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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지난 학위 과정을 떠올리면 순간순간이 힘든 도전이었지만 다시 돌이켜보니
그러한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
니다 . 학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대학원에 첫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6년이라
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 

   석사과정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의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휴
일도 없이 지도해 주신 김인숙 교수님 , 지친 어깨를 가누며 찾아뵐 때마다 가슴으
로 지도해주신 고일선 교수님 ,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배려해주시고 , 꼼꼼히 피드
백 해 주신 이태화 교수님 , 학위과정 동안 가장 가까이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연
구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며 지도해주신 채영문 교수님 , 너무나 막막하던 논문
초기에 소장 자료까지 전해주시며 논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
정애 교수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 또한 더불어 석 , 박사 학
위 기간 동안 지도해 주셨던 대학원의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간호인으로서 제 성장의 모태가 되어준 적십자간호대학과 오랜 숙원인 교사증
축을 시작으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행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김모임
학장님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 , 교직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 걱정하시고 도와주신 조 희 교
수님 , 어려울 때마다 혜안으로 이끌어 주신 전시자 교수님 ,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
는 격려를 보내주신 조갑출 교수님 ,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지해주신 강윤숙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자료수집이 곤란할 때 흔쾌히 도와주신
권연숙 교수님 , 지칠 때 격려해 주신 이옥철 , 신기수 , 이규영 교수님 그리고 늘 가
까이서 도와주신 김주옥 , 장기인 , 이애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또한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학과 이병화 , 김요은 교수님과 한만영 , 박인경 , 강현
희 , 이윤희 선생님 그리고 휴일도 마다않고 프로그램 설계를 도와주셨던 김종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무엇보다 이 논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허락해주신 17개



의료기관의 간호부장님 , 교육과장님 , 수간호사님들과 인내와 책임감으로 긴 설문
에 묵묵히 응해주셨던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었던 남정자 간호사 , 대학원 강세원 , 김은현 선생
님 , 싫은 내색없이 논문 과정 내내 상담해 주셨던 김은주 선생님 , 그리고 설문지
코딩하느라 밤잠도 못자며 고생했던 엄춘식 , 천은정 , 안경혜에게 다시 한번 고마
움을 전합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너무도 큰 사랑과 신뢰로 감싸주셨던 사랑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저려옵니다 . 늦은 밤 귀가하는 며느리를
기다리셨다가 고생이 많다며 기운 북돋워주시던 아버님 ,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챙겨주시며 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님 , 공부하는 딸 걱정할까
아프신 것도 숨기시며 오히려 제 걱정만 하시던 친정 부모님께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 그리고 함께 마음 졸이며 응원해주었던 언니 , 남동생 , 시동생 내외에게
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결혼해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항상 든든한 지지를 보내준 남편 한
경희씨와 6년 전 뱃속에서 함께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지금도 밤잠이 없는 아들
규원에게 미안함과 한없는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

   오늘의 제가 있기 위해 많은 분들의 사랑이 함께 했음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
하며 살겠습니다 .

연구자 김현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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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반반반의의의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 , , ,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모모모형형형을을을 적적적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의 목적은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르는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정의하고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개발하고 ,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

   간호과정 지식정의 과정에서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되어 선정된 10개의 간호문
제는 가스교환장애 , 감염의 위험 ,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효율적 호흡양상 , 영양불
균형 : 신체요구량 보다 적음 , 비효과적 조직관류 , 체액부족 , 급성 통증 , 변비 , 설사
등이었다 . 

   선정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은 87개 객관적 징후 , 

20개 주관적 증상 , 118개 관련요인이 선정되었고 , 13개 간호목표 , 33개 간호중재 , 

451개 간호활동 , 172개 간호결과지표가 선정되었다 .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 수집은 2005년 3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간 동안 서
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17개 종합병원에서 내 ․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근
무하는 임상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지식표현 단계에서는 463부의 설문지로부터 수집된 임상 간호사의 간호과정 단
계별 지식을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 (신경망 분석 , 의사결정나무분석 , 로지
스틱 회귀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의 규칙과 모형을 도
출하였다 . 

   습득된 간호과정 지식을 적용한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지식베이스에는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모형과 규칙이 포함되
었고 , 추론엔진은 전향적 추론방법을 추론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Visual Basic 6.0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 또한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였다 .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 첫째 , 간호진단 단계에서 간호사의 주관
적인 판단 대신 간호진단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간호진단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 둘째 , 간호계획 및 간호수행 단계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목록이 제시되어 핵심 간호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 셋째 , 간호평가 단
계에서는 간호결과지표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근거로 간호목표 달성률이 백분
율로 제시되고 , 이를 누적 저장하여 평가 시점별 간호목표 달성률 모니터링이 가
능한 시스템이다 . 넷째 ,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여 병원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간호과정 단독 시스템보다 간호사정단계에서 시간 소비를 단
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 간호연구에서 아직은 생소한 새로운 지식습득 방법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간호과정 지식을 습득하였고 , 둘째 , 습득된 간호
과정 지식을 간호진단 모형으로 표현하여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간호진단 단계
에서 의사결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였고 , 셋째 , 간호평가 단계에서 환자별 간호결과
지표의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여 간호 중재와 간호
결과 간의 관련성을 가시화하고 , 간호인력 별 간호결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간
호의 질 관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추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모형의 타당도를
실제 환자 데이터로 검증한 임상 타당도 평가 연구가 요구되고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간호진단과 간호평가 단계뿐 아니라 간호중재와 간호활동 단계까지 확장
하여 새로운 규칙이나 모형을 도출한 연구가 요구된다 .

핵심되는 말 : 데이터 마이닝 , 간호진단 , 간호평가 ,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I. I. I. I. 서서서 론론론

A. A. A. A.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간호과정은 간호실무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적 활동이자
전문적 도구이며 , 전문적 간호활동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 예측하고 , 평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최순옥 , 1993)로서 , 과학적인 간호 지식체의 정립과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 확립에 중요한 학문적 방법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Harvey, 

1993). 특히 간호과정은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는데 지식 , 사고 , 활동을 조직하는
기초로써 , 간호사의 일반적인 임상지식을 환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Collier, 1996).

   Hannah와 Edwards(1994)는 환자 간호 시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활동은 관리
적 또는 조정적 영역 , 의사와의 협력 영역 , 독자적 간호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 관
리적 또는 조정적 영역이나 의사와의 협력 영역은 현재의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움
을 받고 있지만 간호지식을 이용한 독자적 간호영역은 현행 병원정보시스템이 간
호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 

   현대 간호가 환자간호에서의 임상결정과 임상에서의 간호판단에 따른 수행을
지향함에 따라 이러한 간호 요구에 대응하고자 복잡한 환경 속에서 복잡한 문제
에 대한 효과적인 해를 분석하고 , 평가하고 , 개발하고 , 선택하는 전략을 간호사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현대간호의 추세에 따라
인지정보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1990년 이후부터 활성
화되었고 다양한 정보기술상의 접근법을 활용하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김정
애 , 2000). 

   이러한 간호 분야의 요구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역시 전문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지식이 더욱 세분화되고 새롭고 다양한 진단과 치료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가의 최신의료장비들이 요구되고 있다 . 전문 분야인 의료와
간호 분야에 있어서는 임상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보완할 의료장비의 활용이 제한



적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상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태영 , 1990; 채영문 등 , 

1992; 김동주 , 2003).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은 환자의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의료 및 간호 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을 말한다 (신
영수 1997; 박정진 , 2004).

   그동안 국내 의료분야에서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 . 관련 연구들에는 청각장애를 진단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채영
문 , 박인용 , 정승규 , 1989)과 비염알레르기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채영문
등 , 1992), 그리고 고혈압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호승희 , 2000),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Batmunh, 2001), 약제 부작용 감소를 위한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범희승 등 , 2002), 무선 인터넷 기반 PDA용 임상 의사결
정지원 시스템 개발 (장희정 , 2002), 미만성 폐질환의 진단을 위한 의학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김동주 , 2004), 특발성 섬유증 임상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 (전성완 , 2005), 효율적 암분류를 위한 의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 (박정
진 , 2005) 등이 개발되어 왔다 . 

   반면 간호 분야에서 간호과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로는 인공신
경망을 이용한 간호진단 시스템 연구들 (김정애 , 1992; 유지수 등 , 1998; 이은옥 등 , 

1996)이 있었으나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념으로 시도된 연구는 아직 없었
다 .

   이상의 보건의료 및 간호 분야 CDSS 연구에서 CDSS는 진단 의사결정지원시스
템 , 의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또는 지능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intelligent DSS)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었고 , 임상 전문가의 질병 진단이나 간호진단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이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논문으로 발표된 CDSS는
많아도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예는 많지 않은데 , 그 주요 원인은
부적절한 대상 질병의 선정 , 지식 습득 방법 상의 문제 , 사용자의 거부반응 , 법적
인 문제 등이 있다 . 

   이러한 CDSS의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CDSS의 보완이 필요하다 . CDSS는 지식



습득과 표현이 주목적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 병원
환경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과 CDSS와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데 , 이 두 시스템
이 통합될 경우 방대하고 풍부한 환자정보와 임상지식을 병원정보시스템으로부터
직접 도출해 냄으로써 규칙 기반과 같은 종전의 주관적인 지식습득방법의 제한점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CDSS 개발에는 연구 대상에 적합한 지식습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데 종전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규칙에 의한 방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규
칙이 너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 따라서 최근에는 새로운 지
식습득 방법으로 임상자료로부터 직접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인 신경회로망 , 사례
기반 추론 , 통계적 방법 ,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대한의료정보학
회 , 2003).

   이 중 데이터마이닝은 이전의 수동적인 의사결정지원 도구에 반하여 능동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한다 . 즉 , 사용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 데이터를 선택하고 , 데
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데이터마이닝 도구는 자동적으로
데이터의 예외적인 상황과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발견하지 못
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다시 말하면 데이터마이닝 도구는 데이터를 분석
하여 데이터 관계 속에 숨어 있는 문제나 기회를 발견하고 ,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컴퓨터 모델을 구성하여 최소의 사용자 개입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예측
한다 (서숙경 ,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간호과정 시스템들이 사용하였던 규칙기반이나 신
경망 등의 지식습득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 새로운 지식습득 방법인 데
이터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도출하고 이
를 적용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르는 간호과정
지식을 정의하고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개발하고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문헌고찰과 임상 타당도 조사를 통해 간호과정 지식을 정의한다 .

둘째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도출한다 .

셋째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한다 .

C. C. C. C.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 1. 1. 1.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1) 이론적 정의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 패턴 , 규칙 등을 탐
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강
현철 등 , 200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원천으로 문헌과 전문가 지식을 근거로 획득된 간호과
정 지식 중 간호진단 입력변수와 간호결과지표들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신경
망 (neural network) 분석 ,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분석 , 로지스틱회귀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사용하여 주요변수와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



2. 2. 2. 2.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모모모형형형

1) 이론적 정의
  간호진단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 건강문제 /삶의 과정에의 개인 , 가족 , 지역사회
의 반응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다 (NANDA, 1990; Carpentino-Moyet, 2003). 간호진
단은 간호문제 (problem), 관련요인 (etiology), 증상 /징후 (sign & symptom)를 구조적
인 구성요소로 포함하는데 ,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PES system이라 말한다
(김정애 , 199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간호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입력변수로 환자의 주관적
증상 /객관적 징후를 포함하였다 . 각 입력변수들의 간호문제 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각 입력변수의 parameter 

estimates 값을 도출하고 , 이렇게 도출된 parameter estimates 값을 입력변수에 가
중하여 회귀함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간호진단 모형이라 하였다 .

3. 3. 3. 3.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모모모형형형

1) 이론적 정의
  간호평가는 간호 실무에서 간호결과에 대한 평가로 목표지향적인 간호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김윤정 , 2004). 

  간호결과는 간호중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혹은 간호중재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 간호결과가 측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
표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간호결과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Johnson, Maas 

& Moorhead, 2000). 간호결과 지표는 제공된 간호서비스가 이미 설정한 표준에 부
응하는지를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양적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나 특성
을 말하는데 (JACHO, 1989; 신영수 , 1997; 권보은 , 2001), 추상성이 낮은 관찰 가능



한 환자 상태 , 행위 , 자기보고식 인식이나 평가 등이 해당된다 (Iowa Outcomes 

Project , 1997; 이은주 ,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10개의
간호문제별 간호결과에 기여하는 간호결과지표의 기여도를parameter estimates값
으로 도출하였다 . 이렇게 도출된 간호결과지표들의 parameter estimates값을 각 변
수에 가중하여 회귀함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간호평가모형이라 하였다 .

4. 4. 4. 4.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1) 이론적 정의
  간호과정은 간호실무를 위한 임상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Yura & Walsh, 1973), 

간호사정 , 간호진단 , 간호계획 , 간호수행 , 간호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전시자
등 ,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과정은 객관적 징후 및 주관적 증상을 파악하는 간호사정 단
계와 관련요인과 간호문제를 결합하는 간호진단 단계 , 간호목표로 표현된 간호계
획 단계 ,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을 포함하는 간호수행 단계 , 간호결과지표로 구성
된 간호평가 단계 등 다섯 단계를 말한다 . 

5. 5. 5. 5.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clinical (clinical (clinical (clinical decision decision decision decision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system, system, system, system, CDSS)CDSS)CDSS)CDSS)

(1) 이론적 정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료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인공지능 기법
을 이용하여 지식베이스에 저장하고 ,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지식을 문제



에 적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신영수 ,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내・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와 관련된 간호과정 지
식을 임상간호사로부터 수집하여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습득된 간호
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지식베이스에 포함하고 , 전향적 추론방법을 사용
하여 추론하고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



II. II. II. II.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 A. A. A.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1. 1. 1. 1.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최근 20년간 데이터와 정보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데이터 크
기의 비약적인 증대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추출과 데이터 저장 공간 확보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 

데이터 웨어 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추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 이들 중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미래의 예측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신곤 , 1998).

  데이터 마이닝은 수 십년에 걸쳐서 생산되어지고 저장되어진 대량의 고차원적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는 필요로부터 생겨난 데이터 분석
과 지식 발견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다 (Berger & Berger, 2004). 지식발견은 데이
터에 내재되어 있으나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 잠재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추
출하는 비기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Fayyad, Piatetsky, Smyth,1996; 

Piatetsky, Fayyad, 1996). 지식발견에 있어서 발견된 지식은 데이터 사이의 관계
나 패턴을 의미하며 , 새롭고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없으면서 사용이 가능한 유
용한 것이어야 한다 (호승희 , 2000). 

  또한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
계 , 패턴 ,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뜻하는데 , 하나의 분석 기법이 아닌 여러 기법과 방법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다 . 특히 대형 데이터베이스 속에 의미 있는 정
보를 발견해 내기 위해 고급 통계 기법과 기계적 학습을 사용하고 특정 가설을
설정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미리 프로그램화된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이를



통해 미래의 인간 행위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상의 패턴과 변칙에
관한 가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낸다 (대한의료정보학회 , 2003). 

