억제대를 적용한다.

3.응급실, 중환자실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4.취침전 순회시 모든 

환자의 침대난간을 

올린다. 호출기와 

필요한 물품을 이용하 

기 쉽게 배치한다.

5.바닥에 물이 

엎지러지면 즉시 

닦는다.

6.환자를 카트로 

이동시 잠금장치를 한 

뒤 이동한다. 

7.침대, 장의자, 

상두대의 바퀴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전기코드, 

주변물품을 정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한다.

8.소아환자가 

-환자보호자 교육

1.65세이상 노인, 

15세미만 환아, 

의식명료 못하거나 

irritable한 환자, 

수술환자, 어린이 

섬망환자는 침상난간 

을 올려주고 필요시 

억제대를 적용한다.

2.야간이나 환자 

있을때 난간을 

올린다.

3.수면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권장한다

4.수면중 깨어 화장 

실에 갈때 반드시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5.절대안정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교육한다. 

-이동시 주의사항

1.카트나 휠체어로 

이동시 난간을 올리 

고 바퀴를 고정한다.

2.오랜 침상안정 후 

4.환자침대옆에 

간호사 호출기를 

두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5.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 두어 

물건을 잡기 위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6.보조난간이 필요한 

환자(5세 미만, 혼미, 

정서 불안, 수면환자, 

무의식환자 등)에게 

보조난간을 올려준다.

7.환자운반용 카트로 

이동시 보조 난간을 

올린다.

8.고장난 보조난간, 

휠체어, 운반용 카트 

를 확인한다.

9.휠체어나 운반용 

카트는 바퀴를 고정, 

목발끝에 고무를 부 

착한다.

10.병원바닥에 

1.필요시 의사처방에 

따라 억제대 적용 

(억제대지침 준수).

2.야간이나 환자 

혼자 침상에 누운 

경우 보조난간을 

모두 올린다. 수면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경우 간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고 내려오게 한다.

3.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한다. 

바닥청소나 왁스는 

통행 적은 시간에 

반씩 나누어 하고 

표시한다. 미끄럽지 

않는 슬리퍼를 

신는다.

4. 침상 부속기구, 

전깃줄을 잘 정리,  

보행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카트로 환자이동시 

침상난간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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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중재수행

7.보행기나 지팡이, 보조기구를 사용한 

다.

8.규칙적으로 배뇨를 계획하고 돕는다.

9.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

10.손상 우려시 엉덩이보호대를 사용한 

다.

11.주간과 야간에 적절히 조명을 

유지하여 일어날 경우 보이도록 한다.

12.활동 중 보행벨트나 이동 벨트를 사 

용한다.

- 환경적 중재

1.복도나 환자가 있는 곳을 순회하여 

위험하거나 용액이 흐른 곳을 확인하고 

제거한다. 환자의 보조기구를 

정기점검한다. 

2.간호사는 환자병실을 점검하여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모든 

직원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도록 교육한다. 

목발끝에 고무를 

댄다.

10.발에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도록 

교육한다.

11.의식이 

혼미하거나 

정서불안환자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성인병동에 입원 시 

침상난간커버를 

덧대어 낙상하지 않게 

한다. 가능한 한쪽 

벽으로 배치한다. 

침상커튼을 열어두어 

관찰이 쉽게 보호자를 

교육한다.

-고위험환자관리

1.화장실에 가거나 

코모도 사용시 보조. 

판단력 장애 시 혼자 

화장실이나 코모도에 

두지 않는다.

2.소변기를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한다. 

여성용 소변기를 제공

한다.

3.보행보조기구 적용, 

이동시 부축한다.

4.이뇨제는 수면시간 

을 고려하여 투여한다

5.손상위험이 높은 

환자 이동시 보조대 

(헤드기어)를 착용한다

6.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다리부터 내린다.

7.야간에 간접등을 켠 

처음 보행 시작 시 

보행기를 이용하고, 

간호사 도움을 받는 

다.

3.미끄럼 예방 슬리 

퍼를 사용한다.

4.이동시 IV stand를 

이용한다.

-소아환자 이동

1.보육기(문을 잘 

닫고, 체중 측정시 

한손으로 애기를 

잡고 측정한다)

2.아기이동시 이동용 

보육기 사용

-환경관리

1.바닥에 용액, 물을 

흘리지 않는다.

2.왁스는 반씩 시행, 

통행적은 시간에.

3.바닥 물기는 삼각 

대로 표시한다.

4.화장실,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사용한다. 

5.병실 바닥의 물품, 

수액라인을 정리한다

-위험환자일반관리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며, 만일 흘렀을 

경우 즉시 닦도록 

한다.

11.의식이 혼미 

하거나 정서불안 

환자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침상부속기구, 전기

코드 정리

-오랜 침상안정 후 

처음 보행시 보행기

를 이용하고, 간호사

의 도움을 받는다.

-통목욕, 샤워시 바닥

에 미끄럽지 않은 매

트를 사용한다.

-억제대 사용시 억제

대 지침을 적용한다.

6.휠체어를 이용할 

때 사용법을 미리 

설명하고, 돕는다.

7.오랜 침상안정 후 

처음 보행시작 시 

보행기를 이용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8.통목욕, 샤워시 

미끄럼 방지메트를 

깐다. 

9.보육기에 있는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닫고, 체중측정 시 

주의, 아기를 안고 

이동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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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한다.

9.침대높이를 낮춘다.

11.협조안되는 고위험 

환자는 처치실에서 

매트를 사용한다. 

1.처치실로 이동, 

자주 관찰한다.

2.환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교육한다.

관찰 및 발생 

감시

-매시간 순회로 환자상태변화 확인한다

(C). 

-매시간 순회할 때 배뇨보조를 하면(C) 

낙상발생이 60% 감소한다(D).

-순회시 확인사항: 통증정도, 배변/배뇨, 

자세 및 안위, 콜벨, 전화, 소변기 등, 

방조명과 온도, 옷이나 물공급, 환경적 

위험요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반드시 

질문한다. 

-Sitters: 낙상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가 상반된다. 

-간호직원은 정기적인 

병동순회를 하여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배

변, 배뇨 등 필요한 

도움을 예견하여 제공

한다. 야간배뇨가 필

요한 환자는 마지막 

배뇨시간과 예상시간

을 기록하여 인계한

다. 

 

기록 및 

개선활동

-일어난 상황, 위험요소, 손상여부, 낙상

발생시 중재적용 여부, 향후 대책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

할 때 낙상예방에 도움이 된다(D).

13.안전간호 시행사

항을 간호기록에 남

긴다.

정기적으로 고위험 환

자상태를 파악하고 기

록한다.

- 사고발생시 보고

1.환자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응급조치 후 

담당의, 당직의에 보

고, 응급의학과 호출

2.간호부에 보고한다.

-낙상고위험환자의 

낙상예방간호를 시행

하고 기록한다.

-낙상발생시 주치의, 

간호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안전간호 시행사항과 

환자, 보호자에게 교

육한 내용을 간호기

록에 남긴다.

사정내용, 교육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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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 상주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알린다

4.사고예방을 위한 간

호제공과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록한다. 

형식 AHRO A B C D E 

제목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욕창간호 욕창간호 욕창간호 욕창간호 없음 

Bibliogr

a p h i c 

source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RNAO, 

2007)1

Wound,Ostomy,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WOCN, 2010)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Scope

-질병/상태               -가이드라인 범주

-임상적 특수성           -주요 사용자

-가이드라인 목적         -적용 대상자 

-고려할 중재 및 실무     -고려할 주요 결과들

목적 

준비물 

목적 정의 책임영역

사전지식

-욕창 단계와 호발부위

-욕창발생 위험시기 및 

집단 

정의 

욕창 단계 분류

욕창예방간호

체위변경, 위험 사정 

욕창드레싱

목적

욕창위험사정도구

욕창위험 사정 

욕창예방관리 및 욕

창 발생 환자의 관

리 

Method

ology

-근거수집 및 채택방법과 설명

-근거자료의 수 

-근거의 질과 강도의 평가 방법(Ia, Ib, IIa, IIb, III, IV)1

-근거의 강도 평가체계, -GRADE를 이용한 근거의 

질평가

-권고를 만든 방법의 제시

없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없음 없음

 

4. 욕창 실무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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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 강도체계(A, B, C)2

- 

Recom

mendati

ons

-사정1

-원인 또는 기여요인 관리1

-국소상처관리(사정, 궤사제거, 감염조절, 상처세척, 접근

방법, 부수적 치료, 외과적 중재, 치료 종료, 환자교육)1

-교육적 권고사항1

-조직/정책 권고사항1

-예방2 

방법

-욕창의 사정

-욕창예방

-욕창간호 

방법

-욕창사정

-욕창예방

-욕창간호

-환자 모니터링, 간호

-별첨

방법

-욕창예방간호

-체위변경

-욕창위험사정

-욕창드레싱

 

욕창관리

-욕창평가

-욕창예방활동

-욕창간호

- 욕 창 발 생 보 고 

체계 및 관리 

-욕창위험사정

욕창예방관리 및 발

생환자 관리 

주제 AHRQ A B C D E

I.사정

1.1 과거력과 초점화된 신체사정(IV) 

1.2 환자의 치료목적과 능력, 치료계획에 대한 이해

와 이행 동기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사회적인 사정

(IV)

1.3 환자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사정(IV)

1.4 개인적인 바램과 일치하는 정도로 현존하는 영

양부족을 보충하거나, 영양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적

절한 식이섭취 보장(III)

1.5 다음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통하여 최적의 영

양지지를 확실하게 함으로서  임상적 영양부족을 

예방 

-사정을 위하여 자격있는 영양사와 상담(IV)

-연하상태를 사정하기 위하여 소리 언어 병리학자

욕창의 사정 

-욕창의 호발부위 

-진행단계 

-욕창의 넓이, 깊이

-분비물의 양, 색, 냄새

-욕창 부위의 상태 및 

감염정도(상처주변의 열

감, 부종, 괴사, 화농성 

분비물 등)를 관찰하고 

사정한다. 

-초기사정은 중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입원

시 시행, 응급실은 침상

욕창 단계 

욕창의 호발부위 

욕창 발생의 위험시기 

및 집단 

1.욕창발생위험시기

-입원후 1-2주에 발생 

-수술후 3일이내  

2.욕창발생 위험집단

3.욕창사정(아래표)

-Braden scale

 16점이하 위험군

 입원시, 입원후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환자상

욕창 위험사정 

사정도구: Braden 

Scale

욕창위험환자 간호지

침

-욕창 위험 사정 및 

평가

-일반병동은 입원시 

사정하고 일주일마다 

재사정한다. 

-중환자실은 입실시 

사정, 근무조별 1회 

1.욕창위험사정도구

(Braden Scale)

2.위험요인(의식상태, 

나이, 위생상태유지,

혈역학적 상태)

3.대상: 욕창이 발생

한 환자

4.욕창평가: 욕창위

치, 욕창단계, 욕창크

기(최대길이 x 최대

너비 x 깊이:cm)등을 

평가한다. 

5.기록: 간호진단-피

-욕창위험도 조기

사정-모든 입원환

자, 신생아 사정 

-욕창위험도 재사

정

-욕창위험도 재사

정은 1회/1주 실시

한다. 

-환자상태의 변화

시 재사정을 실시

한다.

-욕창 위험도 평

가도구:

RNAO=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WOCN=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Practice recommendation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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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담(IV) -다양하고 균형잡힌 식이(IV)

-필요하다면, 영양적 보충제를 공급(Ia)

-복합비타민과 무기질 제재(Ib) -장관영양(IV)  

-경구적 영양(IV) -영양학적 섭취, 임상검사결과, 

인체측정 자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IV)  

1.6 욕창 또는 치료와 관련된 통증에 대한 사정(IV)

1.7 기저 질환, 신경말단의 노출, 국소적인 상처간

호의 효용성, 심리적 요구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

증의 부위, 빈도, 강도를 사정(IIb)

1.8 현존하는 욕창을 가진 모든 환자에게 욕창위험

을 예측하기 위한 “Braden Scale”을 사용하여 추

가적인 욕창의 진행에 대한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

한 사정(IV) 

1.9 다른 부위의 욕창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면, 중등

도에서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표준적인 

병원 매트리스 대신에 고도의 세분화된 foam 

mattress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Ia). 

1.10 임상적 사정, 촉지되는 족부맥박, 모세혈관 충

전, 발목/상완압 지수, 발가락 압력등과 같은 혈관계 

사정이 하지의 욕창을 가진 환자에서 혈관손상을 

배제하기위한 사정으로 권고된다(IV).

배정된 모든 환자에게 

시행한다.

-재사정: 입원환자는 주 

1회, 중환자실/응급실은 

매일 1회

태가 악화되었을 때 평

가한다.

-나이, 체온 상승, 영양

결핍, 혈역학적 불안정 

등 다른 주요요인들이 

있다면 위에서 제시한 

평가보다 훨씬 더 위험

하다. 

-이미 욕창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욕창의 병

력이 있는 경우 욕창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다.

-환자의 병력을 평가한

다. 특히 과거병력에 대

해서 평가해야 한다.

침상관리-적합한 지지

표면을 제공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사정한다.

-특이 시술이나 환자 

상태 변화가 있는 경

우 재사정한다.

부통합성 장애, 욕창

간호를 사용하여 욕

창 간호기록을 시행

한다. 

6.욕창이 발생하면 

파트장, 주치의 담당

의사에게 보고, 필요

시 상처전문간호사에

게 협의 진료 의뢰하

고 적절한 치료를 받

도록 한다.

-욕창위치

-욕창크기

-욕창의 단계

-상처기저부의 색깔

-삼출물

Braden Scale사용 

평 가 내 용 : 감 각 인

지, 습한 정도, 활

동정도, 기동력, 영

양상태, 마찰력과 

응전력

원인/ 

기여 

요인 

관리 

2.1 치료목표, 환자의 침상에서의 움직임, 이동, 간

병인의 영향, 사용의 편리성, 비용/이득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치료계획에 가장 적합한 support surface

를 선택한다.   만일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surface를 교체하기 전에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고

려해야 한다(IV).

-관절범위 운동을 시행

하여 관절 가동성과 혈

액 순환을 촉진시킨다

피부간호를 제공하고 

혈액순환 여부를 확인

한다. 

-새로 욕창이 발생하

지 않도록 피부에 발

적이 생기기 쉬운 부

위의 압박점을 미리 

보호한다

-고단백음식 섭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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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침상에 있는 동안 발꿈치의 압력관리는 

support surface와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II).

2.3 수술후에 욕창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

술장에서 환자를 위한 압력관리를 사용한다(Ia).

2.4 앉아있는 면에 욕창이 있다면 앉은 자세의 사

정이 필요하다(IV).

2.5위험환자는 적절한 다학제적 팀 요원들에게 의

뢰한다(앉아있는 환자의 자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 자세의 배열, 체중, 균형, 안정성의 분배

와 압력의 관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한다. support surface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되는 것을 확실히 한다(IV).

2.6 엉덩이나 전자부에 욕창을 가진 환자는 움직임

을 최적화해야 한다. 욕창 압력이 관리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앉아있도록 격려한다(IV). 

증가한다. 

-수분 섭취를 증가한

다.

-배변 배뇨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속옷은 즉

시 갈아 입히고 피부

를 건조하게 유지한

다. 

-침대에서 일어나거

나 움직일 때 몸을 끌

지 말고 항상 들어준

다.  

-주름이 없도록 홑이

불을 팽팽히 당긴다.

-발생부위에 마사지

를 해주어 운동 및 혈

액순환을 돕는다. 

-누워 있는 환자는 2

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한다.

국소 상처 

간호 

사정

3.1a 치료를 계획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초기

에 욕창의 다음 사항을 사정한다(IV). 

-단계/깊이 -위치 -표면적(length x width)

-냄새 -누공/패임/터널링 -삼출물

-상처 기저부의 모양

-주변 피부(상처주변부)와 상처 가장자리의 상태 

3.1b 상처의 진행과 치료계획의 효과성을 매주 철

저히 재사정한다. 드레싱 교환시 변이를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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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ebrideme

nt

3.2a 감염의 치료는 필요시 상처세척, 전신적인 항

생제, debridment로 관리한다(IV).

