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지침 갱신방법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의 갱신방법은 와 의 지침개‘NICE(2011; 2014) SIGN(2015)

발 방법과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김수 등 에서 제시한 지침갱신 방법’ ‘ ’( , 2015)

을 기반으로 실무지침 갱신그룹이 확정한 갱신방법에 따라 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각22 .

단계의 구체적인 업무와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소개는 정맥주입요법 간호실,

무지침 개정 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2017) .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 개정판의 범위와 목적1. 

  실무지침 개정판의 범위는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에서 권고하고 있는 version 2.0

PIPOH (Patient population, Intervention, Professionals/patients, Outcomes, Healthcare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setting) . 상황별 정맥주입요법에는 항암제 주입, PCA

주입 정맥 양지원 수혈요법이 추가되었으며 동맥관 혈액투석 경막외 카테터 적, , , , fistula,

용 대상자는 제외하 다.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의 범위

Population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세 이상 성인 환자19

Intervention 정맥주입요법 말초정맥주입요법 중심정맥주입요법( , ,

상황별 정맥주입요법)

Professions/patients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Outcomes 정맥주입관련 합병증발생의 최소화

정맥주입간호실무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

Healthcare setting 모든 의료기관

실무지침의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입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근거   

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표준화된 실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정맥주입요법 관련 합

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며 정맥주입 간호실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실무지침의 갱신과정2. 

단계 실무지침 갱신그룹 성1 : 

년 월 일 실무지침 갱신그룹이 방법론 전문가 명과 임상실무전문가 명 총2016 9 3 5 4 , 9

명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지침 초판 개발 그룹 명 중 명이 갱신그룹에 포함되었. (2012) 13 7



고 명이 새로이 갱신그룹에 참여하 는데 이들은 방법론 전문가 명과 임상실무전문가, 2 1 1

명이었다.

단계 실무지침 갱신 필 성 검2 :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의 갱신은 수용개작 방법을 적용하므로 실무지침에 대한 갱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실무지침을 검색하여 선별하고 실무지침 갱,

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 다.

정맥주입요법 실무지침 검색과 선별(1)

실무지침 초판 의 수용개작 대상 실무지침에 대한 개정판 검색(2012)①

실무지침 초판 의 수용개작 대상 실무지침에 대한 개정판을 검색한 결과(2012)

Infusion Nurses Society ( 지침과 지침은 년INS) Royal College of Nursing (RCN) 2016

에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지침과, RNAO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CDC

지침은 개정판이 없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지침 개정판INS

판 은 년 이후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반 하여 지침 개정이 전면적(7 , 2016)) 2012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 지침에서 개정된 권고안의 내용과 이유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었,

다 지침 개정판 판 도 지침의 등급체계를 제시하고 주요 개정된 권고안의. RCN (4 , 2016)) ,

변경 내용과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 실무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새로 출판된 실무지침 검색②

수용개작 대상 개 지침 외에 새로 출판된 근거기반 실무지침이 있는지 검색하 다 검4 ,

색 방법은 검색어는 정맥관과 실무지침에 대한 문과 국문 검색어를 정하여 실시하고‘ ’ ‘ ’ ,

검색기간은 실무지침 초판의 문헌검색시기 이후인 년 월 년 월까지로 설정하2011 9 2016 8–

고 검색사이트는 개의 국가별 대표적 임상실무지침 개발조직, 11 (Natinal Guideline

등 의 웹사이트와 일반 검색사이트인 을 이용하여 검색하Clearinghouse ) PubMed, Google

다.

검색된 지침의 선별을 위해 지침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 개 지침이 선별되었다7 .

이들 지침이 실무지침 갱신에 수용개작 대상 지침으로 적절한지 검토한 결과 INS(2016),

외의 개 지침은 모두 부적절하여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 다RCN(2016) 5 .

실무지침 갱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2)

실무지침 초판의 갱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서울지역 개 상급종합병원의3



정맥주입 전문 또는 전담 간호사 명을 대상으로 일에 실시하 다 조사결과( ) 14 9.19 - 9.23 .

말초정맥관 교환시기 연장 중심정맥관 잠금용액 필터 등의 권고안에 대해 최신근거를 요, ,

구하 고 개정판에 정맥관 삽입 시 통증관리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 다, PCA pump, .

단계 실무지침의 갱신 결정3 ： 　

단계의 정맥주입요법 실무지침 검색과 선별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정맥주입요법2

간호실무지침 초판을 갱신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기로 결정하 다.