  데이터 마이닝은 기존의 수동적인 의사결정지원 도구에 반하여 능동적인 의사결
정 지원을 제공하는데 ,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관계 속에 숨어있는
문제나 기회를 발견하고 ,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컴퓨터 모델을 구성하여 최소의 사
용자 개입으로 사업 행동을 예측한다 .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도구는 자동적으로 데
이터의 예외적인 상황과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발견하지 못한 문
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서숙경 , 2005).  

2. 2. 2. 2.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의의의 기기기법법법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신경망 분석 , 의사결정나무 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 있다 . 

   신경망 또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s)에 관한 연구는 뇌 신경생리
학 (neurophysiology)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다 . 자료 분석 분야에서 신경망
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자료에서의 예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연한
비선형모형 (nonlinear models)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 그러나 신경생리학과의
유사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통계적 예측 모형에 비해 보다 흥미롭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 . 

   신경망은 은닉마디 (hidden units)라고 불리는 독특한 구성요소에 의해서 일반적
인 통계모형과 구별되어진다 . 은닉마디는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형화한 것으로써 , 

각 은닉마디는 입력변수들의 결합 (combination)을 수신하여 목표변수에 전달한다 . 

이때 결합에 사용되는 계수 (coefficient)들을 연결강도 (synaptic weights)라고 부르
며 , 활성함수는 입력값을 변환하고 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른 마디로 출력하게
된다 (강현철 등 , 2001).

   신경망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 ,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에 분명한 함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 둘째 , 과적합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가 필수적이고 , 셋째 ,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나 알고리즘이 없는 경우
나 정확한 이론적 모델이 없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 아직까지 특별한 공식이나 알고
리즘이 없는 간호진단 과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신경망 분석은 간호
진단 규칙 도출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라 하겠다 . 신경망 분석은 정확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고 그 외에도 장점이 많은데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 데이터의 잡음에
대해 비교적 견고 (robust)하다는 점 ,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 , 그리고 일반화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 등이 있다 . 하지만 신경망 모델이 가지는 제
한점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다른 모델과 혼용함
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오희경 , 2001).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 (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 (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 분석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 분류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즉 , 의사결정나무는 판별분석 또는 회귀분석 등과 같은 모수
적 (parametric)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상치 (outlier)를 검색하거나 , 분석
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고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교호효과를 찾아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 그 자체가 분류 또는 예측 모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최종후 등 ,1998).

   로지스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은 한 변수 (목표변수 , 종속변수 )가 다른
변수 (입력변수 , 독립변수 )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 (explanation)또는 예측
(prediction)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적절한 함수식으로 표현하여 분석하
는 통계적 방법이다 . 이 때 , 목표 (종속 )변수가 이항형이고 여러 가지 입력 (독립 )변
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목표 (종속 )변수가 이항형일 때 확률에 대한 로짓변환 (logit 

transformation)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 이때의 확률은 ,

 과 같다 .



그리고 ,입력변수 X= (x1,...,xp)에 대해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α β  

              

과 같이 모형화하여 , 모형식의 좌변과 우변이 모두 실수 상의 값을 가지도록 하
는 것이다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적은 흔히 추정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로지스틱 판별분석이라고도 불린다 . 위의 모형식으
로부터 추정된 회귀계수 α , β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확률에 대한 추
정식을 얻을 수 있다 .  즉 , 

 

α β
α β
α β

^ 

   이렇게 얻어진 각 개체에 대한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은 그 개체를 분
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즉 , 추정된 사후확률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
므로 , 적절한 절단값 (cutoff value)을 정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각 개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강현철 등 ,2001). 이상의 모형들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실제로 보
건의료 분야에서 많은 자료들이 로지스틱 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 또한 로지스틱
모형은 수학적으로 해석하는데 편리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자료에서 많이 응
용되는 모형이다 (호승희 , 2000).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회귀함수
를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를 예측하기 위한 간호진단 모형과 간호평가 모형으로
도출하였다 .

예를 들면 , 로지스틱 회귀함수에 0, 1 숫자를 대입하여 값을 계산한 결과 y=10이
나오면 사후확률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



3. 3. 3. 3.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관관관련련련연연연구구구

   기존에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상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의 지식습득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호승희 등 (2000)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특성과 치료에 따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시스템의 임상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그 결과 기존 임상이론의 처방규칙에 의한 단독 처방 시 보
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도출된 처방규칙을 혼합한 복합처방 규칙에 의한
시스템의 처방 시 혈압조절군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김화영 (2005)은 고혈압 관리 조언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자 데이터 마이닝 기
법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베이스 안에 있는 92,35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 잠재적 고혈압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순차패턴을 증명하였다 . 

   박정진 (2005)은 위암 환자의 효율적 암분류를 위하여 텍스트 기반의 외과 병리
검사 결과에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병리과 판독의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의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을 개발하였다 . 또한 보건의료 분
야의 교과서적 지식을 실제 임상 전문가가 사용하는 새로운 지식으로 개조하여
규칙기반 분류 방식을 이용한 의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필요한 지식 추출방
법을 제시하였다 .

   이상과 같이 의료분야에서는 임상의사결정시스템의 지식습득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간호 분야 연구에서는
CDSS의 지식습득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 .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간호학 분야에서도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지식을 발견
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 적용을 제언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 Lee 

& Abbott (2003)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bayesian network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 세트 안에서 지식 발견을 제안하였고 환자결과에 대한 간호기여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외국의 경우 이처럼 데이터 마이닝 적용 간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간호과정 시스템이나 간호정보시스템들이 병원정보시스템
과 통합되어 개발되고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 매일 새롭게 대량의 간호 데이터
들이 발생되고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간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엔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간호과정시스템이나 간호정
보시스템들이 소수의 병원들에 의해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호 분야의 데이
터 마이닝 활용 연구가 아직은 드문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구
축되는 병원들 중에서 전자간호기록시스템이 구현됨에 따라 데이터 마이닝은 새
로운 간호지식 발견의 방법론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



B. B. B. B.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1. 1. 1. 1.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지지지식식식

   간호과정은 간호 실무에 유용한 이론으로 개발된 것으로 , 간호 실무에서 환자
간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다 (유지수 등 , 1998).  

   간호과정은 사정 , 진단 , 계획 , 수행 , 평가의 다섯 단계가 일반적인데 , 간호사정
은 간호과정의 첫 단계로 환자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 객관적 , 주관적 자료 수
집을 하는 단계이다 (최순옥 , 1993). 간호진단은 자료 수집을 통해 건강상태의 현재
적 혹은 잠재적 변화의 반응과 그 반응의 원인요소라는 두 가지 개념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대칭적 관계 진술이다 (Gordon, 1976). 간호진단은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간호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간호중재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며 (MaFarland & 

Mclane, 1995), 간호의 초점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지식체 제공에 기초가 되고 , 사
정 결과를 명확하게 요약·서술하며 , 간호사 및 다른 의료팀과의 의사소통을 증진
시킨다 (Carpentino, 1993).  따라서 간호진단의 사용은 직원간의 의사소통을 한 단
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 일관성 있는 간호를 수행하게 함으로 간호의 효율
성을 증가시킨다 (이원희 등 , 1987; 유형숙 , 2001).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의의를 가지는 간호진단에 대해 간호사들은 간호과정 의
사결정 중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조자 , 유지수 , 박지원 , 1993; Lunney, 

1998; 유형숙 , 2001). 표준화된 간호진단은 전산화에 적합한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
움을 주며 , 간호실무와 연구를 위한 간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 종합하는 컴퓨터
화 된 간호관리체계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미라 , 2003). 

  많은 연구에서 간호진단 임상 적용이 제한되는 이유로 간호사의 지식부족
(Creason,1985, 김복순 , 1986; 김조자 등 , 1989), 시간 및 인력 부족 (박성애 , 1985), 

간호진단 적용 시 너무 많은 시간 소비 및 간호진단 지침서 부재 (김용순 , 1995) 등
을 제시하였다 . 간호진단 임상 적용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프로
토콜 활용 (Fitzpatrick, 1998; 윤혜영 , 2002)이나 간호진단의 전산화 (김조자 , 유지수 , 



박지원 , 1993; Whitl & Gulanick,1996)가 제안되어 임상 프로토콜 개발 연구나 간
호진단 시스템 개발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간호진단의 임상 적용 활성화를 이끌기
에는 미흡하였다 . 

   간호진단 분류체계 II는 영역 (domain), 과 (class), 간호진단 (Nursing Diagnosis)이
라는 세 개의 수준 (level)을 갖는데 현재 13개의 영역과 46개의 과가 있으며 2년마
다 개최되는 북미간호진단협의회 (NANDA: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회의에서 새로운 간호진단이 첨가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영
역은 활동 , 연구 혹은 관심의 범위이고 , 과는 대규모 집단의 일부분 즉 개인이나
사물 등을 질 , 순위 , 등급에 의해 구분한 일부분이다 (Roget, 1980). 간호진단은 간
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요법에 근거를 제
공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건강문제 /삶의 과정에 대한 개인 , 가족 ,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다 (NANDA, 1991). 또한 간호진단 분류체계 II는 7개의
축이 있는데 진단적 개념 , 시간 , 간호대상 , 연령 , 건강상태 , 수식어 , 국소해부학 등
이다 (고일선 , 2003.) 2005년 현재 수정된 간호진단은 3개이고 새로 공인된 간호진
단은 5개로 총 167개의 간호진단이 공인되어 활용할 수 있다 (NANDA, 2005).

   간호중재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상적 판단과 과학
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 직접간호와 간접간호를 포함
하며 간호사가 주도한 활동 , 의사가 주도한 활동 및 다른 제공자들이 주도한 활동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McCloskey & Bluecheck, 2000). 또한 간호중재는 환자를 도
와서 계획된 결과대로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이다 (Benner, 

1984). 

   간호중재를 분류하는 표준분류체계는 Iowa대학의 NIC(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Omaha 분류체계 , HHCC(Home Health Care Classification) 등이 있
는데 모두 ANA에서 인정받는 체계이고 , 그 중 최근에 만들어진 NIC이 가장 잘 만
들어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염영희 , 1999). NIC은 간호전문직 간의 의사소통을 용
이하게 하여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분명한 언어의 사
용 , 사용하기 쉬운 조직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서문
자 , 1998). 또한 NIC은 간호활동 수준 까지 표준화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분류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전산화된 우리의 간호진단과 중제체계를 개발할 수 있으며 , 개
발된 정보체계는 간호사가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중재를 선택하는데 있어 의사결
정을 도울 수 있다 (김조자 등 , 1997). 그러나 NIC의 활용가능성 및 간호진단과의
표준화된 연계가 제시되고 있지만 간호중재에 포함된 간호활동의 활용가능성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 우리의 임상 현실에 맞는 간호활동의 표
준화 작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    2004년 현재 NIC은 514개 중재로 되어있다 .

   간호평가는 간호실무에서 환자결과에 대한 평가로 목표지향적인 간호활동 결
과 초래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 간호결과란 간호행위의 결과로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행동의 측정 가능한 변화 (Harris, 1991)를 의미하고 간호결과
지표란 측정할 수 있는 환자 상태 , 행위 , 환자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인지 또는
평가이다 (Johnson & Maas, 1997; 염영희 , 이규은 , 2000). 또한 간호결과 측정
(measures)은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량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
하게 설명하는 행위 (operations)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김윤정 , 2004). 

   간호과정과 간호결과에 대한 연구는 드문데 그 이유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조직에 의해서 수집되어지지 않고 간호과정이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Maas 

& Delaney, 2004). 최근 환자결과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노력과 함께 , 보건의료 비용의 적정화와 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측정으로서 특
히 중요시 되고 있다 . 환자결과에는 많은 보건의료 인력이 관련되며 , 전문직으로
서 각각의 기여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특히 간호의 경우는 간호에 의
한 환자결과를 타 의료진 , 정부 ,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 최근 들어 간
호결과 분류체계의 개발을 통해 간호결과를 객관적으로 정의 , 활용함으로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현애 등 , 2000). 

  간호결과는 전산화와 연계되어 비용청구 , 간호생산성 산정 등에 활용되며 , 간호
계획의 표준화 , 표준지침 등과 연계하여 간호의 질적인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간호결과 분류체계 (NOC)의 한글명명화 타당성 검증 연구 (박현애 , 조인숙 , 황지인 , 

근효근 , 2000; 염영희 , 이규은 , 2000; 염영희 , 이정애 , 안수연 , 이명옥 , 2001)이고 결
과측정을 위한 개념 틀이나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김윤정 , 



2004). 

   최근에는 간호결과 연구들은 간호결과지표의 규명과 분류에 초점이 맞추어지
는 경향이 있는데 (Irvine, Sidani & Hall, 1998), 간호결과지표 (indicator)는 의료의 질
과 적절성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Nadzam, 1991). 이러한
지표는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지표
를 통해 나온 자료는 가능한 모든 기여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분석
되어져야 한다 . 결과지표 중 환자의 건강상태는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른 징후와
증상으로 표현되므로 좀 더 정확한 간호결과 측정을 위해서는 각 진단명 별이나
문제 그룹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Shaughnessy & Crisler, 1995; 박현태 , 2002). Bond(1991)는 간호의 효과를 증명하
기 위해서는 간호중재 투입요소의 규명과 환자결과가 투입요소에 민감하고 또 투
입요소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간호결과가 전적으로 간호중재의 효과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간호결과와 간호
중재와의 연관성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윤정 , 2004). 보건의료 조직이 더 큰
효율성을 위하여 재구조화 되는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간호직이 전문직으로서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료전문가 중에서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중재에 대한 효과를 증명해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되고 있다
(McCloskey & Maas, 1998; Phoon, Corder & Barter, 1996; Pike, 1994; 이은주 , 

2003). 간호 실무에서의 환자결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 지향적인 간호활동의 결과
초래된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평가하려는 환자 중심의 질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간호의 영향은 많은 부분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 간호결과가 무엇이며 , 어떻게 환자결과에 기여하고 ,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틀의 설정과 평가요소의 도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Jean, 2000)

   결과분류체계에는 Iowa대학 Johnson & Maas(1997)의 NOC(Nursing Outcome 

Classification), Marek & Lang(1993)의 CPO(Classification of Patient Outcomes), 

Omaha분류체계의 PRS(Problem Rating Scale), 캐나다의 Albert 주 정부에서 개발
한 대상자 중심 결과측정도구인 COT(Client focused Outcome measurement Tool), 

ICNP(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의 측정 시점에 따른 간호진



단 변화로 기술되는 간호결과 등이 있다 (지미경 , 2003).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NOC은 2004년 현재 330개의 결과 (outcome)와 지표 (indicator)를 수록하고
있다 (Moorhead, Johnson & Maas, 2004).