3.2b 하지의 궤양에 대한 debridement 전에 완벽

한 임상적 사정, 촉지되는 족부맥박, 모세혈관 충전, 

발목/상완압 지수, 발가락 압력 등)과 같은 혈관계 

사정이 하지의 욕창을 가진 환자에서 혈관손상을 

배제하기위한 사정으로 권고된다(IV).

3.2c debridement가 환자와 상처를 위해 적절한지

를 결정한다(IV).

3.2d debridement가 지시되었다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IV). 

-치료의 목표(예, healability)

-환자의 상태(예, 임종기, 통증, 출혈 위험, 환자 선

호 등)

-형태, 양, 괴사 조직의 위치 

-자원의 유용성 

3.2e sharp debridement는 악화되는 봉와직염 혹

은 패혈증, 증가되는 통증, 삼출물, 냄새 등과 같이 

조직요구가 급박할 때 선택된다. sharp 

debridement는 자격있는 직원이 수행한다(IV). 

3.2f 욕창의 debridement을 위하여 무균적인 기구

를 사용한다(IV). 

3.2g debridement와 연관된 통증을 예방하거나 관

리한다. 통증관리 전문가에게 상담한다(IV).

박테리아/감

염의 통제

3.3.a 감염치료는 상처 청결, 전신 항생제, 

debridement 등을 사용함으로서 관리한다(Ib).

3.3b 오염원으로부터 욕창을 보호한다(예,대변)(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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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 욕창치료할 때 Body Substance Precautions 

(BSP) 혹은 의료체계와 환자 상태에 적합한 등가의 

프로토콜을 따른다(IV). 

3.3d 의료적 관리는 아물지 않거나 적절한 환자 간

호 후 2-4주간이 지난 후에도 삼출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깨끗한 욕창의 초기에 국소적인 항생제를 2

주간 사용하는 것을 포함된다. 항생제는 그람음성, 

그람양성, 혐기성 미생물에 효과적이다(Ib).

3.3e 의료적 관리는 박테리아혈증, 패혈증, 악화되

는 봉와직염, 혹은 골수염 환자에게 적절한 전신 항

생제 치료를 포함한다(Ib).  

3.3f 상처 배양을 위해서 식염수로 상처를 씻고, 

wound bed, not eschar, slough, exudate or 

edge를 면봉으로 채취한다(IV).  

3.3g 상처조직의 박테리아를 줄이기 위해서 세포독

성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IIb). 

상처 세척 

3.4a 피부청결제나 소독제(예, povidone iodine, 

iodophor,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hydrogen peroxide, acetic acid)를 궤양 상처를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III)

3.4b 생리식염수, Ringer's lactate, 멸균수 혹은 비

세포독성 상처 청결제를 상처 청결을 위해서 사용

한다(IV).

3.4c 청결을 위해서 사용할 용액은 실온정도로 데

워져야 한다(III).

3.4d 드fp싱을 교환할 때마다 상처를 세척한다(IV).

3.4e 표면의 박테리아와 조직의 상해를 줄이기 위

-감염이 없으면 멸균 

식염수로 세척한다. 

-감염이 있으면0.5% 

클로르헥시딘 솜이나  

betadine용액을 적신 

거즈로 소독한다.

-irrigation dressing

-saline으로 nelatone 

catheter를 끼운 50 

cc나 30cc 주사기

(12-15psi 압력)를

-욕창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부를 생리식

염수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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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처는 100-150ml 정도의 용액으로 부드럽게 

세척해야 한다(IV).

3.4f 상처 기저부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상처 세

척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세척압을 사용한다. 안전

하고 효과적인 궤양 세척은 평방인치당 

4-15pound(psi)정도의 세척압으로 한다. 4-15psi 

압력은 다음과 같다(IIa).

-19gauge angiocath에 35ml syringe

-single-use 100ml saline squeeze bottle

이용하여 세척한다. 

-습윤 드레싱

-saline으로 상처를 

세척한다.  

관리법 

3.5a 상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고려한다(IV). 

-상처의 원인

-환자의 일반적 건강상태, 선호, 치료의 목적, 환경

-생활양식 -삶의 질 -상처의 위치

-깊이와 패임을 포함한 상처의 부위 

-통증 -상처 구멍을 느슨하게 채우는 드레싱 

-삼출물: 양과 유형 -감염의 위험성

-재발의 위험성 -개입된 조직의 유형

-상처회복 과정의 단계 -드레싱 교환의 빈도

-편안하고 미용적인 외모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드레싱이 교환되는지 

-유용성 생산 -근접한 치료

3.5b 습기를 보존하는 드레싱이 국소적 상처 환경

을 최적화하고 회복을 증진한다(Ia).  

3.5c 드레싱을 선택할 때 보조자의 시간을 고려한

다(Ib).

3.5d 상호작용적인 드레싱을 선택할 때 다음의 기

준을 고려한다

-촉촉한 환경을 유지한다(Ia).

-무균술을 사용하여 욕

창 부위의 드레싱을 교

환한다

-연약한 조직이나 치유

과정에 있는 육아조직

은 가능한 공기를 쐬어 

건조하게 유지한다.

-infection이 없으면 

식염수로 wet 

dressing을  한다. 

-infection있을 때 

10% betadine 

solution과 saline을 

1:10으로 희석한 

용액을 이용하여 wet 

dressing 방법으로 

공동에 채운다. 

-마른 거즈로 생리식 

염수의 물기를 제거 

한다. 

-상처 표면에 습윤 

드레싱 재료를 

부착하고 필요시에 

필름이나 얇은 

하이드로 콜로이드 

시트로 이차 드레싱을 

-피부에 드레싱을 적

용하고 매일 드레싱

의 적용상태를 관찰

한다.

①적절한 습도, 침윤, 

독성물질로부터 보호, 

감염 없음, 적정 온도 

37, 괴사된 부위 조직 

제거, 드레싱 교환 시 

손상 방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

한다.

②Cover dressing 

vs. filler dressing, 

흡수량, 접착력, 

비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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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삼출물을 조절하고, 상처 기저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주변부의 피부는 건조하게 유지한다(IV).

-열 절연장치를 제공하고, 상처온도를 안정화시킨다

(IV).

-외부의 미생물의 오염을 막는다(IV).

-통합성을 유지하고, 상처안에 섬유질 혹은 이물질

을 남기지 않는다(IV).

-제거 시 상처 기저부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IV).

-환자의 선호(IV).

-다루기 쉽고, 비용과 시간면에서 경제적이다(IV).

3.5e 항문주위의 드레싱을 모니터하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한 

sacral-shaped 드레싱의 사용을 고려한다(Ib). 

한다. 

-드레싱 교환은 

삼출물에 따라 

조절한다(2-5일 

간격)

-4 x 3 gauze와 

surgical pad로 

wound를 덮고 

반창고로 고정한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며 상처부위는 

베개로 지지한다. 

치료장소의 

퇴원/전동

4.1 치료장소 간 이동시에는 다음의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한다(IV).  

-규명된 위험요인 

-압박점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동전의 피부 상태 

-압박관리/이동장비(예, support surface, seating, 

특별한 이동장비, heel boots 등)에 대한 요구

-회복된 궤양에 대한 세부사항

-현존하는 궤양에 대한 모양, 위치, 크기

-궤양의 과거력, 과거의 치료와 사용된 드레싱

-사용하고 있는 드레싱의 유형과 교환의 빈도 

-드레싱 물품에 대한 알러지 여부

-지속적인 영양적 지지에 대한 요구 

병동에서 수술실로 이

동시 ‘수술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표’에서 

욕창유무 및 욕창위험

요인을 기록한다. 

수술시간이 2시간 이상 

넘거나 욕창 위험요인

을 가진 환자는 수술후 

환자 피부 상태를 확인

하고 수술간호기록에  

피부 통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위를 표시한다.

환자교육

5.1 욕창간호와 예방전략과 대안들에 가능하면 환

자와 가족원을 함께 참여시킨다. 통증, 불편감, 가능

한 결과와 치료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킨다. 

. 환자 및 보호자를 교육

한다. 

⑮가족/돌봄 제공자

에게 피부파괴의 증상

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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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른 영역으로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과 함께 적절한 support surface에 관한 환자

정보를 포함한다. 욕창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계획

의 설계와 수행을 위하여 환자, 가족, 간병인과 협

력한다(IV).

교육적 권

고

6.1 간호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그리고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예방에 대

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으로 시

작해야 하고, 재발 예방과 같이 회복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치료 프로토콜로 끝나야 한다(IV).

6.2 적절한 의료 제공자, 환자 가족구성원, 간병인

을 목표로 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억(보

유)을 최대화시키고, 실무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

여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IV).

6.3 욕창의 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IV)-다학제적 팀의 역

할, 원인과 병태, 위험요인, 피부간호, 삶의 질, 통증

관리에 대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상처치유 원리 등  

6.4 지속적으로 욕창의 사정과 관리에 관련된 최신

의 지식과 기술을 최신화한다. 조직은 최선의 실무

지침과 관련된 전문직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

고, 실무에서 사용을 지지하여야 한다(IV). 

기록

-매 근무조별 2회 이상 

체위변경등에 대해 기

록한다. 

체위변경표에는 자세, 

실시자 서명을 기록한 

보고 및 관리 체계

-욕창 환자 발생시 

주치의, 간호부에 

보고한다. 

-상처전문간호사 

또는 타부서의 협진이 

욕창발생시의 보고체

계 및 관리활동 

-최초발생시의 보고 

-적정진료-사건사고-

사건사고 보고 서식 

작성 

욕창예방간호기록-

욕 창 발 생 위 험 군

(Braden Scale 18

점 이하) 환자에 

대해서 매 근무조

별 1회 이상 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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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욕창 예방 및 관리 

계획 수행 내용을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의뢰한다 

-정기적으로 

욕창발생건수와 

욕창상태를 관리한다. 

기록

-욕창 위험환자인 경

우 간호를 시행하고 

기록한다. 

-체위변경에 대한 기

록은 체위변경 금기환

자인 경우 제외한다. 

-욕창발생건수 및 욕

창으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 등의 자료분

석 및 개선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다. 

예방간호를 실시하

고 기록한다. 

7)피부관찰, 피부 

마사지, 체위변경

은 근무 조 별로 1

회 이상 시행하고, 

간호수행기록에 기

록한다.

예방

 1. 진행되는 욕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측

정을 수행한다(C).

2. 침상의 머리는 30도 이하로 유지시켜, shearing 

-related injury를 예방한다(C).

3. 규칙적으로 체위변경을 한다(B).

4. 개인의 해부학, 자세, 체중분산, 발의 지지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앉아있는 환자의 자세를 

잡는다(C).

5. 발뒤꿈치 보호장치는 완전하게 발뒤꿈치를 띄워

야 한다(C).

6. 압력을 재분산하기 위한 support surface를 이

용한다. 압력재분산 장치는 단지 보조적으로 사용해

야 하고, 재위치의 프로토콜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C). 

7. 위험에 있는 개인은 압력 재분산 surface에 놓여

져야 한다(C).

-환자 상태에 따라 체

위변경 스케쥴을 붙여

놓고 1-2시간 마다 체

위를 변경시킨다. 

-호발부위를 관찰하면

서 필요시 피부 압박을 

제거하는 보조기(크레

들, 패드, 특수 매트리

스, 양털, stryker 

frame)을 사용한다. 

-피부를 청결히 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배변배뇨나 실금, 땀을 

흘리거나 목욕 후에는 

습기를 완전하게 제거

하여 피부 자극이나 손

환자에게 가해지는 압

력을 최소화 한다. 

-침상이나 의자에서 생

활하는 경우 정기적으

로 체위변경을 한다

-완전 측위시 쿠션과 

베개를 이용하여 30도

이하 측위를 취함으로

서 골반부위의 접촉면

을 넓혀 압력을 분산시

킨다. 

-앉은 자세는 누운 자

세보다 압력이 훨씬 크

기 때문에 더 잦은 체

위변경이 필요하다. 

-침상 옆에 체위변경표

대상: 욕창 발생 위

험 이나 발생 환자

내용: 피부 상태 관

찰, 자세변경, 필요시 

기타 예방활동 

1) 체위변경 

가) 30도 옆 자세

①지지 표면(쿠션, 베

개, 매트리스, 매트리

스 겉깔개 등)을 이용

하여 압력을 받는 접

촉 면적을 넓게 한다.  

②90도 측위보다 쿠

션과 베개를 이용한 

30도 측위를 취한다.

④무릎 등 다리 사이

1)욕창 예방 관리 

-잠재적 위험군 

(18점 이하)과 고

위험군(사지마비 

환자 등)은 욕창 

예방 간호를 시행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는 방치

해두면 족저굴곡

(foot drop)이나 

압력으로 인한 신

경손상 및 욕창을 

일으키기 쉽다. 

아래 사항에 유의

하여 예방한다. 

1)욕창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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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력 재분산 surfaces는 욕창의 진행이 높은 위

험상태에 있는 수술장 환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B)

9. foam ring, foam cut-outs, donut-type device

을 피한다(C).

10. 피부 보호제의 사용은 잦은 대변 실변 혹은 실

변과 실금이 같이 있는 경우에 권고된다(C).

11. 영양과 욕창의 위험이 잇는 대상자에게는 최소

한 하루에 체중당 30-35kg, 1.25-1.5g/kg/day단백

질, 1ml/kcal/day의 수분 섭취를 제공한다

(C)(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and 

European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2009). 

12. 환자와 간병인에게 욕창의 진전에 대한 원인, 

위험요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서 교육한다(C). 

상을 방지한다(피부가 

건조하여 손상될 가능

성이 높은 부위는 비누 

사용을 금하고 목욕오

일을 사용한다)

-압박부위에 조직손상

이 없으면 부드럽게 맛

사지 하여 혈액 순환을 

증가시킨다. 

-침상을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

고 홑이불은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시킨다. 

-질병에 금기사항이 아

니면 적절한 식이(고단

백, 비타민, 적당한 수

분)등을 섭취하도록 한

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가능하면 수

동적, 능동적 관절운동

을 시행한다. 

-필요시 손상받은 피부

에 피부보호연고를 발

라 과도한 자극을 감소

시킨다

-계속적인 욕창 예방법

을 시행하고, 그 중요성

를 비치하고 체위변경

을 실시한다. 

체위변경시 지지표면을 

이용하여 압력을 받는 

접촉면적을 넓게 한다. 

-뼈돌출부위에 매트리

스나  겉깔개를 더 깐

다. 링쿠션은 사용하지 

않는다. 

-장딴지 아래에 쿠션을 

대어 발뒤꿈치가 침대

에 닿지 않도록 한다. 

-환자체중에 눌린 지지

표면 두께를 평가한다. 

-고위험환자 수술시 압

력경감기구를 사용한다. 

-환자를 잡아당기거나 

끌지 않는다. 

-머리위에 손잡이를 잡

고 환자 스스로 침상에

서 움직이도록 한다. 

-상체를 올려야 할 경

우 침상머리를 30도 이

하로 유지하고 발끝도 

동일하게 올린다. 

-식사 혹은 경관식이 

제공 1시간 후에는 침

상머리를 낮춘다. 

와 뼈 돌출부위에 쿠

션을 대어 서로 닿지 

않게 한다.

⑤쿠션을 장딴지 아래

에 대어 뒤꿈치가 바

닥에 닿지 않게 한다.

⑥도우넛 방석은 사용

하지 않는다.

나) 바로 누운 자세

①정상 혈액순환을 가

진 환자가 같은 체위

의 최대 허용시간은 2

시간이다.

②상체를 30도 올린 

자세를 취할 때에는 

다리쪽도 똑같이 30

도 올린 자세를 한다.

③뼈 돌출부위는 과도

하게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④ 실금시 피부를 깨

끗하게 닦고 건조시킨

다.

⑤환자의 체중에 눌린 

지지표면의 두께를 평

가한다. 

다) 앉은 자세

①앉은 자세는 누워있

를 자주 관찰한다.  

노인환자는 피부 

탄력성 및 영양상

태가 떨어지므로 

유의하여 관찰, 사

정한다. 