단계 실무지침 갱신방법 결정 4 : 

수용개작을 적용하는 실무지침 갱신방법은 와 의 지침‘NICE(2011; 2014) SIGN(2015)

개발 방법과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김수 등 에서 제시한 지침갱신 방’ ‘ ’( , 2015)

법을 참조하여 실무지침 갱신그룹이 단계로 확정하 다22 .

단계 업무 수행5 : 

실무지침의 갱신을 위한 기획업무로 갱신그룹에서는 이해관계 선언 합의과정 승인기구, ,

선정 저자, 됨 결정 보급 및 실행전략을 결정하 다, .

단계 실무지침 개정판의 범위  핵심질문 결정6 : 

단계에서 갱신그룹 토의를 통해 실무지침 개정판의 범위와 핵심질문을 결정하 다2, 3 .

단계 실무지침 갱신 계 의 문서7 : 

갱신그룹은 실무지침 갱신과정을 확정하고 갱신과정 일정표를 작성하 다, .

단계 실무지침의 질 평가 8 : 

실무지침의 질평가는 지침 개정판 과 지침 개정판 에 대해INS (2016) RCN (2016)

AGREE II 도구를 이용하여 본 갱신(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 2009) 그룹 중 

방법론전문가 명이 시행하였다 평가결과4 . 실무지침의 선택 또는 배제 기준으로 적용되는

개발의 엄격성 역점수가 지침 은 지침 은 이었다‘ ’ INS (2016) 72.9%, RCN (2016) 43.2% .

단계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 9 : 



와 지침 개정판은 년에 출판되어 최신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실무지침 갱INS RCN 2016 .

신에서 권고안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I 지침 의 문헌검색시기 이후인 년NS (2016) 2015

월 년 월까지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문헌을8 ~ 2016 8 검색하여 권고안 작성 시 반 하 다.

단계 실무지침의 내  평가 10 : 

과 지침에 대한 내용평가는 초판에서 이미 평가되었으므로 개정INS(2016) RCN(2016)

판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단계 실무지침의 근거 평가 11 : 

실무지침의 근거평가결과 지침 은 근거검색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문헌INS (2016)

선택의 비뚤림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음 수준이었다 지침 은 근거검색과 문헌‘ ’ . RCN (2016)

선택에 대한 기술이 둘다 상세히 되어 있지 않아 평가결과가 높지 않았다.

단계 실무지침 고안의 수 성과 적 성 평가 12 : 

지침 과 지침 은 둘다 국내에서 수용되고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는INS (2016) RCN (2016)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계 평가의 검  13 : 

단계 단계에 시행된 지침 과 지침 에 대해 실무지침의 질 근8 -12 INS (2016) RCN (2016) ,

거 내용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결과를 갱신그룹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

지침 과 지침을 실무지침 갱신을 위한 수INS (2016) RCN(2016) 용개작 대상 지침으로 확정

하였다. 지침 은 실무지침 질평가에서 개발의 엄격성 점수가 권장기준인 를INS (2016) 50%

크게 초과하고 대부분의 핵심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본 실무지침 갱신의 주된 지침으로 정하,

다 한편 지침 은 권장기준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 지만. RCN (2016) 50% , 지침개발방법을 상세

히 기술해놓지 않은 것이 향을 주었다고 생각되고 년 판에 비해 근거수준 등급체계를, 2010

제시하여 향상된 수준을 보 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질문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

어서 포함시켰다.

단계 고안의 선택과 수정 14 : 

실무지침 개정판의 핵심질문이 확정되면서 갱신과 새로 개발해야 할 권고안이 결정되었

다 권고안의 갱신과 개발은 수용개작 대상 지침에서 권고안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방법은 갱신그룹의 토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전원 합의를 도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권고안의 갱신과 개발과정에서 권고안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권고안에 국내 연구결과를,

반 하기 위해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국내외 최신 문헌을 검색하여 권고안 수정 시 반 하

다 구체적으로는 국외문헌은 지침 의 문헌검색 기간 이후 시기인 년 월. INS (2016) 2015 8

년 월까지 정맥주입요법에 대한 문헌을~ 2016 8 을 통해 검색한 결과PubMed, CINAHL 최

종 편의 논문을 실무지침 갱신 과정에서 반 하기로 하 다 국내 문헌은 실무지침 초판92 .

의 문헌검색 시기 이후인 년 월 년 월까지 국내문헌을2012 1 ~ 2016 8 KMBase, KoreaMed

데이터베이스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성인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지,

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최종 편의 논문을 실무지침 갱신 과정에서 반 하기로 하 다9 .