2. 2. 2. 2.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시시시스스스템템템 현현현황황황

   임상에서의 간호과정 적용은 간호의 독자성을 찾고 , 간호학이 과학으로서의
학문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며 ,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수행
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은 간호인이라면 누구나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간호과정의 임상 적용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
며 그로 인해 간호과정의 임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과정 전산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간호과정 시스템들의 가장 큰 제한점은 간
호사의 간호과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 

      간호실무 적용을 위한 간호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왔
는데 한 방향은 비용효과 측면에 초점을 둔 병원정보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의
간호정보시스템의 개발이고 , 다른 하나는 간호과정을 통한 환자 간호간호 수행 시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임상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이다 (김정애 , 

1996). 

   국내에서 기존에 개발된 간호과정 시스템들은 간호과정 구현 단계에 따라 구
분하거나 지식습득 원천 및 지식습득의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기존에 개발된 간호과정 시스템들을 첫째 구분기준인 간호과정 구현 단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그 유형은 간호진단시스템 (이은옥 등 1996; 김정애 , 1996; 최영
희 등 , 1998; 유지수 등 , 1998; 김정애 , 1999; 이지연 , 2000), 간호계획시스템 (김조
자 , 유지수 , 박지원 , 1993),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시스템 (박성애 등 , 2001; 이혜자 , 

박성애 , 박성희 , 2002), 간호과정 시스템 (이남주 , 1998; 김정애 , 2000; 유형숙 , 2001; 

지미경 , 2003; 박혜진 , 2003) 등으로 나뉘었다 . 

   우선 초기단계인 간호진단 시스템의 경우 간호진단 전산화를 시도한 의의가



있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 시스템에 사용된 진단들이
각 연구 대상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정되어 사용되었고 (이은옥 , 송미순 , 김명기 , 

박현애 , 1996; 김정애 , 1996; 최영희 , 이향련 , 김혜숙 , 박현경 , 1998), 간호진단 도출
과정에서 시스템이 간호진단 목록을 화면에 제시하면 간호사들이 직접 간호진단
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조자 , 유지수 , 박지원 , 1993). 

   그 다음 단계에는 간호진단 단계부터 간호계획 , 간호중재 간호결과 단계까지
부분적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최영희 등 (1998)은 간호진단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지식 및 경
험부족을 보완하여 간호진단의 실무 적용에 도움을 주고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중
재의 제시로 간호사들이 간호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 최영희 등 (1999)은
이전에 나온 간호진단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간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여 간호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 기능 등을 수정하였다 . 

   이지연 (1999)은 영양배설기능 장애와 관련된 타당성이 검증된 7개의 간호진단
과 그에 따른 증상 /징후와 관련요인 , 51개 간호중재 , 631개 간호중재활동의 연계를
확립한 간호진단과 중재 전산 시스템을 개발 및 평가하였다 . 박성애 등 (2002)은 의
학적 진단 10개에 따른 간호진단 , 중재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간호진단과
중재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의학적 진단과 연계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간호결과에 대한 전산화 연구로는 이은옥 등 (1996)이 위장관계 수술환자에게
적용한 간호결과 전산프로그램으로 , 7개 평가영역과 32개 평가항목과 이에 포함된
71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나 연구목적으로 개발되어 임상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
다 .

  최근에 와서는 간호과정 전 단계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다 (이남주 , 

1998; 김정애 , 2000; 유형숙 , 2001; 지미경 , 2003; 박혜진 , 2003). 

   이남주 (1998)는 뇌혈관질환자 간호정보체계를 간호과정 전 단계를 포함하여 개
발하였는데 , 뇌혈관질환자 간호계획서에 대한 임상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아서 임상의 적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 



   김정애 (2000)는 임상의 내 ․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문제와 관련된 환자특성
을 조사한 후 0과 1의 수치데이터로 패턴화하여 전문가의 간호진단 규칙을 형태
적 지식으로 구체화 하였다 . 98개 간호진단을 포함한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시스
템에 포함된 간호진단 규칙의 예외가 발생하면 e-mail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의뢰
하여 간호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이었다 . 

   간호진단 , 간호중재 , 간호결과 분류체계 연계 간호데이터베이스 (유형숙 , 2001; 

지미경 , 2003) 연구는 NANDA, NOC, NIC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는
데 간호결과 데이터베이스 안에 간호결과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지 않아 간호결과
평가를 통한 간호중재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없었다 . 박혜진 (2003)도 NANDA, 

NOC, NIC을 연계하여 간호과정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내 ․외과 병동에 적용하
여 간호진단 , 간호결과 , 간호중재의 사용빈도를 확인하였다 .

   기존에 개발된 간호과정 시스템들을 두 번째 구분기준인 시스템 개발 시 지식
습득 원천 및 지식습득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간호과정 시스템은 지식습득 원천으로 교과서 , 간호기록지 , 간호계획
서 , 프로토콜 , 국제 간호용어 분류체계 등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규칙 기반 시스템 중 문헌을 지식습득의 원천으로 했던 기
존의 시스템들과 달리 문헌자료에 전문가의 지식을 추가하여 개발된 김정애 (2000)

의 연구가 있었다 . 김정애 (2000)는 실제 환자 임상사례와 전문가의 지식을 근거로
간호진단 규칙을 도출하는 간호과정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대부분 방대한 문헌의 고찰이나 특정 분야에서 소수의 전문가와의 상담방법을
지식 습득 원천으로 개발된 전문가 시스템들은 전문가 선정에 있어 풍부한 전문
적 지식과 경험자를 물색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이나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다 . 또한 소수의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보다 다수의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신뢰를 줄 수 있으나 다
수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다 (김태균 , 2002).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식습득 방법으로 규칙기반 추론 (rule-based 

reasoning)과 신경망 (neural network) 방법 등이 꾸준히 사용되어왔다 . 가장 오래
되고 보편적인 지식습득 방법인 규칙기반 추론의 지식 표현 구조는 생성규칙 즉 , 



if.. then 규칙의 형태로 부호화된 지식을 사용하였다 . 이러한 규칙 기반 추론 시
스템은 지식공학자와 지식영역의 전문가간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지식공학자가
전문가의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고 , 불확실한 자료를 표현하거나 처리할 수 없어서
규칙으로 표현된 문제와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문제의 해결책을 추론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은옥 등 , 1996).

   지식습득 방법에 따라 시스템을 구분하였을 때 규칙 기반 추론 시스템에 해당
되는 전문가 시스템에는 김정애 (1996)가 개발한 VP-expert를 활용한 간호진단
전문가 시스템이 있었다 . 지식습득의 또 다른 방법인 역전파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간호진단 시스템들이 1992년 이후 출현하면서 (김정애 , 1992; 이은옥 등 , 1996; 유
지수 등 , 1998; 김정애 , 1999)  그동안 수많은 규칙 기반 추론 시스템들이 실현시키
지 못했던 간호진단 자동 도출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  

   국내 간호연구 중 최초로 신경망 지식획득 방법을 적용한 김정애 (1992)의 연
구에서는 100명의 내 ․외과 환자로부터 얻은 학습자료 세트를 통해 신경망을 구축
한 뒤 100명의 환자 자료로 검증하였는데 간호진단 신경망 시스템에서 제시한 간
호진단과 간호전문가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91명의 간호진단이 일치해서 91%의
적중률을 보였다 .  이은옥 등 (1996)은 위암환자 118명의 학습자료 세트에서 얻어진
간호진단을 이용하여 신경망을 구축한 후 20명의 환자 자료로 검증한 결과 85%의
적중률을 보였다 .  유지수 등 (1998)은 145명의 환자자료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구축
한 간호진단 시스템 모형을 개발하였다 .  

   인간의 두뇌 작용을 묘사한 계산방식인 신경망을 이용한 지식획득 방법을 통
해 개발 시스템들은 환자로부터 얻은 학습 자료세트를 통해 신경망을 구축한 뒤
간호진단을 스스로 찾아내어 제시하였으나 지식이 변함에 따라 매번 학습시켜야
하고 , 어떻게 간호진단을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
었다 .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이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면 그 이유를 알고자 하지
만 인공신경망은 설명 기능을 부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
지고 있어 간호사의 간호진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역시 한계가 있었다 (채영문 , 

1994; 김정애 , 1996).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규칙 기반 추론 시스템이 갖는 지식습득의 병



목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인공신경망 방법이 자동으로 도출된
해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간호과정 시
스템들은 표준화된 국제 간호용어 분류체계 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개발되기 시작
하였다 . 

   NANDA, NOC, NIC 연계 (3N Linkage)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는 NANDA와
NIC 분류체계 연계 규칙을 근거로 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시스템들 (최영희 등 , 

1998), NANDA, NOC, NIC 분류체계 연계 규칙을 근거로 한 간호진단 , 간호결과 , 

간호중재 , 간호활동 , 간호결과지표 등 간호과정 전 단계 구현 시스템들 (박성애 등 , 

2001; 유형숙 , 2001; 지미경 , 2003)이 있었다 . 이들 시스템들은 표준화된 간호용
어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고 , 간호과정 전 단계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의의가
있었으나 역시 간호진단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 

   지금까지 간호과정 시스템들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고찰한 결과 앞으로의 간호
과정 시스템은 간호사정 단계부터 간호평가 단계까지 간호과정의 전 과정을 전산
화 범위로 할 뿐 아니라 첫째 ,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간호진단을 자동적
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 둘째 , 구체적인 간호
결과지표를 간호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 셋째 , 병원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환자정보 및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
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간호과정 시스템이 요구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



C. C. C. C.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1. 1. 1. 1.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은 임상 환경에
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도와주고 대행해주는 전문가 시스템으로 (장희정 , 

2002), 특히 의료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을 말한다 (Patrice etc, 1997).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전문가시스템과 같이 지식베이스 , 추론엔진 ,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 이 시스템은 규칙과 사실들의 매칭에 의한 일련의 규칙을
실행하여 추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형태의 지식들을 생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 이렇게 생성된 지식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모아서 원하
는 형태의 추론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 또한 지식의 효
율적인 추론을 위하여 좋은 추론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서의현 , 2000).

   CDSS 개발 및 활용의 주목적은 환자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을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컴퓨터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적절한 데이터 , 정보 , 그리고 지식 관리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
성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 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CDSS는 주어진 환자의 특정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최상의 해
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편리한 형태로 제공한다 (대한의료정보학회 , 

2003; 박정진 , 2004). 

   다음의 표 1.은 의료분야에서 개발되었던 CDSS의 범주를 기능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Delaney et al, 1999; Batmunh, 2001), 기존의 간호과정 시스템들이 간호진
단 목록을 제시하는 진단 기능 시스템이었다면 본 연구의 간호과정 CDSS는 간호
진단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보조 기능 시스템이다 .



2. 2. 2. 2. 임임임상상상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관관관련련련 연연연구구구

   최근 의료 분야에서 컴퓨터가 단순한 환자 데이터의 관리에서부터 진단 및 치
료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의학의 발달과 전문화와
함께 의학 지식이 더욱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진단 방법이 개발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도의 의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computer assisted decision support system)’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
다 (장태영 , 1990; 김동주 , 2004).

   전문가 시스템의 의학 분야에서 활용은 1976년 Stanford대학의 뇌막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약제의 처방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인 MYCIN으로부터 시작된 이래로 , 

Waterman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6년까지 전체 개발된 전문가시스템은 12,500개
로 추정되는데 , 이 중에서 30%인 3,750개가 의료분야의 전문가시스템이라고 보고 있
다 . 그 이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의료분야에서 개발된 전문가 시
스템은 233개로 많은 시스템들이 이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Liebowitz etc, 1998). 

그러나 이후 채영문 (1997)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000여 개 CDSS가 개발된 것
으로 추산되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기능 구현 사례
주의 비정상 임상 수치에 대해 강조
상기 유방촬영술 일정을 의사에게 상기
비평 전자 처방에 대한 거부
해석 전자 처방에 대한 해석
예측 질병의 중증도 점수로부터 이환 위험율을 예측
진단 흉통 호소 환자와 관련된 진단 목록 제시
보조 간 이식환자를 위한 항생제 선택
제안 기계적 환기기를 조절하기 위한 제안문 생성

표 1. 의 기능별 범주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비인후과 분야의 난청을 진단하는 시스템 (채영문 등 , 1989)과 비염알레르
기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채영문 등 , 1992), 그리고 고혈압관리를 위한
전문가시스템 (호승희 , 1996),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의료의 질 측정 지표 분석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김혜숙 , 2001),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채영문 등 , 2004), 미만성 폐질환의 진단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의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김동주 , 2004) 등이 있었다 .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 설계 연구로는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암 분류를 위한 (Cancer Staging)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Text Mining)     의학적 의
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 (박정진 , 2005), 순차패턴을 이용한 고혈압관리 의사결정지
원시스템 모형 (김화영 , 2005) 개발 연구가 있었다 .

   간호 분야에서 수행된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
한 간호진단시스템 연구들 (김정애 , 1992; 유지수 , 유황빈 , 박지원 , 고일선 , 1998; 이
은옥 , 송미순 , 김명기 , 박현애 , 1996)이 있었고 , 간호사의 간호진단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자 개발되었다 . 이상의 보건의료 및 간호 분야 CDSS 연구에서는 CDSS가 의
료분야의 전문가시스템이라는 개념 하에 전문가시스템 , 의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
템 , 지능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intelligent DSS)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고 , 임
상 전문가의 질병 진단이나 간호 진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이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논문으로 발표된 CDSS는 많아도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어 사용
되고 있는 예는 많지 않은데 , 그 주요 원인은 부적절한 대상 질병의 선정 , 지식
습득 방법 상의 문제 , 사용자 (특히 의사 )의 거부반응 , 법적인 문제 등이 있다 . 

CDSS는 지식습득과 표현이 주목적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나 사용자 인터페이
스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
하다 . 병원 환경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과 CDSS와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데 , 이
두 시스템이 통합될 경우 방대하고 풍부한 환자정보와 임상지식을 병원정보시스
템으로부터 직접 도출해 냄으로써 규칙 기반과 같은 종전의 주관적인 지식습득방
법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CDSS 개발에는 연구 대상에 적합한



지식습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종전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규
칙에 의한 방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규칙이 너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 따라서 최근에는 새로운 지식습득 방법으로 임상자료로부터 직접 지
식을 추출하는 방법인 신경회로망 , 사례기반 추론 , 통계적 방법 , 데이터 마이닝 방
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 2003).



III. III. III. III. 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A. A. A. A.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정
의하고 , 새로운 지식습득 방법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간호진단 및 간
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개발하고 , 이를 적용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을 설계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간호과정 지식정의 단계 ,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간
호과정 지식표현 단계 그리고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단계로 구
분된다 . 

   간호과정 지식정의 단계는 첫 번째가 문헌고찰 및 간호사 사전 설문조사를 통
해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선정 단계이고 , 두 번째가 선정된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 정의 단계 , 세 번째가 임상 간호사의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
수집 단계이다 . 