2)압력을 받을 수 

있는 돌출부위나  

맞닿는 부위를 자

주 마사지하여 베

개나 부드러운 솜

뭉치 같은 것을 만

들어 대어준다.

3)발치에 foot 

board를 대주어 

foot drop을 예방

하되 heel sore를 

유발할 수 있으므

로 유의 한다.  

4) 피부와 피부 주

위에 심한 압축이

나 마찰을 줄 수 

있는 외부장치를 

제거하고 열, 냉요

법 시 사용하는 장

치를 통한 자극을 

최소화한다. 

5) 의식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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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자 및 가족에게도 

교육한다. 

 

-1시간 이상, 또는 30

도 이상 상체를 올려야 

할 경우 천골부위를 자

주 평가해야 한다. 

-실금시마다 피부를 더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 

-오염된 피부를 부드럽

게 세척한다. 

-필요시 보습제, 피부보

호제를 사용한다. 

-실금 환자를 위한 장, 

방광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는 자세보다 작용하는 

압력이 훨씬 크기 때

문에 더 자주 체위변

경이 필요하다.

②기댄 자세에서는 지

지표면을 이용하여 다

리를 올린 상태가 가

장 압력을 적게 받는 

자세이다.

③ 깊숙하게 등을 대

고 앉는 것이 가장 압

력이 적게 받는다.

④침대에 똑바로 1시

간 이상 앉지 않도록  

제한한다.  

⑤1시간 이상 앉아 있

는 경우에는 지지표면

과 미골 또는 천골 부

위를 자주 평가한다.

2)피부와 점막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사지마비가 있는 

장기환자의 경우 

공기 침대를 사용

하여 욕창방지에 

도움을 주도록 한

다.

6) 환의와 시트는 

자주 교환하고 청

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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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최종
발행
연도

초판발
행연도 개정 제 목(Title)

질병/상태

(Disease/condition)
대상인구(Target population)

지침범주(guideli
ne category)

*

1. Joanna Briggs Institute (JBI) Best Practice Series

1 2009 2009 미개정
The psychosocial spiritual
experience of elderly individuals
recovering from stroke

Psychosocial spiritual
experience

elderly individuals recovering
from stroke

C, E

2 2009 2009 미개정
Nurse-led interventions to reduce
cardiac risk factors in adults Cardiac risk factors adults E, M, P

3 2009 2003 개정
The management of nipple pain
and/or trauma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Nipple pain and/or
trauma breast feeding mother E, M, P

4 2009 2001 개정
Music as an intervention in
hospitals Emotional support hopitalized patients E, M

5 2009 2000 개정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dysphagia in children with
neurologic impairments

Dysphagia
children with neurologic

impairments
E, M

6 2008 2001 개정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Smoking smoking people M, P

7 2008 2008 미개정
Management of constipation in
older adults Constipation older adults M

8 2008 2004 개정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for infant colic Infant colic infeant with colic E, M

9 2008 1998 개정
Management of peripheral
intravascular devices pph IV devices patients with pph IV M

10 2008 2001 개정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for the prevention of postoperative
venous thromboembolism

Postoperative venous
thromboembolism postoperative patients E, M, P

11 2008 2008 미개정 Pressure ulcers-management of Pressure related tissue patients M, P

부록 4. 국외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발행연도, 제목, 질병/상태,

대상인구, 지침범주



- 140 -

pressure related tissue damage damage

12 2008 2008 미개정
Pressure ulcers-prevention of
pressure related damage

Pressure related
damage patients M,P

13 2007 2003 개정
Pre-operative hair removal to
reduce surgical site infection

Pre-operative hair
removal preoperative patients E,M,P

14 2007 2007 미개정
Topical skin care in aged care
facilities Skin condition elderly M

15 2007 2007 미개정
Effectiveness of intervnetions for
undernourished older inpatients in
the hospital setting

Undernourished
older inpatients in the
hospital setting

E, M, P

16 2007 2007 미개정
Effective dietary interventions for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Overweight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E, M, P

17 2006 2006 미개정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consumers receiving
psychotropic medicati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consumers
receiving psychotropic

medication
E, M

18 2006 2006 미개정
Removal of short-term indwelling
urethral catheters

Short-term urethral
catheterization

patients with short-term
indwelling urethral catheters

M

19 2006 2003 개정
Solutions, techniques and pressure
in wound cleansing Wound patients with wound E, M

20 2006 2006 미개정
Management of asymptomatic
hypoglycemia in healthy term
neonates for nurses and midwives

Asymptomatic
hypoglycemia healthy term neonates M

21 2005 2005 미개정
Strategies to reduce medication
errors with reference to older
adults

Medication errors older adults E, M, P

22 2005 2005 미개정
Early childhood pacifier use in
relation to brestfeeding, SIDS,
infection and dental malocclusion

Early childhood pacifier
use children with patifiers E, RA

23 2005 2005 미개정

Effectiveness of a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program on
urinary incontinence following
childbirth

Urinary incontinence
following childbirth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following

childbirth
E, M, P

24 2005 2005 미개정 Nurse-led cardiac clinics for Coronary heart disease adults with coronary heart E, M, P, R,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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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disease

25 2004 2004 미개정
Oral hygiene care for adults with
dementia in residential aged care
facilities

Oral hygiene
adults with dementia in

residential aged care facilities
E, M, P

26 2004 2004 미개정
Strategies to manage sleep in
residents of aged care facilities Sleep

residents of aged care
facilities

E, M

27 2004 2004 미개정
Clinical effectiveness of different
approaches to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exit-site care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with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E, M, P

28 2004 2004 미개정
Management of day surgery
patient Day surgery day surgery patient M

29 2003 2003 미개정
The prevention & management of
shoulder pain in the hemiplegic
patient

Shoulder pain
hemiplegic patient with

shoulder pain
M, P

30 2002 2002 미개정
Physical restraint part 2:
minimisation in acute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Physical restraint
patients in acute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E, M

31 2002 2002 미개정
Physical restraint part 1: use in
acute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Physical restraint

patients in acute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E,M

32 2002 2002 미개정
Split thickness graft donor sites:
post harvest management

Split thickness graft
donor sites Split thickness graft patients M

33 2002 2002 미개정
Eye care in intensive care
patients Eye condition patients in ICU M

34 2001 2001 미개정
Management of the child with
fever Fever chil with fever M

35 2001 2001 미개정
Maintaining oral hydration in
older people Oral hydration older people M, P

36 2001 2001 미개정
Changing practice: introduction to
SR NA NA TA

37 2000 2000 미개정
Knowledge retention from
pre-operative patient information Knowledge retention pre-operative patient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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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00 2000 미개정
The administraion and supply of
medications by RN in rural and
remote areas

Medications
RN in rural and remote

areas
E, M

39 2000 2000 미개정
Tracheal suctioning of adults with
artificial airway Tracheal suctioning adults with artificial airway M

40 2000 2000 미개정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dysphagia in adults with
neurologic impairments

Dysphagia
adults with neurologic
impairments

E, M, S

41 2000 2000 미개정
Management of short term
indwelling urinary catheters Urinary catheterization

patients with short-term
indwelling urinary catheters

M

42 2000 2000 미개정 Changing practice: appraising SR NA NA TA

43 1999 1999 미개정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therapy and grou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Schizophrenia schizophrenia patients E, M

44 1999 1999 미개정 Vital signs Vital signs all patients M

45 1999 1999 미개정
Group and individual therapy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Depression patients with depression C, M

46 1999 1999 미개정 Constipation in older adults Constipation older adults E, M

47 1998 1998 미개정
The prevnetion and treatment of
oral mucositis in cancer patients Oral mucositis cancer patients P, T

48 1998 1998 미개정 Falls in hospitals Falls hospitalized patients M, P

2.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49 2009 2009 미개정
Care of the movement disorder
patient with deep brain
stimulation

Movement disorders

Patients with movement
disorders who have or who
are candidates for deep brain
stimulation devices

D, E, M, RA,

T

50 2007 2007 미개정
Care of the patient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Children and adults with
suspected or known
aneurysmal subarachnoid

D, E, M,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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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rrhage

51 2007 불명확 개정
Care of the patient with seizures.
2nd edition

Seizure disorders,
including epilepsy

Children and adults with
seizure disorders

D, E, M, T

52 2008 불명확 개정
Guide to the care of the
hospitalized patient with ischemic
stroke. 2nd edition

Ischemic stroke
(cerebral infarction)

•Person presenting in field
or emergency department
with suspected or known
ischemic stroke

•Hospitalized patients with
suspected or known ischemic
stroke

C, D, E, M, P,
T

53 2007 2007 미개정
Neurologic assessment of the
older adult. A guide for nurses

Neurologic conditions
and neurological
changes associated
with the aging process

The older adult, defined as
65 years and older

C. E. RA. S

54 2008 2008 미개정
Nursing management of adults
with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Adults with a brain injury
incurred by a traumatic
mechanism of injury with a
resultant level of
consciousness categorized by
a Glasgow Coma Scale score
of 8 or lower

M, P, T

3. 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Nurses

55 2009 2009 미개정
Part 1. Cystectomy: indications
and pre- and post-operative care.
In: Incontinent urostomy

Diseases or conditions
requiring cystectomy
and urinary diversion
(incontinent urostomy)

Adult patients who are
undergoing cystectomy and
incontinent urinary diversion

E, M, T

56 2009 2009 미개정

Part 2. Incontinent urostomy:
community care, follow-up and
complications. In: Incontinent
urostomy

Diseases and conditions
requiring incontinent
urostomy

Adult population with
incontinent urostomy

C, E, M, P, T

4. Hartford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

57 2008 2003 개정 Advance directives. In: End-of-life condition(s)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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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Nursing home residents

•General elderly population

58 2008 2008 미개정
Age-related changes in health.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Gerontological changes
that adversely affect
health and functionality

Older adults E, M, P, RA

59 2008 2003 개정
Assessing cognitive func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Impairment in cognitive
function from
conditions such as
delirium, dementia, and
depression

Hospitalized older adults E, S

60 2008 2003 개정
Assessment of func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Functional decline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61 2008 2008 미개정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Serious or
life-threatening illness
requiring admission to
a critical-care unit

Critically ill older adult E, M

62 2008 2003 개정

Delirium: prevention, early
recognition, and treatment.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Delirium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P, RA, T

63 2008 2008 미개정
Dementia.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Dementia Older patients with dementia E, M, S

64 2008 2003 개정
Depress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Depression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RA, T

65 2008 2003 개정
Excessive sleepiness.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Excessive sleepiness
/sleep disorders Older adults E, M

66 2008 2008 미개정
Family caregiving.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Illness or functional
impairment requiring
family caregiving

Family caregivers M,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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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8 2008 미개정
Health care decision making.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Decision-making
capacity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68 2008 2008 미개정
Issues regarding sexuality.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Sexual health Older adult E, M

69 2008 2008 미개정
Managing oral hydra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Dehydration/Volume
depletion Older adults E, M, P, RA

70 2008 2008 미개정
Mealtime difficulties.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Cognitive/neurological,
psychological and/or
iatrogenic conditions
that may contribute to
difficulty with eating

Hospitalized or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E, M, S

71 2008 2008 미개정
Nutri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Malnutrition/Protein
energy under-nutrition

Hospitalized older adults who
are malnourished or at risk
for malnutrition

E, M, P, S

72 2008 2008 미개정
Pain management.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ain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P, T

73 2008 2003 개정

Preventing falls in acute care.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Falls and injury from
falls Hospitalized older adults E, M, P, RA

74 2008 2003 개정

Preventing pressure ulcers and
skin tears.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essure ulcers

•Skin tears

•Older adults with identified
intrinsic and/or extrinsic risk
factors for pressure ulcers

•Older adults at risk for
skin tears

M, P, RA, T

75 2008 2008 미개정
Reducing adverse drug events.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Adverse drug events

prescribing
Hospitalized older adults M, P

76 2008 2008 미개정 Substance misuse and alcohol use Substance abuse Older persons with drug, C, E, M, P, S,



- 146 -

disorders.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alcohol, tobacco, or other
drug abuse or dependencies

T

77 2008 2003 개정

Urinary incontinence (UI) in older
adults admitted to acute care.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Urinary incontinence
Older adults hospitalized for
acute care

E, M, P, RA, T

5. National Association of Pediatric Nurse Practitioners

78 2006 2006 미개정
Identifying and preventing
overweight in childhoo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dentifying and
preventing overweight
in childhoo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ll healthy children, from
newborns to adolescents,
with secondary application to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E, P

6. 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Nursing and Supportive Care

79 2008 2008 미개정

Inadvertent perioperative
hypothermia. The management of
inadvertent perioperative
hypothermia in adults

Inadvertent
perioperative
hypothermia

Adults (over 18 years of
age) undergoing elective and
emergency surgery (including
surgery for trauma), under
general and regional (central
neuraxial block) anaesthesia

M, P, RA, T

80 2008 2008 미개정

Irritable bowel syndrome in
adults.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rritable bowel syndrome in
primary care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Adults (18 years and older)
who present to primary care
with symptoms suggestive of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D, E, M, T

7.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RNAO)

81 2008 2004 보충

(1) Assessment and device
selection for vascular access. (2)
Assessment and device selection
for vascular access 2008
supplement.

Conditions requiring
vascular access

Clients requiring infusion
therapy in diverse practice
settings, both institutional
and community

C,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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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9 2004 보충

(1) Best practice guideline for the
subcutaneous administration of
insulin i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2) For the subcutaneous
administration of insulin i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2009
supplement

Type 2 diabetes

Clients (18 years and older)
with type 2 diabetes
requiring subcutaneous
insulin therapy

C, E, M P, RA

83 2008 2005 보충

(1) Care and maintenance to
reduce vascular access
complications. (2) Care and
maintenance to reduce vascular
access complications 2008
supplement

Vascular access
complications

Patient with central venous
access devices (CVAD) and
peripheral venous access
devices (PVAD)

M, P

84 2006 2002 보충
(1) Client centred care. (2) Client
centred care 2006 supplement

Any disease or
condition that requires
a nurse's care

Clients in all health sectors M

85 2006 2002 보충

(1) Establishing therapeutic
relationships. (2) Establishing
therapeutic relationships 2006
supplement

Any disease or
condition requiring a
nurse's care

Canadian clients in the
health care setting

C, M

86 2009 2005 보충

(1) Nursing management of
hypertension. (2) Nursing
management of hypertension 2009
supplement

Hypertension
Adults 18 years of age and
older (including the older
adult over 80)

C, D, E, M, RA,
T

87 2008 2004 보충

(1) Promoting asthma control in
children. (2) Promoting asthma
control in children 2008
supplement

Asthma
Individuals from birth to 18
years of age who have a
diagnosis of asthma

E, M, P

88 2007 2004 보충

(1) Reducing foot complications
for people with diabetes. (2)
Reducing foot complications for
people with diabetes 2007
supplement

Diabetic foot
complications including
foot ulceration and/or
amputation

Adults with diabetes who
are at risk for developing
foot complications

C, M, P, RA

89 2006 2002 보충
(1)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through expected and
unexpected life events. (2)

•Expected life events
(birth, schooling,
adolescence, aging, and

Families in Canada from all
health care sectors who are
facing expected and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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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through expected and
unexpected life events 2006
supplement

death)

•Unexpected life
events
(trauma/accidents,
chronic illness,
developmental delay
and disability)

unexpected life events

90 2007 2004 개정
Adult asthma care guidelines for
nurses: promoting control of
asthma

Asthma Adults with asthma E, M, T

91 2009 2009 미개정
Assessment and care of adults at
risk for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ur

Individuals over the age of
17 at risk for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ur

C, E, M, P, RA

92 2007 2002 개정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pain

Acute and chronic pain
Patients of all ages and in
all care settings with or at
risk of acute or persistent
pain

E, M, P, S

93 2007 2007 미개정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Patients in Canada from all
areas of clinical practice with
or at risk for developing
pressure ulcers

E, M, RA

94 2007 2004 보충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venous leg ulcers Venous leg ulcers

Adults with venous leg
ulcers

E, M, P, T

95 2007 2003 보충
Breastfeeding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nurses Infant health