단계 실무지침 개정판 초안 작성 및 근거수준 고등  평가 15 : / 

실무지침 개정판의 초안의 권고안은 단계에서 권고안의 선택과 수정 과정을 통해 작14

성되었다 권고안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은 차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5 .

권고안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실무지침 초판에서 사용한 IDSA

등급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개정판(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

에서 근거수준은 초판의 근거수준에 와 등급을 추가하 고 권고등급은 동I A/P regulatory ,

일하게 사용하 다.

실무지침 간에 등급 전환과정은 실무지침 초판에서 적용한 방법대로 하 다 등급 전환.

시 기본 절차는 먼저 각 지침의 근거수준을 등급체계에 맞는 근거수준으로 전환한 후IDSA

근거수준과 근거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등급체계 내에서 권고등급을 결정하는 순서를IDSA

밟았다.

단계 실무지침 고안 변 상태 평가 16 : 

개정판의 권고안 작성 시 실무지침 초판 에서 권고안이 변화된 상태를 파악하기(2012)

위하여 갱신그룹 회의를 통해 권고안 변화상태 기준을 정하여 분석하 다 그에 따라 권고.

안 개정정도는 새로운 권고안 주요 개정 소규모 개정 개정 없음 삭제로 분류되었다, , , , .

단계 실무지침 개정판 초안 부검  17 : 

실무지침 개정판 초안에 대한 외부검토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

법으로 이루어졌다 일반간호사 평가는 실무지침 개정판 초안의 개 권고안에 기술된 용. 347



어 및 내용에 대한 일반간호사의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서울과 경남지역. 4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간호사 각 명씩 총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정이 필요한2 10

권고안이 개 선정되어 권고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 다2 .

전문가 평가는 실무지침 개정판의 권고안에 대해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전문가가 평가

한 것이다 전문가 대상자는 정맥주입요법 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전문가로서 서울과 경남지.

역 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감염내과 교수 명 혈액종양내과 교수 명 정맥주입 전4 2 , 2 ,

문 또는 전담 간호사 명 종양내과 간호사 종양내과 경력 년 이상 명 중환자실 간호사( ) 8 , ( 5 ) 2 ,

명 중환자실 경력 년 이상 으로 총 명이었다 평가는2 ( 5 ) 16 . RAM (RAND/UCLA

의사결정방법 최보람 에 따라 평가하Appropriateness Method) ( , 2010; Fitch et al., 2001)

고 적정성 분류는 부적정한 불확실한 적정한으로 분류되었다 적정성 분류 결과 개 권고, ‘ , , ’ . 347

안 중에서 적절성에서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 권고안 개는1 갱신그룹의 토의를 거쳐 권고안에

서 제외하 다. 적용가능성에서는 개 권고안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들 권고안은5 ,

수정 및 삭제되었다.

단계 실무지침 개정판 최종 고안 정 및 고안의 배경 작성과 검18 : 

 

실무지침 갱신그룹은 외부검토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에 대

한 평가결과와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수정의견들을 종합하여 권고안을 수정 또는 삭제하

고 또한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권고안을 합하여 최종 권고안을 개로, 322

확정하 다.

이후 이들 개 권고안에 대한 배경 을 작성하고 갱신그룹 토의를 거쳐 배322 (background)

경내용을 확정하 다 최종 권고안 확정과 배경작성 과정은 차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3 .

단계 련 단체에 공식적 승인 청19 :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 개정판에 대한 공식적 승인기구는 잠정적으로 대한감염관리

간호사회를 선정하 으며 병원간호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하 다, .

단계 련 문서  참고문헌 정20 : 

실무지침 개정판 작성에 대한 이해관계선언 문서를 정리하 다 참고문헌은 초판과 개정.

판의 수용개작 대상이 된 개 지침과 개정판 권고안의 근거 및 배경 진술에 기반이 된 국4

내외 문헌을 제시하 다.



단계 실무지침 갱신 계21 :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 개정판의 차기 갱신은 실무지침의 일반적인 갱신주기인 년3

이 되었을 때 갱신 필요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추후 실무지.

침의 갱신주체와 절차는 병원간호사회에서 결정한다.

단계 최종 실무지침 개정판 작성22 : 

실무지침 갱신그룹은 정맥주입요법 실무지침 개정판을 작성하고 출판 및 지침 확산은 본,

수용개작에 대한 용역을 준 병원간호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