   지식표현 단계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간호진단과 간호평가 지식
표현이 해당된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이상의 간호진단과 간호
평가 규칙과 모형을 적용하여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고 , 병
원정보시스템과의 정보 통합을 목적으로 간호과정 CDSS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였다 .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



지식

정의

 □ 내내내내․․․․외과 외과 외과 외과 환자 환자 환자 환자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선정선정선정선정

  ▶ 문헌 고찰

    : 문헌고찰 통해 내․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40개 선정

  ▶ 사전 설문조사

    : 20명 간호사 대상 설문조사 통해 내․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10개 선정

 □ 선정된 선정된 선정된 선정된 간호문제에 간호문제에 간호문제에 간호문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정의정의정의정의

  ▶ 문헌고찰

    : 객관적 징후(87개), 주관적 증상(20개), 관련요인(118개), 간호목표(13개), 

     간호중재(33개), 간호활동(451개), 간호결과지표(172개) 등 간호과정 지식 정의

 □ 임상간호사의 임상간호사의 임상간호사의 임상간호사의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수집수집수집수집

  ▶ 본 설문조사

    : 서울 및 경기 지역 17개 종합병원의 내․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 간호사 대상으로 간호과정 지식 수집

지식

표현

 □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 마이닝 마이닝 기법을 기법을 기법을 기법을 활용한 활용한 활용한 활용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및 및 및 및 간호평가간호평가간호평가간호평가 지식 지식 지식 지식 표현표현표현표현

  ▶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신경망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간의 타당도 비교

    :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ROC곡선 등을 이용하여 각 모형을 평가

  ▶ 세 가지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 선정된 간호진단 입력변수와 간호결과지표

     를 주요 변수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칙 도출

  ▶ 데이터 마이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간호진단과 간호평가 모형 도출

 CDSS

설계

 □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CDSS CDSS CDSS CDSS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설계설계설계

  ▶ 병원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간호과정 CDSS에서 공유하기 위한 DW 설계

 □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간호과정 임상 임상 임상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설계설계설계

  ▶지식베이스 구축, 추론엔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설계

그림 1.연구진행절차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간호과정 지식 정의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헌을 고찰하여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문제 40개를 선정한 다음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구체화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문제 10개를 선정하였
다 . 이렇게 선정된 간호문제 10개를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여 간호과정 단계별로
87개 객관적 징후 , 20개 주관적 증상 , 118개 관련요인 , 13개 간호목표 , 33개 간
호중재 , 451개 간호활동 , 172개 간호결과지표가 정의되었다 . 이론적으로 정의된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의 임상적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간호과정 단계별로 정의된
지식을 모두 설문지 항목으로 포함시켜 구성한 뒤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간호과정 지식표현 단계에서는 임상 간호사로부터 임상 타당도를 검증받은 간
호과정 단계별 지식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진단과 간호평가 규칙
과 모형을 도출하였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간호과정 CDSS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하고 ,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지지지식식식 정정정의의의

내내내․․․외외외과과과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련련련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 선선선정정정

   내 ․외과 환자관련 간호문제 선정 단계에서는 일 단계로 간호과정 관련 문헌 (김
조자 등 , 1989; 최영희 등 , 1996; 김조자 , 1996; 김정애 , 2000)을 고찰하였고 , 그 결
과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40개의 간호문제가 확인되었다 (부록 1.). 

   이 단계로는 2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문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 조사도구로는 본 연구자가 이민경 (2004)의 간호진단 도구를 수정하여
구성한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조사도구 (부록 2.)를 사용하였다 . 일 단계 문헌



고찰 결과 도출된 내 ․외과 관련 간호문제 40개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고 , ‘내 ․외
과 관련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 간호 시에 해당 간호진단의 필요 정도’를 4점 척
도로 기재 하도록 하였다 . 

  총 16부가 최종적으로 회수되었는데 , 응답자 중 10명은 서울지역 일 대학교 병
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이었고 , 6명은 성인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대학원생들
이었다 .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간호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선택한 간호문
제 10개가 선정되었다 . 

선선선정정정된된된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단단단계계계별별별 지지지식식식 정정정의의의

   일반적으로 간호과정은 간호사정 , 간호진단 , 간호계획 , 간호수행 , 간호평가의
다섯 단계를 말하는데 , 선정된 내 ․외과 환자 관련 10개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은 간호진단 구성요소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 ), 간호목표
로서 간호결과 , 간호중재 , 간호활동 , 간호결과지표 등이 정의되었다 .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정의를 위해 NANDA(2005), NOC(2003), NIC(2004) 등 표
준 간호용어분류체계 문헌과 간호진단 , 간호결과 , 간호중재의 연계를 제시한 문헌
(Johnson etc, 2001), 간호진단 타당성 조사연구 (최영희 등 , 1998), 간호과정 관련
프로토콜 개발 연구 (김조자 , 이지연 , 1999; 이민경 , 2004) 등을 고찰하였다 .

   간호진단 지식은 NANDA(2005) 간호진단 목록과 최영희 등 (1997)의 연구를 근
거하여 10개의 간호문제와 연계되는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 등을 정
의하였다 .

   간호목표 지식은 간호결과 분류체계인 NOC(2003, 3rd edition)을 근거로 10개의
간호문제와 연계되는 간호목표로서 간호결과를 정의하였다 .

   간호중재 지식은 NIC(2004, 4th edition)과 간호진단 (NANDA), 간호결과 (NOC), 

간호중재 (NIC) 분류체계간의 연계를 제시한 문헌 (Johnson etc., 2001), 간호진단과
중재 프로토콜 개발 연구 (김조자 , 이지연 , 1999), 그리고 간호진단 , 간호결과 , 간호
중재 연계 프로토콜 연구 (이민경 , 2004)를 근거로 10개의 간호문제와 연계되는 간
호중재를 정의하였다 .



   간호활동 지식도 간호중재 분류체계인 NIC(2004, 4th edition)과 간호진단과 중
재 프로토콜 개발 연구 (김조자 , 이지연 , 1999)를 근거로 도출하였는데 10개의 간호
문제와 연계되는 간호중재에 따른 간호활동을 정의하였다 . 

   간호결과지표 지식은 NOC(2003, 3rd edition)을 근거로 10개의 간호문제와 연
계되는 간호결과지표를 정의하였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단단단계계계별별별 지지지식식식 수수수집집집

   문헌고찰을 통해 정의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에 대
한 임상 타당성을 검증하고 , 임상 전문가로서 간호사들의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 수집은 2005년 3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간 동안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17개 종합병원에서 내 ․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임상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 

배부된 488부의 설문지 중 46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고 , 설문지 회
수율은 94.9%였다 . 

   설문지는 김정애 (2000)의 연구 도구를 보완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고 ,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10개의 간호문제를 중심으로 각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들이 설문
항목으로 제시되면서 , 항목의 타당성 유무와 중요도 순위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 

   설문 문항은 간호과정 지식정의 단계에서 정의된 내 ․외과 환자 관련 10개 간호
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인 87개 객관적 징후 , 20개 주관적 증상 , 118개
관련요인 , 13개 간호목표 , 33개 간호중재 , 451개 간호활동 , 172개 간호결과지표가
모두 포함되었다 .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지지지식식식표표표현현현

   이러한 지식수집 과정에서 습득된 임상 간호사들의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은
새로운 지식 습득 방법인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 (신경망분석 , 의사결정나
무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 

            (1) (1) (1) (1)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예예예측측측력력력 평평평가가가

   하나의 데이터세트를 분석할 때 , 여러 통계모형들을 상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냐하면 , 바람직한 통계분석은 구축된 모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최적의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모형
을 비교 평가해야 하고 , 이를 통해 하나의 모형이 선택되면 선택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따라서 , 모형 평가 (model assessment)란 예측 (prediction)을 위해 구축된 모형이
임의의 모형 (random model)보다 과연 우수한지 , 고려된 서로 다른 모형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

성능이 좋은 모형을 찾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 모형의 설명력
은 이에 대한 측도인 결정계수 (R2:R-square)나 수정결정계수 (aadjusted R2) 등의
통계량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목표변수 (target variable)가 범주형인 경우
에는 오분류표 (misclassification table)를 활용한 여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Berry 

& Linoff, 1997; 강현철 등 , 2001).

① 오분류표

   오분류란 목표변수의 실제 범주와 모형에 의해 예측된 분류범주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다 . 즉 , 목표변수의 범주별로 이를 제대로 분류한 빈도
와 그렇지 못한 빈도를 함께 제시한 표이다 . 이는 목표 변수의 범주가 c개인 경우
c×c개의 셀로 이루어진 표 형식을 취한다 . 이 때 분류표의 대각에 존재하는 셀은
목표변수의 원래 범주가 제대로 분류된 부분이고 , 비대각에 존재하는 셀은 분류가
잘못된 부분으로 구분되어 각각의빈도가 제시된다 . 오분류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Berry & Linoff, 1997; 강현철등 , 2001).

정분류율 =(실제 0,예측 0)의 빈도 +(실제 1,예측 1)의 빈도
       전체 빈도

오분류율 =(실제 0,예측 1)의 빈도 +(실제 1,예측 0)의 빈도
      전체 빈도

             민감도 (sensitivity)=(실제 1,예측 1)인 관찰치의 빈도
                    실제 1인 관찰치의 빈도

              특이도 (specificity)=(실제 0,예측 0)인 관찰치의 빈도
                     실제 0인 관찰치의 빈도

② ROC 곡선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은 구축한 모형의 성능을 민감도
와 특이도에 의해 판단하고자 하는 곡선이다 (Bamber,1975). 

   ROC 곡선은 각 분류 기준값에서 오분류표를 필요로 하는데 , 분류 기준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인 , 0~1내의 모든 분류 기준값에 대해서 민감도와 특이도
를 계산하면 , 하나의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ROC 곡선이라고 한다 . 이
곡선은 수평축은 1-특이도가 되며 , 수직축은 민감도이다 . 



   ROC 곡선은 구축된 모형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 그림 2.

에서는 어떠한 ROC 곡선이 좋은 모형의 구축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다 . 그
림 2.에서 (a)와 (b)및 (c)의 세로점선은 동일한 ‘1-특이도’를 나타내고 있다 . 그
림 2.에서 각 경우를 비교해 보면 특정 ‘1-특이도’에서 경우 (a)의 민감도가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은 해당 ‘1-특이도‘의 상황에서 오분류율이
(a)의 경우가 가장 낮음을 뜻하고 , 이는 세 모형 중 가장 좋은 모형임을 나타낸
다 .

   특히 , 특정 모형의 ROC 곡선이 (c)의 경우와 같이 나타났다면 이는 모형구축
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c)의 경우 , 모든 분류 기준값에서 1-특
이도와 민감도가 동일하여 오분류 행렬의 대각원소의 빈도가 비대각원소의 빈도
와 동일하게 된다 . 이는 모형구축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물론
ROC 곡선이 경우 (c)보다 나쁜 성능의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 . 이런 경우 ROC 곡
선의 형태가 경우 (c)보다 더 아래로 쳐진 형상을 띨 것이다 . 물론 이러한 경우는
모형을 구축한 것이 아예 모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보다 못한 상황을 나타내므
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Berry & Linoff,1997; 강현철 등 , 2001; 서숙경 , 2005).

그림 2 곡선의비교



            (2) (2) (2) (2)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규규규칙칙칙과과과 모모모형형형 도도도출출출

   본 연구에서는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에 대한 지식 표현을 위한 모형으로 데이
터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진단과 간호평가의 규칙과 모형을 표현하였다 . 

   데이터 마이닝은 어떠한 패턴에 관한 가설검증이나 이미 알려진 견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인 발견과정 (discovery process)과 , 

데이터 내에서 패턴을 알아내는 발견과정 동안 새로운 데이터 항목에 관한 값들
을 예측하는 예측모델링 (predictive mode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데이터 마이닝
에서 활용되는 기법은 사건들의 연관성 탐사 , 연속성 탐사 , 분류 규칙 탐사 , 군집
분석 등이 있으며 , 활용되는 기술은 시장바구니분석 , 사례기반 추론 , 기억기반 추
론 , 자동 군집탐지 , 의사결정나무 분석 , 신경만 분석 , 유전자 알고리즘 등이 있다
(호승희 , 2000). 

   본 연구에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지식표현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신경망 분석 , 의사결정나무 분석 ,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나 데이터
마이닝의 각 방법들은 이론적 고찰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
법들이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지식표현에 적용된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
다 .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간호진단 예측을 위해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 , 객관적 징후를 간호진단
입력변수로 하여 간호문제와 입력변수들 간의 관계와 영향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진단 규칙 도출 시에는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을 함께 고려하였
다 . 또한 각 입력변수들과 간호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간호진단 모형 도출 시
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 간호목표와 간호결과지표 간의 관계와 영향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평가 규칙 도출 시에는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을 함께 고려하였다 . 또
한 간호목표와 간호결과지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간호평가 모형 도출 시에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데데데이이이터터터웨웨웨어어어하하하우우우스스스 설설설계계계 환환환경경경

   최근에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에 의한 CDSS의 개발 방법론이 CDSS 개발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의 경우 독립적인 방
식 (stand-alone)으로 각 응용분야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시스템 내부적으로 표현 , 

저장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 이러한 방식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접근
이 어려운 지식 분배의 문제가 일어난다 . 즉 , 독립적으로 개발된 전문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소수의 사용자의 지식만을 반영하게
된다 . 이를 위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방법론이 정보시스템 통합에 의한
CDSS의 지식 습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즉 , 지식 정의의 대상이 선정되면 , 지
식 수집에 요구되는 정보들에 근거하여 병원 내의 각각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 

정보 ,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병원 내 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
한다 (송용욱 ,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CDSS를 구축하기 위
하여 적용되는 정보통합의 방법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였다 . 임상전문가
인 간호사들로부터 수집되고 정의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과정 지식을 정의
내린 후 간호과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가져와서 공유하기 위해서 MS-SQL 2000 Server를 사용하여 데이터웨어하우
스를 설계하였다 .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병원정보시스템과 CDSS의 통합을 통해 각
종 병원정보시스템 혹은 의료용 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자동적으로 CDSS의 지
식베이스에 습득되도록 하여 습득된 지식의 정확성과 습득 방법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환환환경경경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지식베이스 , 추론엔진 , 사용자 인터페
이스로 구성되었다 . 지식베이스에는 추론엔진에 반영될 간호진단과 간호평가 규칙
및 모형이 포함되었고 , 추론엔진은 전향적 추론방법을 사용하였으며 ,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사용자 화면이 설계되었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pentium 급 PC에서 설계하였으며 OS는
Windows2000을 사용하였다 . 설계된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는
Windows2000 환경에서의 응용프로그램 개발도구인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Windows 응용프로그램으로 DB 

Server와 연동 (C/S - Client/Server)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시스템 상에서 임상 의
사결정을 위한 간호진단 모형과 간호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간호
과정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 

   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설계 환경은 다음
과 같다 . 