Pregnant women and new
mothers

M

96 2009 2009 미개정
Decision support for adults living
with chronic kidney disease Chronic kidney disease

Individuals aged 18 years or
older diagnosed with chronic
kidney disease (CKD)

C, E, M, S

97 2007 2003 개정
Integrating smoking cessation into
daily nursing practice

•Tobacco
use/dependence

•Exposure to tobacco
smoke

Adults who smoke P, T

98 2008 2008 미개정
Oral health: nurs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Oral hygiene Adults with special needs

including older adults, those
E, M,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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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medically
compromised, intellectually
challenged, physically
challenged, and/or have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99 2009 2009 미개정 Ostomy care and management

Ostomies (temporary or
permanent), including
colostomy, ileostomy,
and urostomy, are
performed for a
number of etiologies

All individuals with ostomies,
across the continuum of care,
including the needs of the
family and caregiver

C, E, M, P, RA

100 2009 2009 미개정
Supporting clients o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Opioid misuse

•Opioid dependence

Any youth, adult or older
adult either already o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MMT) or those
who are potential candidates
for MMT

C, E, M, P, T

8.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John A. Hartford Foundation Center of Geriatric Nursing Excellence (HCNE)

101 2009 1998 개정 Acute confusion/delirium
Acute
confusion/delirium

Elderly hospitalized patients
admitted to general
medical/surgical units

D, M, P, RA, T

102 2006 1999 개정
Acute pain management in older
adults

Acute pain, defined as
pain occurring from
medical procedures,
surgery, or medic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acute pain such
as hip fracture or
trauma

Older adults 65 or more
years of age with acute pain

E, M, T

103 2006 2006 미개정
Assessing heart failure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Heart failure

•Geriatric patients with
classification I, II, III, or IV
heart failure according to the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riteria

•Geriatric patients who

E, 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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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n ejection fraction of
< 40%

104 2007 2007 미개정
Detec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with dementia

Depression in older
adults with dementia

Older adults (65 years and
older) with dementia at risk
for or with depression

S

105 2008 2008 미개정
Detection and assessment of late
life anxiety

Late life anxiety,
including anxiety
disorders, clinically
significant anxiety,
phobias, and depression

Older adults at risk for late
life anxiety that are
receiving health-related
services

E, RA, S

106 2007 2001 개정
Exercise promotion: walking in
elders

•Conditions or
diseases that may be
aggravated by a
sedentary lifestyle
•General health and
fitness

Elders (ages 65 and older) C, P

107 2009 2002 개정
Family preparedness and end of
life support before the death of a
nursing home resident

Bereavement

All family members and
significant others with an
attachment to a nursing
home resident nearing end of
life

M

108 2007 2001 개정
Individualized music for elders
with dementia

Agitation associated
with dementia in the
elderly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who are
experiencing or at risk for
agitation, such as patients
diagnosed with Alzheimer's
disease or related dementias

M

109 2009 1998 개정 Management of constipation Constipation

Older adults who are
hospitalized, residing in
long-term care or skilled
care facilities, or living in
the community

M, P, RA, T

110 2007 2007 미개정
Nursing management of hearing
impairment in nursing facility
residents

Hearing impairment
Nursing facility resi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E, M,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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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06 1999 개정
Prevention of deep vein
thrombosis

Deep vein thrombosis
(DVT)

Elderly surgical patients
hypercoagulable states P, RA

112 2006 2006 미개정
Providing spiritual care to the
terminally ill older adult Spiritual distress

Older adults diagnosed with
terminal or life-threatening
illness

E, M

113 2008 2002 개정 Wandering

Wandering associated
with:

•Alzheimer's disease

•Dementia

•Depression

Older adults who are at risk
for wandering behaviors,

C, E, M, P, RA

9.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Nursing, Family Nurse Practitioner Program

114 2010 2001 개정
An evidence based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rimary dysmenorrhea

Primary dysmenorrhea
Females suffering from
primary dysmenorrhea

TE, E, T

115 2006 2006 미개정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olycystic ovarian syndrome

Polycystic ovarian
syndrome

Women of reproductive age
who meet the diagnostic
criteria for polycystic ovarian
syndrome

E, M, T

116 2007 2007 미개정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obstructing cerumen

Ear canal cerumen
obstructing
visualization of ear
structures including
portions of external
auditory canal,
tympanic membrane,
and the middle ear
landmarks

Patients who meet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r
canal cerumen obstruction
and are not at risk for
complications of cerumen
removal or obstructing
cerumen

D, E, M, T

117 2010 2004 개정
Evaluation of hair loss in adult
women

Hair loss or alopecia in
adult women

Adult female patients aged
18 and older

D, E

118 2007 2007 미개정
Evalua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unburn in adults Sunburn

Adults with sunburn in
ambulatory, outpatient
settings

E, M, T

119 2008 2002 개정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Pediculosis capitis Children and adults in the D, E, M,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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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pediculosis capitis
(head lice) in children and adults
2008

(head lice)
United States with
pediculosis capitis

120 2009 2005 개정
Management of fibromyalgia
syndrome in adults Fibromyalgia syndrome

Adults who meet the
diagnostic criteria for
fibromyalgia syndrome

D, M, T

121 2007 2007 미개정
Management of human bite
wounds Human bite wounds

Patients of all ages with
skin and soft-tissue infection

D, E, M, T

122 2009 2009 미개정
Management of initial gout in
adults Acute gout

Adults in the general
population diagnosed with or
with symptoms indicative of
gout (acute attack)

M, T

123 2008 2008 미개정
Management of molluscum
contagiosum

Molluscum contagiosum
virus infection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lluscum contagiosum

D, E, M, P, T

124 2009 2009 미개정
Recommendation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vitamin D deficiency in adults

Vitamin D deficiency
Non-pregnant, non-lactating
adults older than 18 years at
risk for vitamin D deficiency

D, M, P, S, T

125 2010 2010 미개정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urge urinary
incontinence in women

Urge urinary
incontinence

Women with urge urinary
incontinence

M, T

126 2008 2008 미개정
Risk factor assessment for
osteoporosis and/or increased
fracture risk in men

Osteoporosis
Men at risk for osteoporosis
and associated skeletal
fracture

P, RA, S

127 2006 2006 미개정
Screening for obstructive sleep
apnea in the primary care setting Obstructive sleep apnea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OSA)

Other risk factors and
comorbidities

P, RA, S

128 2006 2006 미개정

The efficacy of antidepressants
and various psychotherapies as
adjunctive treatments for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Irritable bowel
syndrome

Adults with established
diagnosis of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without
alarm signs

D, E, M, T

129 2006 2006 미개정
Unintentional weight loss in the
elderly

Unintentional weight
loss

Individuals aged 65 to 79
years and 80 years and over

D, E, M, P, RA,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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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nutrition

•Wasting Syndrome
10.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130 2008 2002 개정
Guideline for management of
wounds in patients with
lower-extremity arterial disease

•Lower-extremity
arterial disease (LEAD)

•Lower-extremity
ischemic wounds

•Limb ischemia

Patients with lower
extremity arterial disease
(LEAD) and lower-extremity
wounds

D, E, M, RA, S,
T

131 2010 2003 개정
Guideline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ressure ulcers

Pressure ulcers (also
known as bedsore,
decubitus ulcer, and
pressure sore)

Patients with or at risk for
developing pressure ulcers

E, M, P, RA, T

132 2010 2010 미개정
Management of the patient with a
fecal ostomy: best practice
guideline for clinicians

Common conditions in
the adult that may
require the surgical
creation of a fecal
ostomy

Common condi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that may require the
surgical creation of a
fecal ostomy

Infants, children, and adults
who will be receiving or
who have a fecal ostomy

C, E, M, P, RA,
T

*TE, assessment of treatment effectiveness; C, counseling; D, diagnosis; E, evaluation; M, management; P, prevention

R, rehabilitation; RA, risk assessment; S, screening; T, treatment; TA, technology assessment;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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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제 대상자 질문수

활력징후

활력징후

 측정 시간 밤 근무 시 잠자는 환자를 깨워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지 3

 측정 빈도

 

1일 활력증상 측정 빈도와 근거, 변화가 없는 환자에게 1일 2

회-3회 활력증상 측정의 근거
6

1일1회 체온, 맥박, 호흡 측정의 근거 소아환자 1

체온

 측정 정확성

 

수동식 측정과 기계 측정의 정확성(예: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

계, 수은체온계와 고막, 이마 체온계)
1

피부체온계의 정확성 1

고막체온계의 정확성 1

액와체온의 정확성 1

고막체온과 액와체온중 더 정확한 체온측정법 소아환아 1

 측정방법
아기에게 체온 센서를 부치는 위치, 또한 위치에 따른 측정치

에 변화가 있는지
2

 측정시간 액와체온계 1분이내 측정과 4분측정간의 차이 1

 고체온 기준 고체온 기준 2

심박수  정상범위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심박수의 범위 1

  부록 5. 임상질문 분류                 (N=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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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혈 압 측 정 의 

정확성
Arterial BP와 NIBP 측정중 정확한 측정

중 환 자 실

환자
2

 측정방법

 

상박의 길이와 두께에 따른 혈압 커프의 크기를 달리해야 하

는 근거
1

supine/erect BP 측정시 중간 휴식 시간의 간격 2

혈압을 재측정시 1분후에 하는 근거 1

 측정시기 혈압약 투여후 혈압 측정 시기 2

 보고기준 혈압이 낮다고 보고할 기준 1

계       4 11 30

투약간호
투약

투약방법

dexa 투여시간의 근거, 헤모콘틴의 취침전 복용의 근거 2

gaster/curan약물주입시 혼합의 근거(생리식염수 2cc, 10cc, 

단독투여)
1

Foy Futhan을 단독 라인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근거 1

항구토제 투여 시점이 항암제 투여 전이라는 근거 1

알약을 가루약으로 주는 경우 약효변동에 대한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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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sulfate, Ca gluconate, potasium phosphate를 보충할 

때 NS 100cc에 혼합하여 통상 2시간 이상 투여하는 근거
1

metoclopramide, lerosulpride같은 식전 약들을 L-tube 

feeding시에도 식전에 투여하는 근거

L - t u b e 

f e e d i n g 

환자

1

cefa와  aminoglycoside계 약물 투여시간: 동시 혹은 cefa 

1시간후  aminoglycoside계를 투여하는 근거
1

병원간 약물투여 시간을 통일하는 것은 어떠한지 1

와파린 투약시간: 저녁 8시 또는 아침 식후 투약의 근거 1

면역억제제 1일 2회 투약시간: 9A, 9P의 근거 이식환자 1

의사처방: 2일에 1회(즉 같은 영양제가 48시간 주입)가 적절

한지
1

투약지침 

추가약 투약 지침이 필요함(예: 7pm에 추가된 경우 다음날부

터 투약될 수 있음)
1

환자가 복용해오던 시간대로 투약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근

거(예: 식전 약인데 환자가 식후로 복용해 온 경우)
1

환자에 따라 1일 1회 투약 비타민 제제는 왜 시간대를 다르게 

주어야 하는지
1

병동에서 자가약 투약 혹은 중지에 대한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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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관리

항균제, 앰플에 약을 미리 희석해 놓았을 때 약효 유효기간, 

미리 혼합한 경우 효과 저하에 대한 근거(희석 후 몇시간까지

가 유효한지)

8

투약오류 방지 시스템은 없는지 1

투약간호 투약

vial 혼합시 고무가 미세하게 떨어져 약과 혼합될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가
2

혼합방법

아트로벤트 0.5mg/2ml를 NS 3ml에 mix 처방의 적절성 1

HTGE시 가나마이신 1g 혼합의 근거 간성혼수 1

주사약 희석 용액의 정량, 양에 따른 효능차이 1

비타민 K를 IV 혼합하는 방법의 근거(NS 10, 20 100cc) 1

Aril, Iceto, Tridol, meto 등의 약제들에 대한 생리식염수 희

석비율의 근거
1

IVIG(면역글로부린) 수액셑팅시 5%DW 셑팅의 근거   1

tridol, tarasyn, dexa 등 수액요법(IV push, 희석)의 근거 1

mucomyst의 희석비율에 대한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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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G주사제를 bag에 혼합/병에 혼합하는 근거
NTG주사

제환자
1

사정

anaphylaxis 가능성 높은 약물주입시 (예: ATG) 15분 활력징

후 측정의 필요성
1

Mg, KCl 투여시 EKG 모니터링의 근거 1

병용약제

sodium bicarbonate를 다른 수액(inotropic제제)와 함께 투여

할 때의 효과 

심 장 마 비 

환자 
1

MPD, Pd사용 환자에게 속쓰림이 없어도 무조건 제산제를 처

방하는 근거 

MPD, Pd

사용환자
1

병용방법

G-CSF는 항암치료 전후 24시간동안 투여를 금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근거

항 암 치 료

환자
1

MG-TNA 같은 지질수액과 알부민을 같이 투여하지 못하는  

근거
1

투약효과 

nasal fusidine ointment의 적용 근거 

nasal

MDRP 환

자

1

투약간호 투약

진정제 사용의 근거
진정제 사

용
1

bolus 주입과 NS 100cc mix 주입시 약효차이 (예: 

morphine, mexol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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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관리

약봉지 약을 빼서 반환해도 되는지(약 오염문제) 1

epinephrine의 냉장보관의 근거 1

셑트관리 영양수액 mix 시 filter 사용여부 1

Dobutamine,

Dopa

투약방법

Dobu, Dopa의 계산방법, 투약방법의 근거 3

dubutamin 수액주입시 tapering해서 중단하는 근거 

dopamine 

수 액 주 입 

환자

1

1:1 mix와 1:2mix가 정맥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dubutami

n fluid 환

자

1

투약지침 응급약물(예: dobu, dopa) 계산법의 정확한 지침 1

수액주입
주입속도

Dosi-flow를 사용하여 주입되는 수액이 2x 이상일 때 적량 

주입을 위한 주입속도
1

infusion pump 전용 셑 사용의 근거 1

근육주사 투약방법 Z track injection의 근거, 엉덩이를 때리지 말라는 근거 2

주사

혼합방법 혼합 주사용제에 대한 근거  1

주사부위 소독 주사 삽입부위 소독제: 베타딘/알코올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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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방법 inotropic/sedative를 같은 line으로 투여하지 못하는 근거 1

경구약

투약지침 
구토시 (약복용후 구토시간에 따라) 다시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1

투약방법
경구약 복용시 물의 양(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1

식후30분에 복용이유 3

항생제

투약관리

사용하고 남은 항생제 보관 1

vial 입구를 알코올로 닦는 것의 근거 2

투약방법

항생제 투여시 NS 100ml에 혼합하는 것 혹은 직접 주사중 

적절한 방법
1

antibiotics locking therapy의 정확한 기준, 효과 1

streptomycin의 투여경로(IM, IV)의 근거 1

주입속도 주입속도를 지켜야 하는 근거 1

혼합방법 
항생제 혼합시 NS의 적정용량 근거 1

적절한 혼합 용액: 증류수 혹은 식염수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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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용액량의 근거, 피기백 주입시 혼합 용액 및 용량 근거,

aminoglycoside계 항생제(이독성있음)의 식염수 혼합용량

항생제 바이얼의 혼합 용액량 소아 1

셑트관리 항생제 주입시마다 수액세트 교환해야 하는지 1

혈압약

병용약제 마취전에 이뇨제가 혼합된 혈압약을 투여하지 않는 근거
마취전 환

자
1

투약중지
혈압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90/50일 때 혈압약

을 중지하는 근거
1

항암제

투약방법

항암제 투여순서에 대한 근거
항암제 투

여
1

저용량 주입시 taxol set 사용의 근거 1

taxol set을 사용하여도 taxol을 단독 라인 사용하는 근거 2

항암제 주입시 infusion or  push 중 적절한 방법 1

약제와 약제사이 flushing 하는 수액을 생리식염수 혹은 NS 

혹은 5%D/W로 일반화시켜도 되는지,

항암제 주사 후 5%D/W와 생리식염수 관류후 제거 근거

1

투약관리 투여시 간호사가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는 근거와 효과, 환자

와 보호자에게도 필요한 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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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l, padexol에서 non PVC line 사용이 필요한지 
1

병용방법 병용투여시 투여순서를 정하는 기준 1

투약효과 경구용 항암제를 녹여서 투여시 효과 1

알부민

사정 알부민 주입시 BP 30분 측정의 근거 1

투약방법

폐수술 환자에게 4시간 정도로 투약하는 근거
폐 수 술 환

자
1

적정한 주입시간 1

반드시 single line으로 주어야하는 근거 2

합병증 관리

체온측정이 필요한지, pheniramine 투약 근거, 라식스 투약 

근거
2

주입시간(몇시간내), 주입 중단시키는 고열기준과 이유 1

병용약제 알부민 투여시 함께 투여할 수 있는 수액종류 1

안약

유효기간 개봉후 30일 유효의 근거 1

투약방법
여러 안약을 같은 시간대 점안시 5분간격 점안과 한꺼번에 점

안하는 것의 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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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

유효기간

개방한 헤파린의 사용 기간이 1일인 근거 2

집에 가는 경우 1:100 헤파린을 섞어서 보내는데, 헤파린의 

유효기간(1일/1달)

P-cathete

rization환

자

1

사정 APTT f/u 시간 (4시간 혹은 6시간) 1

투약관리
헤파린 mix 용액의 냉장보관시 안정기간이 정해지는 기준 1

open 보관은 실온인데, 1:100 헤파린은 냉장보관인 이유 1

진통제  사정 진통제 투여 후 반응평가 시간 1

합병증 합병증관리 
약물이 셀 때 hyaluronidase의 적용근거 항암환자 1

Methysol 투여시 BST의 근거
methysol 

therapy
1

계     14        41 120

피 부 반 응 검

사 검사

검사대상

소아에게 피부반응검사의 근거
소 아 / 3 개

월미만 5

피부반응검사가 필요한 항생제 종류, cefa 계 항생제에서 피

부반응검사 시행 근거 
10

검사근거

피부반응검사의 근거, 피부반응검사와 shock과의 관련성, 

Yamatetan skin test의 근거, anaphylactic shock 유발가능

약물에서 피부반응검사의 근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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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사용중인 항생제에 대한 반복적 피부반응 검사의 근거, 피부

반응 검사의 반복 간격(반복간격이 다양)  24

피부소독시 알코올/보릭의 차이  3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이어도 부작용이 많은 약제시 다른 

screening 방법에 대한 근거
 1

혼합방법

혼합용액이 증류수/생리식염수의 차이  1

혼합비율 1:3000/1:5000 (AST 농도), 적절한 희석방법의 근

거 22 

검사판정

피부반응검사 결과 확인시간-15분후 확인의 근거 17

AST 양성결과시 생리식염수로 다시 AST하는 근거  1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1

계      1        5 92

동맥관관리 채혈 채혈방법

생리식염수 사용시 채혈시 역류시켜야 하는 양(electro 에 영

향을 주지 않기 위해)
1 

역류한 혈액 사용의 근거 3 

line교환 교환주기 3일마다 교환의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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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개방성 개방 용액

헤파린 사용의 타당성, 생리식염수 만으로 유지가능한지 5

헤파린 농도(NS 1L와 헤파린 2,000 unit mix)의 근거 2

계      3        3 13

중심정맥관

관리

드레싱
소독제와 교환

주기

드레싱의 소독제와 교환주기(테가덤, 필름드레싱, 메딕스, 거

즈) 근거

36

개방 또는 폐쇄 드레싱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1

소독 소독제 클로르헥시딘, 70 %알코올, 베타딘 소독 효과 차이
면 역 저 하

환자
2

line개방성
관개방용액

1:100 mix된 heparin 1일 사용가능 시간 1

헤파린 용액, 희석비율, 용량, 사용주기, 사용근거 26  

PICC관리: 헤파린의 투여용량 5

생리식염수, SASH방법, 헤파린중 효과적인 방법 20

IABP cath: 1시간마다 헤파린 혼합된 수액으로 flushing하는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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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umen 시 안쓰는 lumen 관류시 헤파린과 생리식염수의 효

과 차이 
3

line교환

소독제 중심정맥관 교환시 베타딘과 알코올의 감염률 차이 1 

교환주기

히크만 카테터는 정맥로를 교환하지 않고 유지되는 근거 1

c-line, PICC의 교환주기(1달)의 근거 1 

c-line, PICC: 72시간 교환의 근거 4

heparin lock 

교환
교환주기 heparin lock: 주 1회 교환 근거 1

수액주입 주입방법

섞이면 안되는 수액을 2 or 3 lumen에 연결하는 근거 1

중심정맥관 수액교환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1

채혈 채혈방법

채혈방법: open or needling의 근거 1

micro extention의 끝에서 povidone으로 닦고 sampling을 하

는 것과 c-line끝을 aseptic하게  마스크와 장갑 착용 후 실

시하는 것의 차이

1

베타딘 사용의 근거 1

채취전 버려야 할 혈액량에 대한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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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무균술 중심정맥관으로 투약시 바이얼을 베타딘으로 닦는 근거 1

셑트관리 line관리
캡을 열고 set에 연결하는 것과 needling을 통해 set에 연결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약 물 주 입

시
1 

케모포트 

line개방성

개방성 유지를 위한 헤파린 용액(1:100) 5cc 주입 간격(케모

포트 1회/4주, 중심정맥관 1회/주) 근거
10

헤파린 1:100주입 전 혈액을 빼고 주입하는 것과

바로 주입의 차이에 대한 근거
1

기능 확인 주기 1 

개방용액 
헤파린 혹은 생리식염수, 수액 주입후 NS push 혹은 heparin 

mix push의 필요성, 일반주사 후에만 push가 필요한지 근거
3

드레싱 드레싱 교환주기 2

needle관리
후버 needle의  주 1회 교환 근거 7

V-port삽입 후 needle삽입 후 퇴원하는 것의 위험성 1

계      10        14 138

정 맥 주 입 요 무균술 소독 수액병 고무마개 내부를 알콜 솜으로 닦는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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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멸균용액관리 flushing용 생리식염수를 8시간 전에만 개방하는 근거 1 

 

line개방성
개방용액 생리식염수 flushing의 간격(1일 1회) 1 

셑트관리

교환주기

72시간 교환의 근거 127

(수액 종류에 따른: 고농도, TPN 등) 수액 세트의 교환주기, 

10%이상 고농도 수액주입시 매일 set 변경의 근거, 성인과 

아동에서 교환주기의 차이

22

정맥주입의 교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permanen

t cath 환

자

1

line관리

라인이 막혔을 때 pumping의 근거/부작용 2

side line 매일 교환의 근거 2

누출시 extension tube까지 교환하는 근거 1

hepabig 투여시 단독 line 유지 여부와 지속시간
간 이 식 환

자
1

무균술 3-way, 헤파린 캡 중 더 무균적인 것 1 

주사바늘 관리
side shooting(천공의 위험없이)을 위한 gau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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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시 needle gauge(22G, 20G, 18G) 암환자 2

control셑트관

리
control set의 시간당 주입되는 양의 정확성 1

three way관리

N/S 100cc로 혼합한 주사액을 three way로 주입후 three 

way cap 재사용에 대한 근거
1 

3-way 연결부위를 거즈+베타딘으로 싸는 것 1 

three way로 여러 개의 약을 이어서 주사시 약 효과가 100 

% 나타나는지, 섞이지 말아야 할 약물에 대한 지침
 1

수액관리

유효기간 즉시 혼합과 2시간 혼합의 근거 2

수액교환 수액교환주기 12시간 또는 매일교환의 근거 
lipid가 섞

인 수액
3

수액준비 5 %D/W+DPM 혼합시 혼합용량만큼 용매를 빼는 근거 1

무균술

새로운 수액세트로 교체해서 사용하였을 때의 감염위험성은 

없는지
1 

재사용할 수액에 알콜솜을 붙여서 보관하는 것의 근거 1

주입방법 
정맥주입시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의 안전에 대한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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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약제를 한 route로 주입하는 것에 대한 근거 1 

ampule 제제 약물 준비시 filter 사용의 기준 1 

수액걸대의 높이의 기준 1 

차광약물관리

차광이 필요한 약물에서 수액병은 차광하고, 수액 line은 차광

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 adelavin의 차광 필요성 여부
 4

차광약물에서 일반 extension 사용의 근거 차광약물 1 

소독제
Y set side로 항생제 주입 전에 알코올 솜 소독의 효과에 대

한 근거
1

주입관리

소독제 알코올, 히비탄/생리식염수,  포비돈으로 소독 효과 4

소독 정맥염 부위를 드레싱시 사용해야 할 소독제  1

드레싱 

고정을 위해 film dressing/plastic dressing, 거즈 드레싱의 

유용성
2

드레싱 종류별, 카테타 종류별 드레싱 주기(거즈+ tegaderm, 

tegaderm)
2

베타딘 소독 후 거즈로 IV line packing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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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주입속도
수액주입의 최대속도(신장 기능 정상시) 2

고농도 수액시 I-Vac 사용  1 

합병증 
문제(부종, 발적)시 대처 방법  1 

삽입부위 드레싱 종류에 따른 정맥염의 발생 근거  1 

냉/온요법

정맥염관리의 냉요법 또는 온요법 시용의 근거
정맥염 환

자
5

침윤시 warm bag과 ice bag의 효과차이 근거  7

약물이 셀때 ice bag적용의 근거 1

채혈 채혈 방법 헤파린 캡이나 3-way상태에서 sampling이 가능한지  1 

투약 약물주입방법 colistimate, foy는 단독라인 투여의 근거  1 

계      7       24 219

총 비 경 구 영

양(TPN)
셑트관리

교환주기 TPN 교환시기(24시간 마다)  10

필터사용 micro filter IV set 사용의 근거  2

차광 수액 line 차광의 필요성  1

수액관리 수액농도 TPN 제제를 말초정맥 주입시 사용가능한 농도에 대한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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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약물 주입 side로 항생제를 연결하면 안되는 근거  1 

주입 시간 영양제 주입시 24시간이내 주입의 근거  1

관개방성 개방용액 헤파린을 섞는 근거 2

계      4        7 18

수혈간호

활력징후 측정시기, 빈도
FFP, PC, 투여시 매 unit마다 15분 활력징후 측정의 근거, 

혈장수혈시 시작전, 15분, 종료시 V/S 측정 근거
9

주입관리

주입속도

FFP 주입 시간, PRBC 주입시간, platelate concentrate, 

FFP, Pheresis의 주입속도의 근거
4

혈소판 주입 시간(full drop or 1시간 이내), PRC주입시 P/S

를 mix해서 1시간내 주입의 근거 2

수혈방법

PC 수혈시 여러 pint를 병동에서 transfer bag에 담아서 한번

에 연결하는 근거

PC수혈환

자
 1

혈소판 농축액 수혈시 6-8unit를 pooling해서 주는 근거, 또

는 1 unit씩 6-8unit를 환자 옆에서 연결해주는 것의 근거
 1 

주입방법
RBC, FFP수혈시 기계로 주는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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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불출 후 start 시간, 시간내 수혈의 근거  2 

수혈세트를 생리식염수로 관통시키고 혈액을 연결하는 근거 3

0.45% NS를 수혈 line으로 투여하는 근거  1

수혈시 심혈관계 부담을 줄이기위해 다른 수액을 모두 중단해

야 하는 근거 
 1 

주사바늘관리

PRC를 제외한 FFC, PC수혈시 18G IV cannular 수혈의 근

거
 2

20 G 이상 사용근거  14

성인: 혈소판 22G, RBC 20 G 근거  1

셑트관리

 

교환주기
P-RBC bag을 교환하는 주기(1회/1주일)  2

P-RBC 1pack당 수혈 set 교환의 근거
P-RBC주

입환자
 1

필터사용 수혈필터 사용 수액제제, 필터크기에 따른 필터링 정도  1

혈액관리 혈액보관
혈액마다 보관방법, 사용시간, 필터교환주기  1 

PRC, FFP를 혈액은행에 갈 때 ice box에 얼음을 넣는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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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수혈전 투약 수혈전 pheniramin 투여 효과  1 

검사
검사시간 수혈후 2시간에 f/u Lab 의 근거 2

검체관리 집합 시험용 검체의 유효기간  1 

자가수혈
자가수혈 방법 자가수혈시 양, 주입속도의 근거  1

무균술 CBC 자가수혈이 aseptic한 지  1

업무관리 수혈동의서 수혈동의서의 근거  1

계      8       14 56

호흡 간호 기관절개술

드레싱 기관절개술 드레싱을 매일 교환하는 근거
기 관 지 절

개술환자
 1

 분비물관리 생리식염수 분무요법이 가습기와 비교한 효과 차이  1

tube관리

tracheal stenosis를 예방하기 위해 balloon의

inflation/deflation의 효과 2

기관절개관 교환주기 근거
tracheost

omy 환자
7

기관절개관을 5일마다 교환하는 근거  1

튜브교환, closed suction 카테터를 1주일마다 교환 근거  1

교체 1개월의 근거  1



- 175 -

ventilation을 하다 일반병동으로 온 환자에게 12시간동안 5

분간 deballooning, 55분간 ballooning의 근거
 1

소독

 

T-canular 세척과 소독방법의 근거
T-canula

r환자간호
 1

근무시마다 내관소독 근거  2

소독제(베타딘 솜 또는 히비솔, 과산화수소수)  2

합병증관리 장기간의 기관절개술의 유지가 해로운 근거
기 관 절 개

술
 1

체위

 

head elevation 30도의 근거  1

prone position의 효과  1

chest tube
흡인압 

압력기준-T/S 압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  1

thoracic suction시 압력 2

E-tube 

 

tube관리

E-tube의 위치 변경(근무조당 1회씩 오른쪽 왼쪽 교환) 근거 2

E -tube ballooning이 10cc인 이유  1

세척

 
세척시 흡인을 예방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 사용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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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시 생리식염수 세척의 근거 4

사정 추후 x-ray 촬영시간의 근거  1

투약 ETT를 통한 흡입시 mucomyst, mucomyst+NS의 효과,  1

vibrator 효과 폐간호시 vibrator의 사용근거  1

흉부물리요법 방법 및 효과
흉부물리요법의 1회 시행시간, 1일횟수, 효과

전신마취, 

호 흡 기 질

환,미숙아,

무기폐 환

아, 호흡기

문제환자

4

intermittent 

pneumotic 

compression

사용방법
intermittent pneumotic compression기계를 7일 사용하는 근

거 
 1

nebulizer

소독 nebulizer사용 후 키트 소독의 근거  1

혼합용액
벤톨린, 아트로벤트, 풀미코트를 생리식염수에 섞어 쓰는 근거 6

분무흡입제의 단독 또는 복합사용 효과  1

사용 및 사용

기간
가장 효과적인 nebulizer inhalation ti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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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키트 교환의 근거  1

nebulizer 사용 및 사용기간의 근거 수술환자 2

효과
E-nebulizer 적용이 일반 nebulizer로 NS 흡입과의 효과 비

교  
 1

inspirometer 효과 inspirometer의 효과

수술후환

자

Thoracos

copy 환자

 8

vent 필터관리 vent filter 교환 주기  1

계 면 활 성 제 

흡입

체위
계면활성제 사용시 적절한 체위 1p, 3p, 5p의 근거 1

ventilator

체위 흡인예방을 위한 상체를 30도이상으로 유지하는 근거  1

분비물관리 가습기의 적정온도  1

교환 주기 ventilator 5일마다 교환 근거  1

제거
제거시 nebulizer에 증류수+mucomyst +epi 5A 

+solumedrol 125 mg mix해서 사용하는 근거
소아  1

tube 관리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마다 cuff pressure를 시행하는 근

거
 1

ventilator 가습을 위하여 ventilator circuit를 분리 또는 분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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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

circuit 교환주기 7일의 근거, circuit 만 교체 또는 피스톤까

지 교체, VAP 발생률과의 관계, circuit, N-P, V-Iu 교환간격 5

사용방법 CPAP 모드에서 positive r. 또는 FiO2(PSV) 적용시 차이  1

pacifier pacifier 적용 근거 소아  1

투약
진정제, 근이완제, 마약류사용시 환자 sedation 정도를 확인하

는 적절한 지표 
소아  1

사정

호흡기 변경(intubation, extubation, ventilation mode 변경) 