항목 개발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 2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설계환경



    IV. IV. IV. IV. 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10개 간호문제에 따른 간
호과정 지식 정의 부분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지식 표
현 부분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적용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A. A. A. A.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지지지식식식 정정정의의의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문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김조자
등 , 1989; 최영희 등 , 1996; 김조자 , 1996; 김정애 , 2000), 40개의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부록 1.)를 도출하였다 . 도출된 40개의 간호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
해서 이민경 (2004)의 간호진단 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간호문제 선정 조사도구 (부
록 2.)를 개발하였고 , 이를 사용하여 2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간호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선택한 총 10개의
간호문제가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문제로 선정되었는데 , 가스교환장애 , 감염
의 위험 ,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효율적 호흡양상 , 영양불균형 : 신체요구량보다 적
음 , 비효과적 조직관류 , 체액부족 , 급성 통증 , 변비 , 설사 등이었다 .

   선정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
었다 . 간호진단 지식에는 선정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87개의 객관적 징후 , 20

개의 주관적 증상 , 118개의 관련요인이 정의되었고 , 간호목표 지식에는     선정된 10

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13개의 간호결과가 정의되었다 . 간호중재 지식에는 33개의
간호중재가 정의되었고 , 간호활동 지식에는 33개 간호중재와 연계된 451개의 간호
활동이 정의되었다 . 간호결과지표 지식에는 172개의 간호결과지표가 정의되었다 . 

   이상과 같이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정의하고 , 이러
한 지식 내용을 모두 설문지 항목으로 포함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 임상 간호사



를 대상으로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10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수
집하였다 . 

   내 ․외과 환자 관련 10개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수집하고자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임상 간호사들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

   임상 간호사들의 성별은 463명 전원이 여성이었고 , 연령은 30세에서 35세 사
이가 가장 높은 비율인 19.37%를 차지하였고 , 평균 연령은 30.11세이었다 . 교육정
도는 3년제 간호대학 졸업 간호사 비율이 57.88%로 가장 높았고 , 근무부서는 병동
이 80.13%였고 , 중환자실이 18.36%였다 . 병동 근무자 중 내과병동 근무자 비율은
46.63%였고 , 외과병동 근무자는 36.50%였다 . 총 근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간호사 비율이 38.66%로 가장 높았고 , 전체 대상자 중 5년 이상 경력간호사
가 69.76%를 차지하였다 . 평균 총 근무경력은 7.66년 이었다 . 현 부서 근무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0.2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 전체 대상자 중 현 부서
근무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비율은 44.06%였다 . 평균 현부서 근무 경력은 5.01년
이었다 .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헌을 통해 정의된 간호과
정 단계별 지식에 대해 임상 전문가인 463명의 간호사들로부터 임상 타당도를 검
증받았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받은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
을 수집하였다 .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편차

성별 남
여

연령

세 이하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이상

교육정도

년제 간호대학 졸
년제 간호대학 졸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대학원 졸업
무응답

근무부서

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무응답

총 근무
경력

년 년 미만

±

년 년 미만
년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현부서
근무경력

년 년 미만

±

년 년 미만
년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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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지지지식식식표표표현현현

1. 1. 1. 1.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지지지식식식표표표현현현

1) 1) 1) 1)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별별별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예예예측측측모모모형형형 간간간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간호문제별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
요인 등의 입력변수가 간호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를 도출한 예측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데이터 마이닝의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여 민감도 , 특이도 , 정확도
등을 평가하고 ROC 예측도를 비교하였다 . 다음 표 4.는 간호문제별로 데이터 마
이닝 예측모형 간의 타당도를 비교한 표이다 .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DT) 모형은 가스교환장애 ,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
효율적 호흡양상 , 영양불균형 : 신체요구량보다 적음 , 체액부족 등 5개의 간호문제
에서 가장 예측도가 높았다 . 로지스틱 회귀 (logistic regression, LR) 모형은 비효과
적 조직관류 , 변비 , 설사 등 3개의 간호문제에서 가장 예측도가 높았다 . 신경망
(neural network, NN) 모형은 급성통증 1개의 간호문제에서 가장 예측도가 높았다 .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의사결정나무 모형이 신경망 모형이나 로지스틱회귀 모형
보다 예측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

   이러한 모형의 타당도에 근거하여 간호진단 입력변수 중 주요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선정한 변수가 다른 두 가지 모형에서도 공통
적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세 가지 데이터 마이닝 모형 모두에서 주요
변수로 선정된 변수를 주요변수로 선정하였고 , 이렇게 선정된 주요 변수를 간호진
단 규칙에 포함하였다 . 

   간호진단 모형 구축 시에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
능성 있는 간호진단 입력변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호진단에 대한
각 입력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력변수
들을 포함하는 간호진단을 예측하는 판별함수를 구성하는데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



간호문제 데이터 마이닝
모형

예측도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가스교환장애
†

†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효율적 호흡양상 †

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 보다적음 †

비효과적 조직관류
†

체액부족 †

급성 통증
†

변비
†

설사
†

표 4간호문제별 데이터 마이닝 예측모형 간 타당도 비교

 

* 데이터 마이닝 모형 중 민감도가 높은 모형 , † 데이터 마이닝 모형 중 정확도가 높은 모형
 ※ 간호문제 감염의 위험은 잠재적 간호문제로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을 입력변수로
하여 구축된 간호진단 모형이 제시되지 않았음 .

 ※ 본 연구에서는 NN(neural network), DT(decision tree), LR(logistic regression) 

모형이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었다 .



   9개의 간호문제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간호문제는 비효율적 호흡양상과 설사
였고 , 정확도가 99.96%로 같았다 .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은 구축한 모형의 성능을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에 의해 판단하고자 하는 곡선이다 (Bamber,1975).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비효율적 호흡양상의 ROC 곡선은 다음과 같았다 . 그림
3.에서 세 가지 모형을 비교해 보면 0.1의 1-특이도에서 로지스틱회귀 (Logistic 

Regression)분석 모형 ,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분석 모형 , 신경망 (Neural 

Network)분석 모형의 민감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의 민감
도가 가장 높았다 . 이것은 해당 ‘1-특이도‘의 상황에서 오분류율이 의사결정나
무분석 모형이 가장 낮음을 뜻해 , 세 모형 중 가장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 설
사의 ROC 곡선은 아래의 그림에서 의사결정나무부석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곡선이 바뀌면 된다 .

그림 3.비효율적 호흡양상 간호문제 예측모형의 ROC곡선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모모모형형형 간간간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입입입력력력변변변수수수 비비비교교교

   간호진단은 PES(problem-etiology-sign & symptom)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간호진단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로 간호진단 하부 구성요
소인 환자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을 입력변수로 하여 간호문제를 도출한다 . 

2 단계는 도출된 간호문제와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한다 . 

   간호진단 도출에 필요한 간호진단 주요변수를 선정하는데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을 활용하였다 . 간호진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고자
종속변수를 간호진단 가능 여부로 하고 , 환자의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 ,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chi-square 분석을 시행하여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였다 . 

   chi-square 분석 결과 모든 간호진단 입력변수가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 이는 간호진단 입력변수로 선정된 변수들이 이미 타당성 검증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높은 변수들로 구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 하지만 최영
희 등 (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간호진단의 입력변수들은 그 수가 너무 방대하여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간호문제별로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 등의 입력변수를 요약하고 그중 좀 더 핵심
적인 입력변수를 제시하고자 첫째 ,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예측모형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입력변수들을 비교하였고 , 둘째 ,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선
정한 변수를 주요 입력변수로 선정하였다 .

   데이터 마이닝 예측모형 중 타당도가 높았던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에서 선정
한 변수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들 그리고 신경망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연결강도인 weight 값으로 입력변수의 기여도 순위를 비교하여 주
요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다음의 표 5.부터 표 14.까지는 신경망 분석에서 weight 값에 따라 정해진 기
여도 순위에서 상위 50% 이내 순위를 받은 입력변수들 ,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
해 선정된 입력변수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parameter 

estimates 값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선정된 입력변수를 *, †, ‡ 표시 하였다 .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호흡곤란
저산소증 †

산소포화도 감소 † ‡

청색증 ‡

탄산과다증 ‡

빈맥 ‡

과호흡 † ‡

기면 ‡

적혈구 증가증 ‡

주관적
증상

혼동 ‡

불안정 ‡

안절부절 ‡

흥분 ‡

신경예민 ‡

피로 ‡

관련
요인

산소공급 장애 † ‡

폐포모세혈관막 변화 ‡

일산화탄소 중독 ‡

혈액흐름장애 ‡

빈혈 ‡

표 5가스교환장애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관련
요인

부적절한 일차방어
피부 조직손상 섬모활동 감소
체액정체 분비변화 연동
운동 변화

† ‡

부적절한 이차방어
헤모글로빈 감소 백혈구
감소 감염 반응 억제

‡

외상 † ‡

처치 ‡

영양부족 ‡

투약 ‡

지식부족 ‡

장기입원 ‡

환경변화 ‡

표 6감염의 위험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감염의 위험 간호문제는 잠재적 문제인 관계로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요인 변수만을 비교하였다.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호흡곤란 ‡

청색증 ‡

무호흡 † ‡

호흡수 증가 ‡

호흡 깊이 변화 † ‡

호흡 리듬 변화 ‡

점액 양 질 변화
기침반사 소실 ‡

부속호흡근 사용
창백증 ‡

발열 ‡

발한
기침 시 통증 ‡

주관적
증상

안절부절 ‡

불안 † ‡

공포 ‡

허약감

관련
요인

분비물 증가 † ‡

상기도 구조 변화 ‡

감염 ‡

신경근육장애 ‡

미숙아 ‡

외상 ‡

처치 ‡

부동 ‡

알러지 ‡

투약 † ‡

감각장애 †

지각장애 ‡

인지장애 ‡

정서변화
피로 ‡

표 7 비효율적 기도청결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비정상적인 동맥혈가스 † ‡

호흡곤란 ‡

빈호흡 † ‡

청색증 ‡

불규칙한 호흡 ‡

빈맥 ‡

과호흡 ‡

기좌호흡 ‡

부속호흡근 사용 ‡

폐활량 감소 ‡

진탕음 ‡

기침 ‡

주관적
증상 숨이 참 † ‡

관련
요인

기도협착 † ‡

기도흡인 † ‡

감염 ‡

신경근육장애 ‡

통증 ‡

알러지 ‡

근골격장애 ‡

처치 ‡

흡연 ‡

활동제한
정서장애 ‡

피로 ‡

지각장애 ‡

인지장애 ‡

표 8비효율적 호흡양상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객관적 징후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섭취량부족  † ‡

연하곤란 ‡

식욕부진  † ‡

설사 ‡

빈혈 ‡

혈청 알부민 감소 ‡

체중감소 ‡

소화불량 ‡

복부경련 ‡

복통 ‡

월경중단 ‡

탈모 ‡

주관적
증상 허약감  † ‡

관련
요인

흡수장애  † ‡

구강상태 변화  † ‡

화상 ‡

감염 ‡

의식수준 변화 ‡

정서변화 ‡

대사율 변화 ‡

처치 ‡

환경적 제한 ‡

음식 알러지 ‡

지식 부족 ‡

가치관신념의차이 ‡

표 9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보다적음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말초동맥박동감소및부재  † ‡

사지혈압 변화  † ‡

소변량 감소 ‡

피부상태변화색 온도 체모등  † ‡

창백증 ‡

감각기능 저하 ‡

상처회복 지연 ‡

손톱건조 두껍고 단단함 ‡

손톱성장 지연 ‡

위축된 흉터 ‡

주관적
증상 없음

관련
요인

혈액흐름 장애  † ‡

체액불균형 ‡

가스교환문제 ‡

대사율 변화  † ‡

부동  † ‡

투약 ‡

처치 ‡

임신 ‡

인지장애 ‡

표 10비효과적 조직관류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소변량 감소  † ‡

소변 농축 ‡

정맥 허탈 ‡

맥박 증가 ‡

혈액 농축
건조한 피부 점막 ‡

피부탄력성 감소
혈장 내 염분 증가
직립성 저혈압
체중감소 ‡

맥박강도 감소
체온 상승 ‡

과다호흡
정신상태 변화  † ‡

발한 ‡

식욕감퇴 ‡

부동 ‡

주관적
증상

허약감 ‡

갈증  † ‡

관련
요인

출혈  † ‡

화상 ‡

설사  † ‡

비정상적인 배액 ‡

구토 ‡

대사율 변화 ‡

수분섭취 부족 ‡

감염 ‡

누공 ‡

투약
신경기능장애 ‡

지식부족 ‡

처치 ‡

활동증가
정서변화 ‡

표 11체액부족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입력변수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맥박 변화 ‡

혈압 변화 ‡

경직된 얼굴표정  † ‡

호흡수 변화 ‡

발한
비정상적인 자세 ‡

근육근장도 변화 ‡

동공확대 ‡

산만한 행동 ‡

보호적인 행동

주관적
증상

통증 호소  † ‡

공포 ‡

신경과민 ‡

흥분 ‡

사고과정의 변화
관심의 범위가 좁아짐
자기집중 ‡

관련
요인

생물학적 손상요인
감염 등  † ‡

물리적손상요인
부동 과도한활동등  † ‡

화학적 손상요인
투약 ‡

심리적 손상요인
정서 장애 등 ‡

표 12급성 통증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객객객관관관적적적 징징징후후후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징
후

배변 시 힘이 듦  † ‡

단단한 변
복부팽만 ‡

배변 시 통증 ‡

배변횟수 감소 ‡

복통 요통 ‡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짐 ‡

장음 감소 ‡

두통 ‡

식욕부진 ‡

오심 ‡

항문소양감 ‡

주관적
증상

복부 직장의포만감이나압박감 ‡

불완전한 배변 느낌 ‡

관련
요인

배변습관
활동부족
생활양식 변화
수분섭취 부족  † ‡

환경 변화
정서변화
신경근육 장애
섭취량 부족
임신
근골격장애
투약
영양부족
통증
대사율 변화
처치
지식부족

표 13변비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구분 객관적 징후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

순위 백분율

객관적
징후

수분 전해질 불균형 ‡

배변횟수 증가 † ‡

경련성 복통 ‡

복통 † ‡

묽은 변 ‡

장음빈도 증가 ‡

변의양 유동성증가 ‡

변의 색 냄새 변화 ‡

항문의 자극 ‡

주관적
증상 긴박감 ‡

관련
요인

감염 † ‡

독소
자극성 음식
투약
식수 변화
대사율 변화
정서변화
환경변화
처치

표 14설사 간호문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입력변수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모모모형형형에에에서서서 선선선정정정된된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주주주요요요 입입입력력력변변변수수수

   다음의 표 15.는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인 신경망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로지
스틱 회귀분석 방법에서 선정된 주요 입력변수들을 제시하였다.

   『가스교환장애』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저산
소증, 산소포화도 감소, 과호흡이 있고,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청색증, 적혈구 증
가증이 그리고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탄산과다증, 빈맥, 기면 등이 있다. 

   주관적 증상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없고,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는 혼동, 불안정, 흥분이 있고,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안절부절, 신경예민, 피로
등이 있다.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변수로 산소공급장애가 있고, 두 가
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폐포-모세혈관 막 변화, 혈액흐름장애가 있으며, 한 가지 모형
에서 선정한 변수는 일산화탄소 중독, 빈혈 등이 있다.