후 30분에 ABGA f/u 하는 근거
 1

L-ube 적용이 가스감압에 미치는 효과 1

합병증관리 가온가습 circuit 적용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율 관계 1

소독 ventilator 진동자 소독시 스팀소독과 EO가스 소독의 효과 비

교
1

home 

ventilator
소독 주 1회 circuit 소독 교환의 근거 4

가습기 사용지침

 

가습기 사용 근거 3

가습기 적용일 수에 따라 가습 % 가 다른 이유
초극소 미

숙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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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가습기 또는 그밖의 방법의 분비물 배출 효과 근거
기 관 절 개

술 환자
1

인공기도식도

발성장치
 소독

인공기도식도 발성장치 소독: 생리식염수 또는 과산화수소수 

또는 니스타틴 사용 근거
1

운동  효과 하지 근력강화의 호흡재활 치료에 대한 근거 1

계       15       37 94

산소요법 산소공급

효과 산소요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 MI환자  2 

산소병

산소병(O2 bottle) 교환시기(현 5일) 1 

O2flowmeter bottle에 증류수를 채우는 근거 1 

중환자실은 1회용 증류수를 사용하고, 병동은 산소통을 매일 

교환하지 않고 증류수만 교환하는 근거
2 

산소병의 물교환 시간간격 1

산소공급기구

비강카테터를 통해 산소를 투여할 때 가습을 위해 증류수를 

통과할 때의 가습정도 근거
1

O2를 3L이상 적용시 nasal prong/facial mask적용의 근거 1 

venturi mask의 크기 1 

비강캐뉼라, 산소tip의 산소포화도증가에 대한 효과 환아 1

산소공급
수술후 2시간 동안 O2 4시간 투여 근거 

갑 상 선 절

제술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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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10L이상을 주지 않는 근거 응급상황 1

검사 ABGA검사 산소투여변동시 ABGA검사를 30분후에 하는 근거 1 

계      2       5 14

흡인간호

F-cannular

 balloon
흡인 위험성 최고 sow training에서 흡인 위험성  1

기관절개술 흡인방법

E-tube, T-cannular 환자의 흡인순서 (E-tube, T-cannular

흡인 후 구강흡인)의 근거

E - t u b e , 

T-cannul

ar환자

1

흡인 전후 ambu bagging의 근거

T - t u b e , 

E - t u b e , 

O2inhalati

on 환자

 4

구강흡인 흡인방법 구강내 흡인시 suction tip의 삽입정도에 대한 근거 1

흡인

적응증 흡인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근거(소량의 가래부터)  1

사정 suction 시 분비물 양상(양, 점도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1

 흡인방법

 

흡인 경로별 흡인압력(pressure)정도 2

흡인기 압력 50-75mmHg, 120mmHg의 근거 소아 2

open suction/close suction의 효과 차이  3

poly glove 사용의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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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 세척의 효과 근거  3

흡인시 가래양상, tube patency 유지를 위한 효율적 방법  1

튜브삽입시 젤리/생리식염수의 효과 비교  1

기관내 흡인과 구강 흡인시 캐뉼라를 바꾸는 이유  2

suction시 시간 간격

흡인환자,

인 공 기 도

삽관환자

 3

흡인기를 통한 객담배출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 않을 정도

의  흡인기 사용 시간
소아환자  1

카테터 관리

suction 서킷의 교환주기를 1주일로 하는 근거 2

구강흡인시 카테터 교환 주기  3

suction tip에 side hole을 뚫는 근거  1

무균술
suction시 오염되지 않은 통, 세척하는 통 사용에 대한 근거 2

suction set/크린조병 사용의 근거  1

계      4        8 38

영양간호
영양관리

영양제 식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MVI IV fluid 주입의 근거  1

수액주입
IV fluid 중단시기에 대한 근거-SFD 섭취 또는 SBD 섭취할 

때

위 암 수 술

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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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영양 구강으로 오렌지쥬스 섭취의 효과 K낮은환자  1 

위장관운동 

NCR을 지속적으로 수액공급하는 환자에게 5%D/W로 소량의 

tropic feeding을 하는 것이 위장관 움직임에 효과를 미치는 

근거

소아  1

인공수유  분유섭취 미숙아에게 분유를 먹이는 기간의 근거(체중기준) 미숙아  1

전해질 보충 방법 전해질 replace regimen 의 근거  1

계      3        6 6

위관영양

L-tube

feeding

 

tube관리 feeding line의 교환주기 근거

P E G , 

L-tube삽

입환자

 2

주입방법

continuous feeding과 bolus feeding의 효과 차이  1

feeding시 500cc를 2-3시간에 주는 근거  2

 1continuous feeding의 근거

feeding후 물을 넣어주지 않는 근거

N I C U , 

PICU에서 

전 동 오 는 

환아

 1

합병증관리
continuous feeding/sitting bolus feeding사이의 aspiration 

위험성
 1

잔류량 식사를 보류해야 하는 잔류량의 근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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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물 흡인시 50cc이상시 중단의 근거
4

영양방법
L-tube로 영양결핍이 우려되면 일반상식을 갈아서 주입하는 

것의 근거 
 1

영 양 주 머 니 관

리
L-tube로 영양주머니 교환시기 근거(1주일/2주일)  2

구강간호
L-tube feeding환자의 구강간호를 클로르헥시딘 0.02%소독

의 근거
 1

gastrostomy

feeding
주입방법 feeding전 위잔류량 측정 후 물 50cc투여의 근거

gastrosto

my 환자
2

계       2         8 25

섭취량과 배

설량 측정

측정근거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I/O 측정의 필요성 1

측정방법

소변을 시원하게 봤어요 할 때 300cc라고 하는 것의 근거  1

I/O 측정시 설사+대변량 측정  1

식이 섭취하는 환자에서 I/O의 정확성 3

항생제 희석시 I/O에 포함범위  1

수액 bag겉면의 눈금으로 남은 수액량을 측정할 때의 intake 

check의 정확성 
1

수분함량표와 무게측정중 I/O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 3

I/O check의 정확한 측정 방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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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보고기준
I/O확인 후 의사에게 보고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

8시간 소변량이 0.5ccc/kg/hr미만 보고 기준의 타당성
2

계      2       3 22

관장

관장
관장방법

관장액 용량, 용액종류, 직장관 삽입의 근거 3

관장통의 높이 성인 30-45cm, 영아 7.5cm의 근거  1

관장효과
매일 변보는 아기에게 가스배출을 위해 매일 관장하는 것의 

효과
 1 

정체관장 관장방법

 

kalimate enema, lactulose enema의 시간간격, 관장액 희석, 

효과 
4

kalinimcote enema의 20%D/W 혼합의 근거 2

정체관장시 관장액 보유시간 2

청정관장 관장방법
청정관장 1L를 주입하는 근거, 청정관장시 보유액 및 보유시

간에 대한 근거
1

글리세린관장 관장방법
글리세린 관장시 관 크기의 근거 1

글리세린 관장시 용액의 희석비율의 근거 1

고장액 관장 관장방법
hypertonic glucose관장을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빈도와 

방법
1

계      5        6 17

욕창간호 욕창예방 체위변경

체위변경 2시간의 근거, 환자상태에 따른 시간간격의 차이. 체

위변경시간과 욕창발생율 관계 

욕창환자,

ICU 환자,

초극소미

숙아

36

체위변경 도구(베개, 각도, air mattress), air mattress 적용

에 따른 체위변경 시간 차이 2



- 185 -

피부관리 피부를 건조하게 /혹은 습하게 유지해야 하는 근거  3

욕창간호

욕창예방

피부관리
욕창없는 환자에게 barrier cream 의 효과

barrier cream과 allevyn dressing의 효과 비교
 1

침요 air mattress의 압력, 효과, 물침대와 효과비교 8

등마사지 

 

욕창예방시 등마사지를 전체 적용과 일부 적용의 효과 차이  1 

등마사지 1회 시간, 1일 횟수 근거  1

욕창관리

드레싱

 

foam  드레싱의 효과 근거 욕창환자  1

근무마다 한번씩 드레싱을 하는 근거
미골의 욕

창환자
 1

체위변경
욕창악화를 줄이기 위하여 feeding시 머리 상승의 정도, 머리

상승 30도의 근거
욕창환자  2

소독
욕창간호시 NS  또는 베타딘 (또는 0.02 % 클로르헥시딘) 소

독 근거
욕창환자  3

계      3         8 59

상처간호

상처소독 소독제

베타딘/히비탄/알코올/생리식염수 효과차이, 알코올과 포비돈 

소독을 함께 해야 하는 근거, 베타딘 용액 사용의 타당성(new 

cell 생성억제) 

10

절개부위: 베타딘소독, C-line: 2X CHG 소독 근거  1

소독제, 소독부위에 따른 기준  1

각과마다 상처소독제가 다른 근거

OS, GS,

chemo

po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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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소독/피부소독시의 포비돈, 생리식염수, 과산화수소수의 

효과 차이
4

드레싱 

드레싱 효과 wet 드레싱의 효과  1

드레싱 관리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필름드레싱의 관리(자주 교환 또는 거

즈를 넣어서 유지)
 1

드레싱 방법

베타딘 드레싱시 베타딘 건조시간 2

grading 별로 사용하는 드레싱의 근거 1

드레싱 교환

드레싱의 교환일수의 근거, 메디폼이나 메피렉스보더의 매일 

드레싱 교환에 대한 근거, 필름드레싱 교환간격, 두오덤 테가

덤 교환 

7

medix 드레싱을 48시간마다 교환하는 근거

P C D , 

P T B D 환

자

 1

드레싱을 매일 하는 근거
P T B D 환

자 4

배액관

드레싱방법 배액관 드레싱 횟수  3

소독제
배액관 배액 후 알콜솜이나 베타틴 솜으로 소독하는 근거 다

른 소독제 사용은 안되는지
 1

기관절개술 발사 기관절개관 제거후 봉합한 경우 발사의 시기 근거  1

열적용 효과 상처부위, skin graft시에 heat lamp의 적용의 근거/효과 
복 부 수 술

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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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부 이 식 

환자

계       5       8 42

피부간호 소양증

목욕제 전분목욕의 근거/효과
소양증 환

자
 1

soddy법 소양증에 soddy법 적용의 근거

소 양 감 있

는 화상환

자

1

계      1       2 2

도뇨관 간호
회음부 간호

소독제 

포비돈/생리식염수, 0.02%/0.25%/0.05% 클로르헥시딘, 

hygiene 효과 차이
26 

히비탄 과 자가 물세척(물수건)의 효과 비교  3

제파놀/보릭 방법, 생리식염수 거즈, 베타딘, 테고, 생리식염

수, 따뜻한 물 소독 중 더 효과적인 방법
4

회음부 간호방

법

회음부 간호의 근거/매일 회음부간호의 근거/7일후 회음부간

호의 근거, 회음부 간호가 필요없는 경우에 대한 근거
12

무균술 소독용 장갑 혹은 poly 장갑 착용 근거  1

도뇨관 삽입

소독제 유치도뇨관 삽입시 베타딘과 히비탄 사용에 대한 근거 12

방법
Foley cath시 balloon을 먼저 확인하는 근거  1

ballooning시 증류수/생리식염수 사용, 사용량의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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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관 제거

 

방광훈련 방광훈련의 근거

일반환자,

고령 BPH

환자

25

자가배뇨  도뇨관 제거후 4시간 이내의 자가배뇨의 근거  3

제거 시기 수술후 4일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는 근거

하 부 대 장

수 술 후 환

자

 1

도뇨관 교환

 

교환시기

교환시기의 근거, rubber/silicon에 따른 교환시기의 근거  

(rubber 1주, silicon 2주)
45

회음부간호에 따른 도뇨관 교환시기의 차이 1

소 변 주 머 니 

관리
교환시기 소변주머니 교환의 주기(7일)의 근거 2

감염관리

도뇨방법
유치도뇨를 수술 다음날 제거하는데 요정체 초래하여 단순도

뇨를 시행하는데 어느 쪽이 감염위험성이 높은가

수술후 노

인환자
 2

무균술 Foley cath삽입시 jelly사용의 근거(감염위험성)  1

 감염예방
유치도뇨간호를 잘 시행시 요로감염을 유발하지않은 최대 일

수
 1

방광세척

세척근거 방광세척의 근거 2

관관리 지속적 방광세척시 line 교환 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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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뇨 

 

도뇨 방법 

 

방광경련, 쇽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소변제거 양에 대한 근거  1

epidural 시술한 진통산모가 자가배뇨를 못할 때 단순도뇨 시

행간격
진통산모  1

계      8      16 151

관 간호

PEG(경피적 

위루관) 
드레싱 7일간은 2회/1일 소독 후 매일 드레싱의 근거  1

G-tube 교환주기 교환주기의 근거  3

bile bag 교환주기 bile bag 교환주기
2

T-tube 
드레싱 드레싱을 1회/2일의 근거  1

tube 제거 제거시 clamping exercise의 근거  1

관 간호

PTBD  관세척 PTBD 세척의 근거  1

L-tube

교환주기 30일 교환의 근거/14일 교환의 근거/1주일 교환의 근거, 13

투약 약을 투여시 중력, 주사기에 의한 투입의 근거  2

감압 복부팽만시 공기제거의 목적으로 L-tube 삽입 근거  1

지혈 출혈시 냉식염수 세척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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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ube 관리 PVC line과 extubation tube 연결의 효용성 비교  1

삽입방법 L-tube삽입시 관의 굵기  1

계     6       12 29

통증간호

중재

중재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중재 근거 2

치료우선순위 
흉통시 NTG 투여와 VS, lab, EKG측정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 지
 1

사정
사정

통증이 없는 환자도 매 근무시마다 통증 사정을 해야 하는 근

거
 1

약물요법 적용 후 효과평가 시간에 대한 근거 2

속효성 PO진통제 투약후 30분후 효과 사정 적절성  1

진통제

투여방법 
진통제의 prn 투여 또는 일정간격 투여  1

통증호소시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면 해로운 근거  1

PCA epi PCA, IV PCA효과 차이 2

F e n t a n y l 

patch
Fentanyl patch의 72시간 교환 근거 1

업무관리 위약 마약중독 우려로 NS 투여의 윤리성
말 기 암 환

자
 1

계       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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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간호

검사전

금식
검사전 NPO, SOW가 합병증에 미치는 정도, SOW가 꼭 금기

되어야 하는지, 금식 근거

위내시경, 

CAG,A-P 

MRI검사 

CT검사 

MRI검사 

정 규 혈 액

화학검사, 

복 수 천 자 

환자

15

장준비 장준비, colyte 4L의 근거

대 장 내 시

경 검 사 환

자
2

line관리

검사준비시 18G 정맥라인의 근거

18G 정맥라인의 근거(소아는 24G도 가능)

colonosco

py,

조 영 제 투

입검사 환

자

6

Rt arm IV route 유지의 근거는? 
M D C T , 

ERCP검사
 1

CT검사시 중심정맥관(c-line)을 가지고 있어도 말초정맥라인

을 가져야 하는 근거 
CT  1

검사중
물품관리 angio 카테타의 적절한 길이에 대한 근거

angio카테

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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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mucosten(염료주입시)을 사용하는 근거 CT  1

검사시 irritable한 환자의 sedation 근거 MRI  1 

크레아티닌이 높을 때 조영제 사용하는 CT에서 mucosten을 

주사하는 근거 
CT  1 

검사후 절대안정 절대안정  및 안정시간의 근거

coronary 

angiograp

hy, CSF 

t app ing , 

C A G , 

Enbolizati

o n , 

T A C E , 

PCI, IT, 

간생검, 신

장 조 직 검

사,요추천

자 골수검

사,관상동

맥성형술, 

심 혈 관 조

영술, 대퇴

천자 후 

환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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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징후 활력징후 측정 간격

심 혈 관 조

영술, 관상

동 맥 성 형

술 환자

3

금식 정확한 금식시간

조영제 사

용 검 사 

TACE 환

자 

3

카테터관리 6시간 후에 Angio sheath 제거 근거 CAG  1 

모 래 주 머 니 적

용 (지혈간호)

 모래주머니적용 시간

 및 지혈근거

심 도 자 , 

f e m o r a l 

sheath 제

거후, 신장

생검, 간생

검,뇌혈관

조영술

14

투약

심도자후 퇴원후 7일간 항생제 복용근거 심도자  1

검사후 알부민+라식스 투약의 효과
A s c i t e s 

tapping
 1

RFA시술후 3시간후에 CBC검사의 근거
간 생 검 환

자
 1

검사 NST R-A 검사후 sono BPP를 보는 근거 NST R-A  1

NSVD 후 골반검사를 2-3시간 후에 하는 근거
NSVD 환

자
 1

자가소변 NSVD 후 self-voiding확인을 4-6시간 후에 하는 근거 N S V D 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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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       3        13 93

시술간호

시술전 투약 plavix 75mg 4T loading 투약의 근거 
PCI(PTC

A)
 1

시술중 투약 sodium bicarbonates 2앰플 혼합하여 사용하는 근거 PCI  1 

시술후

투약 N/S 주입 900cc 후 N/S 10gtt 유지의 근거 PCI  1

절대안정의 근

거
3일 혹은 24시간후 sitting position 근거

p a c e 

maker,골

수 천 자 환

자

3 

검사 시술전 PC 수혈시 post lab 시기

percutane

ous verte 

broplasty 

시술환자

1

계      3      5 7

검사:배양 혈액 검사방법

검사물 채취후 검사시작 시간  1

양팔배양과 한팔배양의 차이 5

30분마다 (다른 부위에서) 3회 시행 근거 22

열이 날 때마다 하루에 2-3회 반복하는 것의 근거 고열환자  6

아동에서 고열시 혈액배양검사의 횟수, 방법, 아동은 1회만 시 아 동 고 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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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적절한지 환자

동맥혈 배양의 타당성  1

해열제 투약
culture 후 해열제 복용의 순서(해열제를 주고 culture 하면 

안되는지,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
고열환자

6

소독방법 적절한 소독액 : 소독방법, 횟수, 장갑착용 유무  6

소변 무균술
urine culture시 베타딘 드레싱과 NS소독후 회음부에 urine 

collect를 붙이는 것의 근거
 1

검사방법 소독액으로 회음부 청결후 중간뇨/nelaton cath.의 차이 근거  3

tip 배양 검사방법 J-P bag, H-vac 제거후 tip-culture의 근거  1

계      3        6 55

검사

EKG 검사방법 electrode 3일마다 교환의 근거 EKG  1 

복막투석액 검체수집 복막투석액의 24시간 검체 수집방법  1

소변검사

검체수집 24시간 소변수집시 용기에 시약 추가의 필요성  1

검체보관 소변검체의 냉장보관의 근거  1

검체양 검체의 양이 300-600ml이다, 적절한 검체양은  1

혈액검사

검체양 PTPT 샘플을 1.8ml만 담아도 되는 근거 소아환자 1

검체수집 장시간 보관후 검사시 FBS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BC검사  1 

검사방법 채혈시 용혈을 줄이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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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port, central cath에서 채혈, 또는 새로 채혈 중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1

ATT채혈을 24시간동안은 매 4시간, 다음 6시간, 다음 12시

간 간격으로 하는 근거

뇌 경 색 환

자
 1  

검사

지속적 약물주입(예: 헤파린, MNT 6시간마다)시 일정시간 간

격으로 검사를 하는 근거

헤 파 린 , 

MNT투여

환자

 1

BST검사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시 BST 검사

스 테 로 이

드 사용 

환자

 1

신장질환 환자에서 BST검사가 필요한 근거
신 장 질 환

자
 1

크 레 아 티 닌 검

사

신, 간이식 환자에서 24시간 크레아티닌 검사를 수술후 6일까

지 시행하는 근거

신, 간이식

환자
 1 

검사결과
채혈용 S/L을 통해 하는 경우와 매번 정맥천자하는 경우 검사

결과의 차이
 1

금식
c - line 채혈과 정맥 채혈시 혈액검사 수치의 차이 2

검사전 금식 필요성 여부 BC검사 1 

ABGA 검체수집

주사기에 헤파린을 통과시키는 적정량  1

검체를 수분 지난후 접수시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1 

응급상황에서 산소투여후 시행하는 ABGA검사의 정확성
산 소 투 여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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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검사

검체보관 CSF 검체의 보관 온도(실온,냉장)에 따른 시간  1 

glucose level

측정 

glucose level을 CSF와 혈액에서 동시에 측정할 때 BST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근거 
척추천자 1

계      6       15 23

중 심 정 맥 압

측정
측정

무균술 CVP 모니터링 연결시 무균술의 필요성 1 

체중 CVP 측정을 하는데 매일 체중측정의 근거
8시간 I/O

측정환자
1

체위 앙와위, 머리상승 30도의 근거
7

측정방법

CVP 의 매뉴얼 측정의 정확성 2

CVP측정을 PICC에서 측정하는 것의 근거   1

continuous CVP 측정이 타당한지  1

계       1        4 13

감염간호

항생제내성균 

격리

코호트격리

격리병실이 없을 때 코호트 격리의 근거, 격리실 환자들이 밖

으로 운동을 나가는 것의 근거

MRSA,

VRE 환자 8

한병실에 여러 명있을 때 개개인 접촉시마다 가운을 교환해야 

하는 근거

MRSA 환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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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환자 간호시 비닐 앞치마 착용의 효과  1

다인실에서 MRSA환자에게 suction시 분비물 튀기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는 근거
 1

균주로 인한 코호트 격리적용시 동일균주라고 해도 한 환경내

에서 교차감염 및 균주의 내성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1 

보호장비

코호트격리시 환자접촉시 장갑착용의 필요성(손씻기만으로는 

안되는지)

A R O 격 리

환자
 1 

격리가운을 입는 근거(팔쪽은 접촉부위가 되는데 VRE가운 처

럼 다 격리되는 가운을 입어야 하지 않는지)

MRSA 환

자 3

매번 장갑과 가운의 착용 근거 
MRSA 환

자
2

보호자 면회시 가운과 모자 착용근거
중 환 자 실

환자
 1

비닐앞치마 착용이 균차단 효과 근거 1

격리술

감염환자 발생시 그 자리만 소독을 하고 있는데, 병실전체, 감

염예상경로를 모두 소독해야 하지 않는지
 1

감염통제의 범위(개인물품, 공용냉장고, 화장실,복도의 사용)의 

근거

M R S A 환

자
1

VRE를 제외한 Pan-drug resistant한 균주의 격리 방법

Pan-drug 

resistant

한 균주를 

가진 환자 

 1

격리대상
다재내성 그람음성간균(carbapenem)에 내성이 있는 경우중 

carbapenem resistant klebiella pneumoniae (CRKP) ARO 

는 격리 안해도 되는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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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A, Acinetobac, VRE 균 외에 격리가 필요한 대상  1

acinectobacer, baumanil(all resistane) 를 격리하지 않는 근

거
 1 

격리기간
ARO균주가 2주간 음성시 균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R O 격 리

환자
 1 

격리를 해제하기 위해 3번의 검사를 실시하는 근거 VRE환자  1 

전파경로별

격리

격리술 

간호사의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예방이 된다는 근거 TB환자  1 

손씻기 15초 이상의 근거  1

감염전파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흡인시 간호사나 보호자에게 균이 흡

입되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근거  

T-ca n사

용환자
 1 

격리지침 격리균별 격리지침   1

격리기간 2주 투약으로 균주가 감염력이 없다는 근거 TB환자  1 

보호격리

격리기준 격리기준이 ANC 1000 이하인 이유  1 

격리술

병실 격리의 근거/1인용 병실의 격리 근거

소아/성인

환자,백혈

병 환자
3

ANC 기준에 따른 식이(저균식, 멸균식)의 타당성  1

ANC낮은 환자에서 needle puncture를 안한 경우에도 IV수액

bag mix 부위에 거즈를 감는 이유
 1 

수술후격리, 멸균소독해야 하는 기간(현재 1달) 심 장 이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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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마스크: 역격리 근거

이식환자,

neutropen

ia 환자,

준 무 균 실 

환자

5

익한 음식만 제공하는 근거, 멸균식 기간

면 역 저 하

환자,심장

이식환자

 2 

현행 격리방법이 수술 후 감염예방에 효과적인가
폐 심 장 이

식환자
 1 

소독

주사조제시 70% 알콜솜 대신 2% 클로르헥시딘 솜의 감염예

방 효과
이식환자  1

1% 베타딘, 클로르헥시딘, Mystatin 가글 병용 근거 이식환자  1

포비돈 솜과 알콜솜 차이 이식환자  1 

채혈, IV route확보시 포비돈 소독 근거
보 호 격 리

환자
 1 

handling 최소한의 handling 의 효과
극소 미숙

아
 1 

가글액의 효과 면역저하  1 구강간호

소독 및 멸균

격리술
접촉 후 또는 접촉위험이 있을 때 바이오 스팟 스프레이를 신

발바닥, 가운 위, 물품 등에 뿌리는 효과
2

기구관리

 

nelation 준비시 베타딘 소독의 근거  1 

E-tube를 klenzo에 담그는 근거  1 

laryngoscopy 소독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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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관리

기관절개술환자의 멸균컵 관리 지침 
기 관 절 개

술환자
 1 

Ventilator 셋팅시 폴리글로브 사용 근거  1 

감염환자가 아닌 경우 산소주입기구를 0.1% Tego에 담근 후  

EOgas 소독하는데 Tego에 담그는 근거
 1 

세척
감염환자는 재사용 물품의 세척을 공급실, 각 병동에서 시행

하는 근거
 1 

일회용품관리
수술재료의 재소독 사용의 근거  1 

일회용품의 교환주기, 적정한 기간의 근거  1 

멸균물품관리

멸균포, 드레싱 셑의 사용시간(개방후 감염예방을 위해) 

cotton ball can 개방 후 멸균지속시간
4

알코올 캔 교환주기   1 

주사기 개봉 후 2시간이면 폐기하는데 그 이상 시간 경과시 

영향 
 1 

수액 뚜껑을 알코올 스폰지로 닦는 근거 2 

린넨류 소독 린넨류를 소독해서 사용하는 근거  1 

의류관리
간호사복 세탁 또는 교환주기, 가장 위생적 옷감

(감염 위험성 측면에서)
 1 

소독제

Dystaton, Betadine, Chlorhexidine을 함께 사용시 효과, 농

도

소 아 암 환

자
 1 

IV push시 베타딘 swab사용 혹은 알코올 사용의 차이
항 암 치 료

환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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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ine환

자 

같은 균이 피부나 비강에서 검출시 chlorhexidine bathing 의 

효과
 1 

계      4        23 80

구강간호 구강함수 구강함수제

chlorhexidine 원액, NS, 혼합제 효과의 근거 1

히비탄 소독액 사용의 근거  1 

hexamedine사용과 생리식염수 사용의 근거/효과 비교  1 

클로르헥시딘의 mucositis 완화에 대한 효과  1

생리식염수 가글링, 베타딘, Tautem gauze, Saulom-G 적용

의 구내염에 대한 효과 

백혈병 환

자
6

생리식염수 거즈/히비탄 용액/탄티움 가글링 효과
중 환 자 실 

환자
7

NS 구강간호가 VAP 예방에 효과적인지

소아인공

호 흡 기 환

아

 1

구강간호시 용액(포타딘, 헥사메딘)의 희석비율  1

제조가글액(히비탄, Lido 등)의 유통기한이 1주일인 근거  1

함수용액의 유효기간  1



- 203 -

투약 투약방법 clotrinazole정 1/3T씩 sucking의 근거
구 강 칸 디

다증 환자
 1

구강간호

구강간호빈도 매 duty 마다 시행근거, 0.12 % 클로로헥시딘 구강간호 횟수

중 환 자

실 , V A P 

예 방 , E 

tube

  5

구강간호방법 구갈 호소시 wet gauze의 효과 금식환자  1 

합병증 관리 항암제 사용중 mucositis 예방을 위한 cryotherapy 의 효과 항암환자  1

계      3       5 29

고 열 환 자 간

호

사정

체온측정 체온측정의 간격에 대한 근거 고열환자  1 

항생제 항생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냉찜질을 중단하는 기준 고열환자  1 

냉요법

ice pack/tepid massage 후 효과확인시간  1

중재가 필요한 열의 기준  1

미온수스폰지욕 적용이 필요한 체온  1

냉온요법  발열양상 파악을 위해 냉온법을 하지 않는 이유  1

투약 해열제
해열제를 오한있을 때 또는 오한끝난 후 투여 고열환자  1 

해열제 투여시 얼음주머니 함께 적용시 효과가 상승되는지  1

중재 냉/온요법 오한이 있을 때 온요법 (또는 냉요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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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공급 구강수분섭취, 정맥 수액공급중 체온감소에 효과적인 방법 고열환자 1 

냉요법

ice pack/tepid massage 방법과 적용범위, 적용시간의 근거, 

빈도,
고열환자 31

냉요법 체온저하목표 1

계      3       8 46

냉온요법

냉찜질 적용근거 냉찜질 3일후 온찜질 적용 근거
안 면 부 수

술
 1

더운물 주머

니
적용근거 hot bag 적용근거

복 부 통 증

환자
 2

r a d i a n 

heater
적용근거 radian heater 적용 근거 ASO 환자  1

좌욕

적용방법 좌욕물 소독, 좌욕기 자체 소독 방법의 근거 치질환자  1

적용효과 좌욕-베타딘, 꿇인물 좌욕의 효과? 치질환자  1

냉찜질
적용부위 

냉찜질을 목뒤에 적용하는 근거(체온저하, 진행방지)
뇌 졸 중 환

자
1

얼음주머니
적용부위

얼음주머니를 겨드랑이보다 목뒤에 적용하는것이

더 효과적인가 2

적용효과 상처에 ice bag 적용의 부종감소에 대한 효과
정 형 외 과

수술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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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        8 10

심 부 정 맥 혈

전 증 예 방 간

호

사정
부종사정 부종사정의 정확성  1

피부사정 anti embolic stocking착용시 피부관찰주기  1

예방

예방기구 compression stocking, antiembolism stocking, 펌프,   

SCD(IPC), PCD착용, DVT machine의 효과 근거

부종환자,

장 기 안 정

환자, 

T K R A 환

자 , O S , 

NS, GS 

환자

11

예방방법 heparine SC와 anti-embolic stocking의 효과 비교  1

투약 예방을 위한 헤파린 주입부위(IV, SQ)  1

적용대상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소아환자에서 심부정맥혈전증 

예방법의 필요성
소아환자  1

계      2        6 16

체위간호 체위

복위 
dura tear 시 prone position의 근거 dura tear  1

망막-가스주입술 경우 prone postion유지 시간 안과환자 3

체위지지

편안한 체위변경 방법(의식있는 환자가 체위변경시 불편해서 

앙와위를 원함), 체위변경시 등에 넣은 베개의 기준(재질, 베

개로 유지되는 몸의 기울기 등)

2

다리 거상 일시적 혈압저하시 다리 거상의 근거, 효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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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에 대한 다리 거상의 효과 부종환자  1

1

혈 역 학 적 

불안정 환

자

다리 거상시 CVP와 BP의 차이

계      1        3 15

낙상 간호 예방

낙상표식 낙상표식의 낙상예방에 대한 근거
고위험 낙

상환자
 1

침상난간
40cm side rail 에도 불구하고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방

조치
 3

side rail 이 낙상예방에 효과적인지 섬망환자  1

낙상방지패드
side rail을 4개 사용하는 것과 3개 사용하는 것의 효과   1

낙상방지패드의  효과 소아  1

계       1        3 7

억제대간호 

사정 활력증상 억제대 적용후 15분 후 VS 측정  1

중재  효과 억제대의 효과

섬망환자, 

불 안 정 환

자

1

업무관리 간호윤리 억제대의 인권침해 (동의서를 받아도)  1

계      3        3 3

운동간호
운동 운동지침 환자상태에 따른 운동권고의 기준(시간, 빈도, 부적응) 1 

운동방법 혈관성숙을 위한 고무공 운동방법(주먹쥐고 5초간 중지방법과 AVF 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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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쥐고 펴기 반복방법의 효과비교)