   『감염의 위험』간호문제는 잠재적 간호문제로 최영희 등(1998)의 연구에서 객관적 징
후와 주관적 증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 징후, 주관적 증상 항
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부적절한 일차방어, 외상이 있고, 두 가
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부적절한 이차방어, 처치가 있으며,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영양부족, 투약, 지식부족, 장기입원, 환경변화 등이 있다.

   『비효율적인 기도청결』 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무호흡, 호흡깊이 변화가 있고,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청색증, 창백증, 발열이 있
으며,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호흡리듬 변화, 점액 양/질
변화, 기침반사 소실, 기침 시 통증 등이 있다. 

   주관적 증상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불안이 있고,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
된 변수는 안절부절,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공포가 있다.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분비물 증가, 투약이 있고, 두 가지 모형
에서 선정된 감염, 미숙아, 외상, 처치, 피로가 있으며,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상기도 구조변화, 신경근육장애, 부동, 알러지, 감각장애, 지각장애, 인지장애 등이 있다.



간호문제 간호진단
입력변수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가스교환장애

객관적 징후
저산소증
산소포화도 감소
과호흡

청색증
적혈구 증가증

탄산과다증
빈맥
기면

주관적 증상
혼동
불안정
흥분

안절부절
신경예민
피로

관련요인 산소공급장애 폐포모세혈관 막 변화
혈액흐름장애

일산화탄소 중독
빈혈

감염의 위험

객관적 징후 변수 없음

주관적 증상 변수 없음

관련요인 부적절한 일차방어
외상

부적절한 이차방어
처치

영양부족
투약
지식부족
장기입원
환경변화

비효율적
기도청결

객관적 징후 무호흡
호흡깊이 변화

청색증
창백증
발열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호흡리듬 변화
점액 양 질 변화
기침반사 소실
기침 시 통증

주관적 증상 불안 안절부절 공포

관련요인 분비물 증가
투약

감염
미숙아
외상
처치
피로

상기도 구조변화
신경근육장애
부동
알러지
감각장애
지각장애
인지장애

표 15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진단 주요 입력변수



   『비효율적 호흡양상』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비정상적인 동맥혈 가스가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호흡곤
란 , 빈호흡 , 청색증 , 불규칙한 호흡 , 기좌호흡 , 폐활량 감소가 있으며 , 한 가지 모
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빈맥 , 과호흡 , 부속호흡근 사용 , 진탕음 , 기침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숨이 참이 있다 .

   관련요인에는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기도협착 , 기도흡인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감염 , 신경근육장애 , 통증 , 지각장애 , 인지장애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알러지 , 근골격장애 , 처치 , 흡인 , 정서장애 , 피로 등이 있
다 .

   『영양불균형 : 신체요구량 보다 적음』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섭취량 부족 , 식욕부진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연하곤란 , 설사 , 빈혈 , 월경중단 , 탈모가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혈청알부민 감소 , 체중감소 , 소화불량 , 복부경련 , 복통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에는 허약감 변수가 있는데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선정되었다 .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흡수장애 , 구강상태 변화가 있
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화상 , 감염 , 음식 알러지 , 가치관 /신념의 차이
가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의식수준 변화 , 정서변화 , 대사율 변
화 , 처치 , 환경적 제한 , 지식부족 등이 있다 .



간호문제 간호진단
입력변수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비효율적
호흡양상

객관적 징후 비정상적인
동맥혈 가스

호흡곤란
빈호흡
청색증
불규칙한 호흡
기좌호흡
폐활량 감소

빈맥
과호흡
부속호흡근 사용
진탕음
기침

주관적 증상 숨이참

관련요인 기도협착
기도흡인

감염
신경근육장애
통증
지각장애
인지장애

알러지
근골격장애
처치
흡인
정서장애
피로

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보다
적음

객관적 징후 섭취량 부족
식욕부진

연하곤란
설사
빈혈
월경중단
탈모

혈청알부민 감소
체중감소
소화불량
복부경련
복통

주관적 증상 허약감

관련요인 흡수장애
구강상태 변화

화상
감염
음식알러지
가치관 신념의 차이

의식수준변화
정서변화
대사율 변화
처치
환경적 제한
지식부족

표 16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진단 주요 입력변수 계속



   『비효과적 조직관류』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말초동맥 박동 감소 및 부재 , 사지혈압 변화가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
정된 변수는 피부상태 변화 , 창백증 , 감각기능 저하 , 위축된 흉터가 있으며 , 한 가
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소변량 감소 , 상처 회복 지연 , 손톱 건조 , 두껍고 단단
함 , 손톱 성장 지연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의 변수는 없고 ,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혈
액흐름장애 , 대사율 변화 , 부동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임신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체액불균형 , 가스교환장애 , 투약 , 처치 , 

인지장애 등이 있다 .

   『체액부족』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소변량 감소가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소변농축 , 맥박증가 , 건조한
피부 /점막 , 체온 상승 , 정신상태 변화 , 발한 , 식욕감퇴 , 부동이 있으며 , 한 가지 모
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정맥허탈 , 혈액농축 , 피부탄력성 감소 , 체중감소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갈증이 있고 , 두 가지 모형
에서 선정한 변수는 허약감이 있다 .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출혈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
서 선정된 변수는 설사 , 비정상적인 배액 , 구토 , 수분섭취 부족 , 감염 , 지식부족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화상 , 대사율 변화 , 누공 , 투약 , 신경기능
장애 , 처치 , 정서변화 등이 있다 .



간호문제 간호진단
입력변수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비효과적
조직관류

객관적 징후
말초동맥 박동 감소
및 부재
사지혈압 변화

피부상태 변화
창백증
감각기능 저하
위축된 흉터

소변량 감소
상처회복 지연
손톱 건조 두껍고
단단함
손톱성장 지연

주관적 증상 변수 없음

관련요인
혈액흐름 장애
대사율 변화
부동

임신

체액불균형
가스교환문제
투약
처치
인지장애

체액부족

객관적 징후 소변량 감소

소변농축
맥박증가
건조한 피부 점막
체온 상승
정신상태 변화
발한
식욕감퇴
부동

정맥허탈
혈액농축
피부탄력성 감소
체중감소

주관적 증상 갈증 허약감

관련요인 출혈

설사
비정상적인 배액
구토
수분섭취 부족
감염
지식부족

화상
대사율 변화
누공
투약
신경기능장애
처치
정서변화

표 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진단 주요 입력변수 계속



   『급성 통증』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경직된 얼굴표정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맥박변화 , 혈압 변화 , 

호흡수 변화 , 산만한 행동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비정상적인
자세 , 근육긴장도 변화 , 동공확대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통증 호소가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신경과민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공
포 , 흥분 , 사고과정의 변화 , 자기집중 등이 있다 .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생물학적 손상요인 , 물리적 손
상요인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없고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화학적 손상요인 , 심리적 손상요인 등이 있다 .

   『변비』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배변
시 힘이 듦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복부팽만 , 배변 시 통증 , 배
변횟수 감소 , 복부에서 덩어리 만져짐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단단한 변 , 복통 /요통 , 장음감소 , 두통 , 식욕부진 , 오심 , 항문소양감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복부 /직장의 포만감이나 압
박감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불완전한 배변느낌이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없다 .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수분섭취 부족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없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배변습관 , 활동
부족 , 신경근육장애 , 임신 , 투약 , 대사율 변화 , 처치 등이 있다 .

   『설사』간호문제에서 객관적 징후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배변
횟수 증가가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수분 /전해질 불균형 , 복통 , 묽
은 변 , 변의 색 /냄새 변화가 있으며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경련성 복
통 , 장음빈도 증가 , 변의 양 /유동성 증가 , 항문의 자극 등이 있다 . 

   주관적 증상에서 제시된 긴박감은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관련요인 중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감염이 있고 , 두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없고 , 한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는 자극성 음식 , 투약 , 정서변
화 등이 있다 .



간호문제 간호진단
입력변수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급성통증

객관적 징후 경직된 얼굴표정

맥박 변화
혈압 변화
호흡수 변화
산만한 행동

비정상적인 자세
근육근장도 변화
동공확대

주관 적
증상 통증 호소 신경과민

공포
흥분
사고과정의 변화
자기 집중

관련요인 생물학적 손상요인
물리적 손상요인

화학적 손상요인
심리적 손상요인

변비

객관적 징후 배변 시 힘이 듦

복부팽만
배변 시 통증
배변횟수 감소
복부에서 덩어리 만
져짐

단단한 변
복통 요통
장음 감소
두통
식욕부진
오심
항문소양감

주관적 증상 복부 직장의 포만
감이나 압박감 불완전한 배변 느낌

관련요인 수분섭취 부족

배변습관
활동부족
신경근육장애
임신
투약
대사율벼화
처치

설사

객관적 징후 배변횟수 증가

수분 전해질 불균형
복통
묽은 변
변의 색 냄새 변화

경련성 복통
장음빈도 증가
변의양 유동성증가
항문의 자극

주관적 증상 긴박감

관련요인 감염
자극성 음식
투약
정서변화

표 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진단 주요 입력변수 계속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규규규칙칙칙

   10개의 간호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진단 주요 입력변수들을 선정하였고 ,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을
if-then 형식으로 전환하여 간호진단 규칙을 표현하였다 . 

   간호진단의 추론은 일련의 규칙들에 있어서 조건이 먼저 예시화되고 이에 따
라 규칙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전향적 추론기법 (forward chaining) 기법에 의한
규칙을 적용시켰다 . 간호진단은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이 순서대로 적용되면
이들 규칙은 조건부에서 간호진단 선택의 부목표를 달성시키고 , 이 설정된 부목표
는 간호진단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론부 규칙의 선택과 적용으로서 작용
한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지식베이스에는 간호진단에 대한 사실과
규칙들이 포함되어진다 . 각 사실과 규칙은 이름 (q1a1, q1a2, q1a3...)으로 식별된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사용된 지식베이스에 포함되는 간호진단 규
칙을 다음 표 19.에 제시하였다 .



간호
문제

주요 입력변수
간호진단 규칙

객관적 징후 주관적 증상

가스
교환
장애

저산소증
산소포화도감소
과호흡

비효
율적
기도
청결

무호흡
호흡깊이
변화

불안

비효
율적
호흡
양상

비정상적인
동맥혈가스 숨이 참

영양
불균
형

섭취량 부족
식욕부진 허약감

비효
과적
조직
관류

말초동맥 박동
감소 및 부재
사지혈압 변화

표 간호문제별 간호진단 규칙

※ 감염의 위험 간호문제는 잠재적 간호문제로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이 제시되지 않아 간호규칙이
도출되지 않았음 .



간호
문제

주요 입력변수
간호진단 규칙

객관적 징후 주관적 증상

체액
부족

소변량 감소 갈증

급성
통증

경직된 얼굴
표정

통증호
소

변비 배변 시 힘
이 듦

복부
직장의 포만
감이나 압박
감

설사 배변횟수
증가

표 간호문제별 간호진단 규칙 계속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모모모형형형

   간호진단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함수를 통해 사후 확
률값 도출 공식에 대입할 x를 계산하고 , 이를 사후확률값 공식에 대입하여 나온
사후확률값으로 간호진단 여부를 판별하였다 . 사후 확률값은 0과 1사이 값을 갖는
데 간호진단의 절단값 (cutoffpoint)은 사후확률값 0.5로 하였다 .

     y=log( x) 에서 x에 대입할 회귀함수를 구하고 , 이를 기반으로 사후 확률값을
도출하였는데 ,  사후확률값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사후 확률값     p=  
   

 ,     0<p<1

  

   각 간호문제별로 도출된 회귀함수에 환자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변수를 0 이나 1의 값으로 입력하여 각 변수별로 가중되어 있는 parameter 

estimates 값과 곱한 다음 최종 회귀함수 값을 도출한다 . 이렇게 도출된 x값을 위
의 y=log(x) 공식에 x에 대입한 후 exponential 치환하여 계산한다 . 그 다음 이 값
을 사후확률값 공식에 대입하여 p값이 0과 1사이에 있는지 확인 한 후 p>0.5 이상
이면 해당 간호문제를 자동 도출한다 .

   다음은 데이터마이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간호문제별 회귀함수
이고 , 본 연구에서는 이 회귀함수를 간호진단 모형으로 해서 간호진단을 자동으로
도출하였다 .

다음 표 21.은 간호진단 모형을 간호문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 간호진단 모형은 간
호문제별로 q1 가스교환장애 간호문제부터 q10 설사 간호문제까지 명명하였고 , q1

인 가스교환장애를 예를 들면 , 객관적 징후는 q1a1, q1a2..로 표시하였고 , 주관적
증상은 q1aj1, q1aj2..로 표시하였다 . q2 감염의 위험성 간호문제는 잠재적 간호문
제로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 항목이 최영희 등 (1998)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과 간호문제와의 관계를 표현한 간호진단 모형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간호문제명 간호진단 모형

가스교환장애

비효율적
기도청결

비효율적
호흡양상

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보다
적음

비효과적
조직관류

체액부족

급성 통증

변비

설사

표 21간호문제별 간호진단 모형

※ 간호진단 모형은 y=log(x)의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x값을 구한 뒤 그 값을 exponential 치환하여 계산한다 . 그 다음 이 값을 사후확률값 공식에
대입하여 p값이 0과 1사이에 있는지 확인 한 후 p>0.5 이상이면 해당 간호문제를 자동 도출한다 .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지지지식식식표표표현현현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예예예측측측모모모형형형 간간간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간호평가 예측모형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결과지표가 간호목표
로서 간호결과를 예측하는 정도를 예측 모형으로 도출한 것이다 . 간호평가 예측모
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데이터 마이닝의 assessment tool을 이용하여 민감도 , 특
이도 , 정확도 등을 평가하고 ROC 예측도를 비교하였다 . 다음 표 22.에서 표 23.은
간호문제별로 간호평가 데이터 마이닝 예측모형 간의 타당도를 비교한 표이다 .

 

간호문제 데이터 마이닝
모형

예측도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가스교환장애
†

감염의 위험
 †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효율적 호흡양상  †

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 보다 적음

 †

 †

비효과적 조직관류  †

체액부족
 †

표 22간호문제별 간호평가 예측모형의 타당도 비교

* 데이터 마이닝 모형 중 민감도가 높은 모형 , †데이터 마이닝 모형 중 정확도가 높은 모형
※ 본 연구에서는 NN(neural network), DT(decision tree), LR(logistic regression) 모형
이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었다 . 



간호문제 데이터 마이닝
모형

예측도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급성 통증
 †

변비  †

설사
 †

표 23간호문제별 간호평가 예측모형의 타당도 비교 계속

 * 데이터 마이닝 모형 중 민감도가 높은 모형
 †데이터 마이닝 모형 중 정확도가 높은 모형
 ※ 본 연구에서는 NN(neural network), DT(decision tree), LR(logistic regression) 모형이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었다 .