계      1        2 2

정 신 건 강 간

호 

증상관리 치료 프로그램 정신과 치료프로그램의 증상완화에 대한 효과
정 신 과 환

자
 1

업무관리
자살 및 자해 

예방

자살, 자해위험환자 관리 또는 원칙, 간호사의 관리 범주, 원

칙
일반병동 1

계      2        2 2

수면 중재 수면방해완화 밤근무시 활력증상 측정시 수면방해완화방법(시간)  1

계       1       1 1

수 술 환 자 간

호

수술전

환자교육 서면화된 교육자료를 이용한 수술전 방문교육의 효과

관 상 동 맥

우 회 술 환

자

1 

피부간호

수술부위 shaving의 근거 EPS환자 7

shaving시 보온/노출의 근거  1

수 술 환 자 간

호

Shaving시 비누물, 파우더 중 더 효과적인 것  2

간이식, 신장이식시 포비돈 샤워의 농도(피부자극 위험성에 대

해) 

이 식 수 술

전환자
 1

수술방에서 베타딘 소독을 하는데 수술 전날 베타딘 soap를 

하는 근거
 1

피부준비를 위한 베타딘 스크럽의 횟수 
정 형 외 과 

수술
 1

수술전 포디돈 샴푸의 효과
머 리 수 술

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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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준비 수술 전 관장을 안하는 이유
spine 수

술
 1 

감염관리
외생식기 근처 수술시 -생리대 대용품, 템폰, 생리대와 팬티착

용 시 감염 위험성

생리중 환

자
 1 

검사 5세미만의 아동에게 수술전 EKG를 찍지 않는 근거 소아환자  1 

무균술

수술실에 갈 때 속옷을 벗는 근거  1

수술실에 갈 때 수술복 착용 이유   1 

외과적 손씻기의 소요시간과 소독효과  1 

투약

1주전 투약 중단의 근거  1 

아스피린 복용을 수술 7일전에 중단시키는 근거  1

수술중

주사바늘 수술시 18G 정맥라인의 근거 수술환자  1

소독제
과산화수소수수 포비돈 또는 생리식염수 후 포비돈 소독  1

손소독제 효과  1 

항색전 간호 antiembolic stocking의 착용 근거 2

수술후

무균술 수술후 14일까지 가운, 모자 유지의 근거(감염관리를 위해)
간 이 식 환

자
 1

식이

수술후 식이 시작시기의 근거, NPO 해제시간(예: 6시간), 과

별, 환자별 금식시간의 차이, 위장관수술이 아닌 경우 가스배

출 전에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지

전신마취, 

척추마취, 

국소마취, 

제왕절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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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암 수 술 

환자

수 술 환 자 간

호

수 술 환 자 간

호

영양 조기 enteral feeding유무의 효과차이 근거
위 암 수 술

후
 1

 I/O IO 측정기간 1

장운동 빠른 경구섭취가 장운동 회복에 효과적인지

장 절 제 술

을 하지 

않은 개복

수술

 1

장운동 껌씹기의 장운동에 대한 효과
2

조기이상 조기이상의 시기, 기준, 효과 7

절대안정 시간

과 체위 

마취후 4시간(2시간/12시간) flat position의 근거, 6시간/24

시간 절대안정의 근거

척수마취, 

laparosco

p i c 

cholecyst

e c t o m y , 

percutane

o u s 

vertebro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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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y 수술

후 환자

체위 

15도 높이가 ICP조절의 체위인지
신 경 외 과

수술환자
 1

중심정맥압 측정 체위와 근거
뇌 수 술 환

자
 1

head elevation 각도에 따른 효과 차이 뇌수술  1

병동도착 후 3시간 이후 Ca 농도 측정 근거
갑 상 선 수

술
 1

검사

수술직후 병동에서의 혈액검사의 근거 

laparosco

p i c 

cholecyst

ectomy

 1

위점막절제술 후 CBC검사 결과가 출혈유무 확인에 얼마나 효

과가 있는지

위 점 막 절

제술후
 1 

냉요법

ice bag적용시 적용시간의 근거
OS 수술

환자
1 

수술후 ice bag 적용의 효과 근거

thyroidec

tomy 환

자

 1 

수술후
배뇨관리

self-voiding이 안될 때 nelaton/Foley중 더 나은 방법이 무

엇인지
 1

수술후 4시간내에 반드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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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2일간 소변량 측정 근거  1

지혈간호

sand bag 과 복대의 효과 차이
개 복 수 술 

직후 
 1

수술부위에 모래주머니 유지 근거  6

합병증관리 leg elevation의 근거
T K R A 수

술후
 1

활력징후
병동에 도착 직후, V/S 15분, 30분, 1시간 측정 근거, 수술후 

2시간 측정 근거
14

상처관리

복대의 착용 근거  1

영구 인공심박동기삽입 후 24시간 후에 수술부위 압박붕대 제

거 근거

심 박 동 기

삽입환자
 1

상처간호

수술부위 드레싱에 좋은 재료(특히 갑상선, 유방부위)

s i n g l e 

p o r t 

laparosco

py, tail 

down op 

환자

 1

수술부위 드레싱에 open or occulusive 중 더 적절한 드레싱  3

수술부위 드레싱 간격(예. 매일)  1

발사 전까지 머리감기를 금지하는 근거, 발사 후 세발시기 두 개 절 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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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수술후 

발사 전에 샤워를 금하는 근거  1

베타딘 소독 후 거즈 적용(적용치 않음)의 근거 1 

수술상처 소독후 개방하는 경우와 드레싱으로 닫아놓은 경우

의 효과의 차이, 수술부위를 2주간 열지 않고 유지하는 근거
 2

수술 후 14일에 발사 근거
신 장 이 식

환자
1

수술후 7일에 stitch out 근거 1 

구강간호 

수술후 입술위에 거즈를 대주는 것이 입술마름 유발여부 2

수 술 환 자 간

호

chlorhexicine 0.12%+멸균증류수 1L 가글의

URI 예방가능성
 1

수술후 갈증시 얼음제공의 근거  1

금식기간중 가장 적절한 구강간호 방법 코수술후  1

호흡간호

가습기 제공의 득실(감염위험과 lung care) 4 

수술후 산소제공의 근거(심호흡보다 효과적인지) 5

수술후 심호흡과 기침의 빈도, 간격 5

심호흡의 횟수(1시간당)에 대한 근거  1

2시간 깨어있으면서 심호흡 이유  1

수술후 폐합병증 예방을 위한 수면금지 유지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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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호흡간호시 타진의 효과  1 

전신마취후 3일까지 lung care 의 근거  1 

강화폐활량계 사용 빈도 20회/시간의 근거 2 

강화폐활량계 1시간 마다 5회 사용 근거 폐수술후  1 

blowing bottle의 효과   1

항색전간호

수술후 마사지 시행의 적절성 여부(혈액순환촉진 또는 색전 

확산)
1

수술후 항색전스타킹 착용의 근거, 적절한 착용방법 3

수술후 장기간 ABR환자에게 저용량 또는 SCD 기계적 요법 

사용 근거

장 기 간

ABR환자
1

tube관리

수술후 L-tube 유무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  1

장수술 전처치로 L-tube 유지가 수술후 합병증과 감압에 미

치는 효과
1

투약

수술후 진토제(예: ramosetron HCl) routine 처방의 근거  1

synthyroid투여 시간(식전 또는,식후)
갑 상 선 수

술
 1

4시간 이상간격 1일 3회 pain control 의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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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투여시기(직후 또는 정규투약시간) 1통증관리

계      3        33 172

유 방 절 제 술

환자 간호 
림프부종

운동 팔들기, 등긁기, 귀잡기 운동이 림프부종예방에 대한 효과  1

팔보호
임파선 5개 이하 절제시 팔보호 기준 타당성  1 

수술부위 팔보호 기간 (수술한쪽 팔 BP, 채혈금지를 해야하는 

기간)
 2

계      1       2 4

신생아 간호

황달  

광선치료
early photo 치료 시행의 근거, 황달수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photo높이, 자세, 개수

ELBW 환

자
 6

검사 황달치료시 검사 수치가 다른 근거, 수치에 따른 치료의 근거  3

수유
포도당수유/직접 모유수유가 체중감소/황달중증도에 미치는 

영향

황 달 신 생

아
 3

영양 구강영양 

만삭출산 아동의 구강영양의 기준 만삭출산 1 

HA분유(100 cc에 3스푼 1단계, 3-6개월투여)의 근거: 체중, 

대변양상 등 
 1

체위
분비물관리 분비물 배출을 위한 체위(head down, supine)  출산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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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관리 출생후 체위: head down or supine(뇌손상 예방 위해) 1

흡인 방법 신생아에서 비강 또는 구강 삽입중 더 효과적인 것 1

제대관리 소독

제대소독시 GV 용액과 알콜용액의 차이  1

제대간호시 알코올 농도  1 

조명 합병증관리 신생아 중환자실의 24시간 자연광 차단 근거 중환자실  1 

정맥주사 합병증 Ca2+ 말초정맥주사시 혈관 침착 이유  1 

욕창예방 신체활동 스스로 사지를 움직이는데 욕창간호가 필요한지  1

수혈간호 활력징후측정 수혈후 5분 활력증상 측정의 근거  1

활력징후 체온측정 고막체온 측정의 부정확성에 대한 근거  1

계      10        13 24

미숙아간호 

투약 I/O측정
preterm labor tocolytic 제제중 Rabopa를 쓸 경우 I/O의 근

거
미숙아  1 

정서적간호 음악 음악의 환아안정, 발달자극에 대한 근거  1 

계      2        2 2

분만간호 검사 검사결과 양수누출시 니트라진 페리퍼 결과의 판독 근거  1



- 216 -

투약 투약효과 자궁경부이완을 위한 demerol주사  1

검사 BST 검사 당뇨환자시 시간대별 BST근거
당 뇨 병 산

모
 3

유방간호 유방지지 착용 임신 19주 이상에서 유산시 breast binder 착용의 근거

임신 19주 

이 상 에 서 

유산한 환

자

 1

계      4        4 6

산모간호 

산후간호

산후간호

보온 분만후 몸을 따뜻이 하는 근거  1

활력증상 2시간동안 15분마다 활력증상 측정 근거 1

자궁맛사지 효과 자궁마사지의 자궁수축에 대한 효과 제왕절개  1 

투약 투약방법 유산시 Alsoben를 질정으로 삽입하는 근거
m i s s e d 

abortion
1

활력징후 측정주기 분만실에서 2시간 간격 활력징후 확인 근거 IVP 산모 1

황달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재개하는 빌리루빈수치
황달 신생

아
 1

수유 효과
첫젖물림(정상분만 1시간, 제왕절개 3시간)의 모아애착증진 

효과
1

계      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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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딸꾹질 

간호 
오심

찬음식 차가운 음식의 오심에 대한 효과의 근거 1

음식 

콜로라이트 복용시 사탕의 오심구토 감소 효과 1

비스켓의 효과 1

딸꾹질 목젖 맛사지 목젖 마사지시 방법(꿀물, 미온수, 압설자) 1

계      2        3 4

장폐색 환자 

간호

관장 효과 장폐색과 변비에 관장의 효과 ICU 환자 1

조기이상 효과 조기이상의 근거 1

온요법 효과 복부에 warm bag 적용의 근거 2

계     3        3 4

당 뇨 환 자 간

호

저혈당 BST검사

단당류 15g 먹인 후 혈당측정시기  1

저혈당시 추가 BST시간  1

검사 BST검사

수액주입 팔과 아닌 팔의 혈당차이  1 

정맥주입을 하는 팔에서 BST 측정이 안되는 이유

정맥주입하는 팔과 아닌 팔의 혈당치 차이
 4

1일 BST 검사횟수(반드시 4회 필요한지) 2

채혈부위 알콜소독 필요여부, 타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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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에서 채혈시 차이 1

손가락에서 혈액을 눌러서 채혈시 혈당치가 높게 측정된다는 

것의 근거 
1 

BST시에 알코올 솜보다 생리식염수 거즈로 닦는 근거 당뇨환자  1

BST 측정시 바늘을 찌르는 부위  1

인슐린

투약방법

RI슬라이딩 스케일시 혈당이 70g/dl 미만일 때 인슐린 주입 

중단여부 
1형당뇨병  1

인슐린투여시간(식전/BST확인후), 같은 당뇨약을 다른 시간에 

주는 근거(식전, 식후)
당뇨환자 2

주사바늘관리 인슐린펜 needle의 반복사용 여부와 횟수 1

주입속도 수액에 RI mix시(20u 이상) I-vac을 이용하는 근거 당뇨환자  1

보관 인슐린 보관 방법(냉장 또는 실온)  1

치료

A l b e r t 

regimen
Albert regimen의 정확한 근거  1

A l b e r t 

regimen

Albert regimen 시행시 10 %DW line과  insulin line을 따로

잡아야 하는지
 1 

식이요법 열량계산 몸무게 X 30cal 의 근거  1

계      5      9 24

투 석 환 자 간 복막투석 신체활동 도관삽입 후 활동(ABR or ambul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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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사정 CAPD cath Dx을 매일 하는 근거  1

혈액투석 shunt관리 팔보호(shunt)의 범위에 대한 근거(손가락의 BST도 안되는지) ESRD  1

CRRT

개방용액 후탄을 헤파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근거  1 

투약

대사성 산증에서 Hemosol에 Bivon mix의 근거 1 

CRRT 용액에 전해질 사용 근거 1

무균술 CRRT 주머니 교환시 장갑 착용의 근거 1

계      3        6 7

간호관리

야간 근무 quiet time
밤근무시 조도와 소음을 조절하는 quiet time의 적절한 시간

대와 근거
 1

간호활동 밤근무시 오류가능성이 큰 활동 규명  1

관리
환자배정 입원환자 팀배정시 간호사 역량과 환자 중증도 고려시 유익성  1

병실관리 면회기준 시간, 면회제한 근거 중환자실 2

기록 SOAP기록
SOAP 기록의 타당성(문제와 일치하지 않는예가

많이 있음)
중환자실 2

지침 지침
지침인지도에 비해 수행이 낮은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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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환자 요구에 대한 지침(예: 보호자이불제공  1

인력 관리

비상대처인력 진료과에 행사가 있을 때 최소한의 인력지침  1

간호사 대 환

자 수

간호사당 적절한 환자 수는 어느정도인지(환자만족도 측면 고

려) 
 1

업무관리

채혈업무
의사와 간호사의 채혈업무가 통일되지 않음

(예: low dose ACTH 검사시 누구의 업무인지) 
 1

검사업무 침습적 검사시 IV 시술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1 

환자이동 수술환자 이동을 간호사가 해야하는 지  1

관교환 업무 c-line 교환이 의사 또는 간호사 역할인지 1

투약업무 50 % D/W 가 Doctor injection이 필요한지  1 

간호관리

업무 관리 투약업무

마약성 진통제 IV를 위해 의사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지  1

의사투여약물에 대한 지침이 통일되지 않음  1

간호사가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지  1

간호사교육 프리셉터 일 간호사에게 여러 명의 프로셉터가 교육하는 것의 타당성  1

정보 관리
정보수집 입원시 환자 개인정보가 필요이상 기록되는 것의 타당성  1

정보 통제 간호사에게 타과기록/이전 입원기록접근 차단의 타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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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정 측정도구 NRS 점수 측정의 정확한 기준에 대한 근거  1

계      10       18 23

간호윤리
소아환자 

사생활보호
정보수집 부모의 학력에 대한 질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1

계      1       1 1

물품관리

tube 관리 교환주기 인체 삽입시 rubber 1주일, 실리콘 1달 근거 1

처치물품 교환주기
처치 물품교환시기(L tube, vent circuit, O2line, bile bag, 

foley, a-line)
2

약물관리 응급약물 CPCR cart에 응급약물 구비기준 응급환자 1

계       3       3 4

    50     207      456 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