   10개 간호문제에 대한 간호평가 모형의 예측도를 비교한 결과 신경망분석모형
의 예측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가스교환장애 , 영양불균형 : 신체요구량보다 적음 , 

체액부족 , 급성 통증 , 설사 등 5개였다 . 의사결정나무분석모형의 예측도가 가장 높
은 경우는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효율적 호흡양상 , 비효과적 조직관류 , 변비 등 4

개였고 , 신경망분석 모형의 예측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감염의 위험과 영양불균
형 : 신체요구량 보다 적음 등 2개였다 . 영양불균형 간호문제의 경우엔 신경망분석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의 예측도가 동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개 간호문제에 대한 간호평가 모형 중 가장 예측도가 높은 모형은 영양불균
형으로 98.09%였고 ,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변비로 98.56%였다 .

   구축한 모형의 성능을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에 의해 판단하고
자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의 예측도를 살펴보았다 . 

   ROC 곡선의 결과를 그림 4.에서 각 경우를 비교해 보면 0.1의 1-특이도에서
로지스틱회귀모형 , 의사결정나무모형 , 신경망모형의 민감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신경망모형의 민감도가 같아서 그래프가 겹쳐져 있다 . 이것은



해당 ‘1-특이도‘의 상황에서 오분류율이 로지스틱회귀모형과 신경망모형이 동시에
낮음을 뜻해 , 세 모형 중 가장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

그림 4. 영양불균형 간호문제의 간호평가 예측모형의 ROC 곡선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모모모형형형 간간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지지지표표표 비비비교교교

   간호목표로서 간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결과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데
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 간호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고자 종속변수를 간호목표 달성 여부로 하고 , 간호결과지표를 독립변수
로 하여 chi-square 분석을 시행하였고 ,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
였다 . chi-square 분석 결과 모든 간호결과지표가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지표는 NOC 문헌을 참
고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에 간호결과 지표로 제시된 변수들이 이미 타당성 검증연
구를 통해 타당도가 높은 변수들로 구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 하지만
간호목표별 간호결과지표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제한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간호목표별로 좀 더 변수를 요약하고 그중 더 중요
한 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간호진단 부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첫째 ,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예측모형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변수들을 비교하였고 , 둘째 , 세 가지 모형
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

   데이터 마이닝 예측모형 중 타당도가 높았던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에서 선정
한 변수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들 그리고 신경망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연결강도인 weight 값으로 입력변수의 기여도 순위를 비교하여 주
요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다음의 표 24.부터 표 33.까지는 신경망 분석에서 weight 값에 따라 정해진
기여도 순위에서 상위 50% 이내 순위를 받은 변수들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
해 선정된 변수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parameter estimates 

값을 기준으로 선정된 입력변수들을 *, † ‡ 표시 하였다 .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인지적 상태 ‡

호흡의 용이성 ‡

산소분압 † ‡

이산화탄소 분압 ‡

동맥 내 ‡

산소포화도 ‡

‡

흉부 선 소견 ‡

환기기 환류 균형 ‡

휴식 시 호흡곤란
힘든 작업 시 호흡곤란 ‡

안절부절 ‡

청색증 † ‡

졸리움

표 24가스교환장애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감염 심각성

발진 ‡

가피 없는 수포
냄새나는 삼출물 ‡

화농성 배액 ‡

농뇨증 ‡

발열 † ‡

저체온증
체온 불안정
통증 압통 † ‡

위장관증후군 ‡

림프선증대
허약감
오한 ‡

기면 ‡

식욕상실 ‡

흉부 선 침윤
혈액 배양 집락
객담 배양 집락
뇌척수액 배양 집락
상처 부위 배양 집락 ‡

소변 배양 집락 ‡

대변 배양 집락 ‡

백혈구 수 증가
백혈구 수 감소 ‡

표 25감염의 위험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인지적 상태
호흡의 용이성 ‡

산소분압 † ‡

이산화탄소 분압
동맥 내
산소포화도 ‡

흉부 선 소견
환기기 환류 균형 ‡

휴식 시 호흡곤란
힘든 작업 시 호흡곤란
안절부절 † ‡

청색증
졸리움 ‡

흡인관리

위험요소 확인하기 † ‡

위험요소 피하기
연하능력에 따라 음식 선택하기 † ‡

식사 음수 시 스스로 옆으로 자세
취하기 † ‡

적절한 경도의 음료와 음식 선택
하기

호흡기상태
기도개방

호흡의 용이성 † ‡

호흡률 ‡

호흡 리듬 † ‡

기도 밖으로 객담 배출 †

기도 밖으로 폐쇄물 배출 ‡

불안
두려움
숨막힘 ‡

우발적 호흡음

표 26비효율적 기도청결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호흡기 상태
환기

호흡률 †

호흡 리듬
흡입의 깊이 ‡

대칭성 흉부 확장 ‡

호흡의 용이성
기도 밖으로 객담 배출 †

발성 ‡

공기의 배출 ‡

타진음
청진된 호흡음 ‡

폐활량 ‡

‡

흉부 선 소견 ‡

보조근 사용 †

우발적 호흡음 ‡

흉부 견인

휴식 시 호흡곤란 ‡

활동 시 호흡곤란 ‡

기좌호흡 ‡

가쁜 숨 ‡

촉감 진탕음

표 27비효율적 호흡양상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영양상태

영양섭취 † ‡

음식 섭취 † ‡

음료 섭취 ‡

체중 신장 비율 † ‡

헤마토크릿 ‡

수화 ‡

영양상태
음식 음료섭취

구강 음식 섭취 † ‡

음식관 섭취 ‡

구강 수분 섭취 ‡

정맥 내 수액 섭취 † ‡

비경구적 영양 섭취 ‡

표 28 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 보다 적음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
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조직 통합성
피부 및 점막

피부 온도 † ‡

감각 † ‡

탄력성
수화
발한 ‡

피부결
두께
조직 관류 ‡

피부 체모 성장 ‡

피부 통합성 † ‡

비정상적 색소 침착 ‡

피부 병변
점막 병변 ‡

흉터 조직 ‡

피부 암
피부 박편 ‡

피부 스케일링
홍반 ‡

표백 ‡

괴사
경화

표 29비효과적 조직관류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예측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체액 균형

혈압 † ‡

요골 맥박수 ‡

중간 동맥압 ‡

중심 정맥압 ‡

폐 분기압
시간섭취 배설량균형 ‡

피부 탄력성 † ‡

촉촉한 점막 ‡

혈청 전해질 † ‡

요비중 ‡

체위성 저혈압
복수 ‡

말초 부종 ‡

혼동
갈증 ‡

어지러움 ‡

표 30.체액부족 간호목표의 데이터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안위 수준

신체적 안녕 † ‡

징후 조절 † ‡

정신적 안녕 ‡

물리적 환경
병실 온도 ‡

사회적 관계 ‡

영적 생활 ‡

독립성 수준 ‡

통증 조절 † ‡

통증 조절

통증 발생시기 파악하기 ‡

원인요소 기술하기 † ‡

전반적인 징후 감시용 일지 사용하기 ‡

예방적 방법 사용하기 ‡

비 진통제적 경감 방법 사용하기 † ‡

건강관리전문가에게 통증의 징후
나 위치의 변화를 말하기 ‡

건강관리전문가에게 조절되지 않는
징후 말하기 † ‡

이용 가능한 자원 사용하기

통증과 연관된 징후 파악하기 ‡

조절된 통증 말하기 ‡

표 31급성 통증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변 배설

배설 양상 † ‡

장운동 조절 ‡

변 색깔 ‡

식이에 대한 변의 양 ‡

변의 연성과 형태 ‡

배변의 용이성 † ‡

괄약근 긴장도 ‡

변 배출을 위한 근 근장도 ‡

보조제 없이 배변 ‡

대변 내 지방
대변 내 혈액 † ‡

대변 내 점액
변비 ‡

설사
변비 완화제의 남용 ‡

배변 시 통증 ‡

표 32변비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간호목표 간호결과 지표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

순위
백분율

배변 조절

배변의 긴박감 인식 † ‡

예견되는 배변 양상 유지 ‡

배변 조절 유지 ‡

최소 하루 회 이상의 배변 ‡

배변 조절에 적당한 괄약근 긴장도 ‡

괄약근 신경 기능 ‡

적시에 긴박감에 반응하는 방식

배변 억제 위해 적절한 보조제 사용 ‡

긴박감과 변 배출 사이에 화장실 가기

독립적배변을위한장애없는환경유지 ‡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 ‡

적절한 양의 섬유소 섭취 ‡

음식섭취와 변의 일관성 관계 설명 † ‡

변의 양과 일관성 모니터 ‡

독립적으로 배변 ‡

표 33설사 간호목표의 데이터 마이닝 모형 간 간호결과지표 비교

* 신경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변수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모모모형형형에에에서서서 선선선정정정된된된 주주주요요요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지지지표표표

   다음의 표 34.부터 표 36.은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인 신경망분석 , 의사결
정나무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에서 선정된 주요 간호결과지표들을 제시하였는데 , 

각 간호문제별 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다
음과 같다 .

   간호문제 가스교환장애의 『호흡기 상태 : 가스교환』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
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산소분압 , 청색증 등이 있었다 .

   간호문제 감염의 위험의『감염심각성』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발열 , 통증 /압통 등이 있었다 . 

   간호문제 비효율적 기도청결의 경우엔 『호흡기 상태 : 가스교환』간호목표에
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산소분압 , 안절부절 등이 있었고 , 

『흡인관리』간호목표에서는 위험요소 확인하기 , 연하능력에 따라 음식 선택하기 , 

식사 , 음수 시 스스로 옆으로 자세 취하기 등이 있었다 . 『호흡기 상태 : 기도개
방』간호목표에서는 호흡리듬이 있었다 .

   간호문제 비효율적 호흡양상의『호흡기 상태 : 환기』간호목표에서는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지표는 없었다 .

   간호문제 영양불균형 : 신체요구량보다 적음의 경우엔『영양상태』간호목표에
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체중 /신장 비율이 선정되었고 , 『영
양상태 : 음식&음료 섭취』에서는 세 가지 모형에 의해 선정된 지표가 없었다 .

   간호문제 비효과적 조직 관류의『조직 통합성 : 피부 및 점막』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피부온도 , 감각 , 피부 통합성 등이 있었
다 .

   간호문제 체액부족의『체액균형』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
결과지표는 혈압 , 피부탄력성 , 혈청 전해질이 있었다 .

   간호문제 급성통증의 경우『안위수준』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는 신체적 안녕 , 통증 조절이 있고 , 『통증 조절』간호목표에선 원인
요소 기술하기 , 비진통제적 경감방법 사용하기 , 건강관리전문가에게 조절되지 않



는 징후 말하기 등이 있었다 .

   간호문제 변비의 『변 배설』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과
지표는 배설양상 , 배변의 용이성 , 대변 내 혈액 등이 있었다 . 

   간호문제 설사의『배변 조절』간호목표에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된 간호결
과지표는 배변의 긴박감 인식이 있었다 .



간호문제 간호목표
간호결과지표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가스교환
장애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산소분압
청색증

호흡의 용이성
이산화탄소분압
동맥 내
산소포화도

인지적 상태

흉부 선 소견
환기기 환류 균형
힘든 작업 시 호흡
곤란

안절부절

감염의
위험 감염심각성 발열

통증 압통

냄새나는 삼출물
화농성 배액
농뇨증
위장관 증후군
대변 배양 집락
백혈구수 감소

가피 없는 수포
오한
기면
식욕상실
객담 배양 집락
뇌척수액 배양 집락
상처부위 배양 집락
백혈구수 증가

비효율적
기도청결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산소분압
안절부절

호흡의 용이성
환기기 환류 균형

인지적 상태
동맥 내
산소포화도
청색증
졸리움

흡인관리

위험요소 확인하기
연하능력에 따라
음식 선택하기

식사 음수 시 스스로
옆으로 자세 취하기

호흡기상태
기도개방 호흡리듬 호흡의 용이성

기도 밖으로 객담 배출

호흡률
기도밖으로폐쇄물배출
숨막힘

표 34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주요 간호결과지표



간호문제 간호목표
간호결과지표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비효율적
호흡양상

호흡기 상태
환기

호흡률
흡입의 깊이
발성
청진된 호흡음
폐활량
흉부 선 소견
휴식 시 호흡곤란
활동 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호흡 리듬
대칭성 흉부 확장
기도밖으로객담배출
공기의 배출

우발적 호흡음
흉부 견인
가쁜 숨

영양
불균형

영양상태 체중 신장 비율

영양섭취
음식섭취
음료섭취
헤마토크릿

수화

영양상태
음식 음료섭취

구강음식 섭취
음식관 섭취
구강 수분 섭취
정맥 내 수액 섭취

비경구적 영양 섭취

비효과적
조직관류

조직통합성
피부 및 점막

피부온도
감각
피부 통합성

발한
조직 관류
피부 체모 성장

비정상적 색소 침착
점막 병변
흉터 조직
피부 박편
피부 스케일링
홍반
표백
경화

표 35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주요 간호결과지표 계속



간호문제 간호목표
변수를 선정한 모형 수

세 가지 모형 두 가지 모형 한 가지 모형

체액부족 체액 균형
혈압
피부탄력성
혈청 전해질

요골맥박수
중간 동맥압
축축한 점막
요비중
말초 부종

중심 정맥압
폐분기압
시간 섭취 배설량
균형
복수
갈증
어지러움

급성 통증

안위수준 신체적 안녕
통증 조절

징후 조절
정신적 안녕
병실온도
영적 생활

사회적 관계
독립성 수준

통증 조절

원인요소 기술하기
비진통제적경감방법
사용하기
건강관리전문가에게
조절되지않는징후
말하기

전반적인 징후 감시용
일지 사용하기
예방적 방법 사용하기

통증발생시기파악하기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통증의 징후나 위치
변화 말하기
통증과 연관된 징후
파악하기
조절된 통증 말하기

변비 변 배설
배설양상
배변의 용이성
대변 내 혈액

장운동 조절
괄약근 긴장도
변배출을위한근근장도
변비완화제의남용

변색깔
식이에 대한 변의 양
변의 연성과 형태
보조제 없이 배변
변비
배변시 통증

설사 배변 조절 배변의 긴박감 인식

예견되는배변양상유지
최소하루회이상의배변
괄약근신경기능
배변 억제 위해 적절한
보조제사용
음식 섭취와 변의 일관성
관계설명
독립적으로배변

배변 조절 유지
배변 조절에 적당한
괄약근 긴장도
독립적 배변을 위한
장애없는 환경 유지
적절한양의수분섭취
적절한양의섬유소섭취
변의양과일관성모니터

표 데이터 마이닝 모형에서 선정된 주요 간호결과지표 계속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규규규칙칙칙

   10개의 간호문제와 관련된 13개 간호목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간호결과지표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 이렇
게 선정된 변수들을 if-then 형식으로 전환하여 간호평가 규칙을 표현하였다 . 

   간호목표의 추론은 일련의 규칙들에 있어서 조건이 먼저 예시화되고 이에 따
라 규칙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전향적 추론 (forward chaining) 기법에 의한 규칙
을 적용시켰다 . 간호목표는 간호결과지표가 순서대로 적용되면 이들 규칙은 조건
부에서 간호목표 선택의 부목표를 달성시키고 , 이 설정된 부목표는 간호목표의 종
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론부 규칙의 선택과 적용으로서 작용한다 . 

다음의 표 37.과 표 38.에는 간호목표별 간호평가 규칙이 제시되었다 .



간호
문제 간호목표 주요 간호결과지표 간호평가 규칙

가스
교환
장애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산소분압
청색증

감염
의
위험

감염심각성 발열
통증 압통

비효
율적
기도
청결

호흡기상태
가스교환

산소분압
안절부절

흡인관리

위험요소 확인
연하능력에

따른 음식 선택
식사 음수 시

측와위 취함
호흡기
상태
기도개방

호흡리듬

비효
율적
호흡
양상

호흡기 상태
환기

세 가지 모형에서 선
정된 지표 없음

영양
불균
형

영양상태 체중 신장 비
율

영양상태
음식 음료
섭취

세 가지 모형에서 선
정된 지표 없음

비효
과적
조직
관류

조직통합성
피부 및 점
막

피부온도
피부통합성
감각

표 37간호목표별 간호평가 규칙



간호
문제 간호목표 주요 간호결과지표 간호평가 규칙

체액
부족

체액균형
혈압
혈청전해질
피부탄력성

급성
통증

안위수준
신체적 안녕
통증 조절
징후 조절

통증조절

원인요소 기술
비 진통제적

경감방법 사용
건강관리전문가

에게 조절되지 않는 징후
말하기

변비 변배설
배설 양상
배변의 용이성
대변 내 혈액

설사 배변억제 배변의 긴박감
인식

표 간호목표별 간호평가 규칙 계속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에서는 간호평가모형을 도출하고자 데이터 마이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해 회귀함수를 구하였다 . 각 결과지표 변수들과 간호결과와의 관련성은
parameter estimates 값으로 도출되는데 이렇게 도출된 parameter estimates 값과
각 결과지표를 곱하고 여기에 intercept값을 더하여 전체 간호 평가 모형을 만들었
다 .  간호평가 모형은 표 39.와 표 40.에 제시되어 있다 .

   각 간호결과지표와 parameter estimates 값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성된 회귀
함수에 선택된 간호결과지표는 1을 대입하고 , 선택되지 않은 지표는 0을 대입하여
값을 도출하였다 .  이렇게 도출된 값으로 회귀함수식 y=log( x) 에 x값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x값을 가지고 사후 확률값을 구하였다 . 다음의 사후확률 식에
expotentional 치환하여 p값이 0과 1사이에 있는지 확인 한 후 p>0.5 이상이면 해
당 간호결과를 자동 도출하게 된다 . 

        p=  
   

 ,     0<p<1

 



간호문제 간호목표 간호평가 모형

가스교환
장애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 × × × × ×
× × × × × ×
× ×

감염의
위험 감염심각성

× × × × × ×
× × × × × ×

× × × × × ×
× × × × × ×

비효율적
기도청결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 × × × × ×
× × × × × ×

× ×

흡인관리 × × × × ×
호흡기상태

기도개방

× × × × × ×
× × ×

비효율적
호흡양상

호흡기
상태
환기

× × × × ×
× × × × × ×
× × × × × ×
× × × × ×

영양불균
형

영양상태 × × × × ×
×

영양상태
음식 음료
섭취

× × × × ×

비효과적
조직관류

조직통합성

피부 및
점막

× × × × × ×
× × × × × × ×
× × × × × ×
× ×

표 39간호목표별 간호평가 모형

간호평가 모형은 y=log(x)의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x

값을 구한 뒤 그 값을 exponential 치환하여 계산한다 . 그 다음 이 값을 사후확률값 공식에 대입하여 p

값이 0과 1사이에 있는지 확인 한 후 p>0.5 이상이면 해당 간호목표를 자동 도출한다 .



간호문제 간호목표 간호평가 모형

체액부족 체액균형
× × × ×

× × × × × × ×
× × × × ×

급성 통증

안위수준 × × × × ×
× × × ×

통증조절 × × × × ×
× × × × ×

변비 변 배설
× × × ×

× × × × × × ×
× × × × ×

설사 배변 조절

× × × ×
× × × ×
× × × × ×

× ×

표 간호목표별 간호평가 모형 계속

간호평가 모형은 y=log(x)의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x

값을 구한 뒤 그 값을 exponential 치환하여 계산한다 . 그 다음 이 값을 사후확률값 공식에 대입하여 p

값이 0과 1사이에 있는지 확인 한 후 p>0.5 이상이면 해당 간호목표를 자동 도출한다 .



C. C. C. C.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1. 1. 1. 1.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CDSSCDSSCDSSCDSS의의의 데데데이이이터터터웨웨웨어어어하하하우우우스스스 설설설계계계

본 간호과정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을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데이터분석에 필요한 항목을 정의하여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데이
터 마트를 설계하였다 데이터 마트는 환자일반정보와 간호과정정보로 크게 나뉜
다 환자일반정보는 입원정보 신체검진정보 검사정보로 구분되고 간호과정 정보
는 간호과정에 따라 객관적 징후 주관적 증상 간호문제 관련요인 간호진단 간
호목표 간호중재 간호활동 간호결과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변수들로 아래와 같은 스키마 를 구성하였다
그림 은 환자 일반정보 스키마이고 그림 은 간호과정 정보 스키마이다 본

래 환자일반정보와 간호과정 정보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스키마인데 두 페이지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두 가지의 스키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두 가지 스키마의 연계성을 설명하고자 그림 의 스키마에서 환자일반정보와의
연계 그림을 추가하였다



그림 5.간호과정 CDSS의 환자일반정보 스키마



그림 6.간호과정 CDSS의 간호과정 정보 스키마

Patient Patient Patient Patient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InformationInformationInformationInformation



2. 2. 2. 2.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본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임상 간호사들의 간호과정 의사결정
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 ,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앞서서 설명하였으므로 , 

주요화면 및 기능을 간락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시스템은 환자의 일반정보 , 간호과정 정보 화면으로 구성되는데 , 환자의 일
반정보는 입원정보 , 신체검진 정보 , 검사정보로 구분된다 . 

   입원정보는 입원경로 , 입원방법 , 입원동기 (주증상 , 발병일 ), 과거력 , 투약력 , 

흡연력 , 음주력 , 환자병식 , 보조기구 사용 여부 등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체검진 정보는 기본적 상태 , 전반적 상태 , 계통별 상태로 구분되는데 , 기본
적 상태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신체계측 자료를 그래프화 하여 변화의 추이를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반적 상태는 통증 , 수면상태 , 활동상태 , 정서상태 , 

사고과정 , 신체적 변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계통별 상태는 피부계 , 소화기
계 , 순환기계 , 호흡기계 , 근골격계 , 감각신경계 , 비뇨기계 , 내분비계 등의 계통별
이상 상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검사정보는 병원정보시스템의 검사정보시스템 (LIS)과 연동되어 환자의 검사결
과를 조회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

   간호과정 정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평
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간호문제 , 관련요인 , 간호진단 , 간호결과지표 조회 , 간호목표 , 간호중재 , 간
호활동 , 간호결과지표 평가로 구성된다 .

   간호과정 정보 중 사정단계에서 객관적 징후 데이터는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
터 베이스와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간호진단 단계는 시스템이 간호진단
모형의 사후확률값을 근거로 간호문제를 자동 도출한 뒤 선택된 관련요인과 결합
하여 텍스트로 최종 선정된 간호진단을 제언하는 기능을 가진다 .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 단계는 간호중재에 따라 간호활동을 연계하도록 구성하
여 간호중재가 선정되면 자동으로 간호활동이 제시되고 , 특히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파악된 우선 간호활동이 먼저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

   간호평가 단계는 간호결과지표 조회 단계와 간호결과지표 평가 단계로 나뉘어
서 구성되었는데 간호결과 지표 조회 단계는 환자의 사정 항목에 해당되는 지표
들을 간호사정 단계에서 파악된 환자의 객관적 징후나 주관적 증상과 연계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시해주고 , 제시된 간호결과지표들을 근거로 간호평가 모형에
대입한 뒤 사후확률값에 근거하여 간호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 간호결과지표
평가단계에서는 제시된 간호결과지표 항목에 대해 간호사가 5점 척도에 따라 점
수를 산정하면 시스템이 목표 달성률을 제시하고 , 간호결과 지표 항목의 변화 추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목표 달성률은 환자와 관련된 간호결과지
표로 제시된 항목 중에서 5점을 달성한 간호결과지표 수를 분모로 하고 , 5점을 달
성하지 못한 간호결과지표 수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하도록 하였
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초초초기기기화화화면면면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첫 화면에 간호사의 ID, password를 입력
하면 시스템이 시작된다 .

그림 7.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초기 화면



환환환자자자정정정보보보

(1) 환자상세 정보
  

   두 번째로 환자상세 정보 메뉴를 통해 간호과정을 적용할 환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환자 일반정보로 들어간다 .

   

그림 8. 환자상세 정보 화면



환자일반정보

   세 번째로 환자를 조회한 후 환자일반정보 화면으로 가면 환자의 입원정보 , 

신체검진 정보 , 검사정보가 있는데 이중 입원정보 , 신체검진 정보는 간호사가 환
자 입원 시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두었던 정보를 조회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을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 검사정보는 병원정보시스템의 검사정보시스템에 저
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도록 되었다 . 

 ① 입원정보

그림 9 환자일반정보 중 입원정보 화면



② 신체검진정보

i) 기본적 상태

   기본적 상태에는 환자의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 등 활력징후와 체중 , 신장 등
의 신체계측 수치를 입력하면 그래프 보기 기능을 통해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항목을 정해서 그래프 보기를 누른 후 크게 보고 싶은 그래프를
두 번 클릭하면 그래프가 커지게 된다 .

       

그림 10. 신체검진정보 중 기본적 상태 화면



그림 11. 신체검진정보 중 기본적 상태의 체온 화면

그림 12. 신체검진 정보 중 기본적 상태의 맥박 , 혈압 화면

  

  



그림 13. 신체검진정보 중 기본적 상태 호흡 화면

 

그림 14. 신체검진 정보 중 신체계측 체중 , 신장 화면



ii) 전반적 상태

   신체검진 정보 중 전반적 상태 화면에서는 통증 , 수면상태 , 활동상태 , 사고과
정 , 신체적 변화 느낌 등의 항목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전반적 상태
나 계통별 상태에 대한 항목들은 임상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간호정보조사지를
참고로 공통적인 항목으로 구성하여 간호사들이 병동에 환자가 입원하는 시점에
병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두면 그 정보를 조회해서 입원 당시와 달라진 사
항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

그림 15. 신체검진 정보 중 전반적 상태 화면



iii) 계통별 상태

   환자의 계통별 상태는 환자의 신체사정 내용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
성하였으며 , 임상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환자 간호정보 조사지를 참고로 하여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 간호과정 지식 중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에 해당되는
용어는 최영희 등 (1997)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로 재정리하였다 .

그림 16. 신체검진 정보 중 계통별 상태 화면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정정정보보보

  (1) 간호과정 단계별 구성

   간호과정 정보 화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호과정의 전 단계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간호사정 단계인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 데이
터는 환자의 일반정보 중 환자 등록정보를 입력하면 신체검진 화면에서 기본적
상태 , 전반적 상태 , 계통별 상태 등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시하도
록 하였다 . 또한 간호사가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엔 신체검진 화면으로 이동
하여 입력하면 새롭게 추가된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관련 데이터가 자동으로
간호과정 화면에서 선택되어진다 . 

그림 17. 간호과정정보 중 간호과정 단계별 구성 화면



  자동 제시된 환자의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을 근거로 시스템은 해당 간호
문제를 제안하게 된다 .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간호문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는
데 이들 간호문제 각각의 간호진단 모형을 근거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간호문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 56세 된 박 ** 여자환자의 환자정보를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 환자의 신체사정 정보를 조회하였을 때 객관적 징후에는 호흡곤란 (q1a1), 저산
소증 (q1a2) 등이 있고 , 주관적 증상에는 혼동 (q1aj1), 피로 (q1aj6) 등이 있다면 앞서
제시한 10개의 간호진단 모형에 이상의 4개의 변수를 입력하여 시스템이 간호진
단 예측값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간호문제를 제안하게 된다 . 

식에 회귀함수 식을 대입하여 값을 구한다

가 되는데 이 값에 를 취하여 치환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사후확률값 p=  
  

 ,     0<p<1

                         = 
  
    

                        = 0.95

   간호문제로 선정하는 절단값은 p>0.5이므로 , 가스교환장애 간호문제가 자동
으로 도출된다 . 이렇게 도출된 간호문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요인을 간호사
가 판단하여 선택하면 시스템이 최종적인 간호진단을 제안하는데 , 간호진단은 (관
련요인 )과 관련된 (간호문제 ) 로 표현된다 .

   이렇게 간호진단이 도출되면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목표를 수립하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과 관련된 간호결과지표가 자동 제
시되도록 한 후 간호결과지표에 근거한 간호평가모형에 의해 간호목표가 제시되
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간호진단은 같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수립해야
하는 간호목표를 자동으로 도출하도록 하였다 . 

   간호목표에 따른 간호중재의 종류를 제시하면 , 간호사가 간호목표 달성을 위
해 적합한 간호중재를 선택하고 , 선택된 간호중재에 따라 자동으로 간호활동이 제
시되도록 하였다 . 이 때 간호활동은 본 연구의 지식수집 단계에서 임상간호사들이
선택한 간호활동의 빈도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 

 

  (2) 간호결과지표 조회 및 평가

   간호목표별 간호결과지표 확인 및 평가 버튼을 누르면 간호결과 지표 조회 및 평가
화면이 제시된다 .  간호결과지표 선택은 간호사정 단계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과
연계되는 간호결과지표가 자동으로 제시되는 부분이고 , 간호결과지표 항목 평가는 간
호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 자동으로 제시된 간호결과지표 외
에 추가할 간호결과지표 항목이 있으면 간호사가 추가할 수도 있다 . 

   간호결과지표 항목 평가에서 선택된 간호결과지표에 대해 간호사가 5점 scale 

중 해당 점수를 check 하면 분자는 5점으로 check 된 지표 개수로 하고 , 분모는
선택된 지표 의 개수로 하여 백분율을 구하면 간호목표 달성률을 제시하게 된다 .

   예를 들어 , 총 5개의 간호결과지표가 제시되었는데 , 그 중 5점으로 산정된 간
호결과지표는 3개였고 , 나머지 2개는 4점으로 산정되었다 . 이 경우에 간호목표 달
성률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변수의 개수인 2를 분자로 하고 , 목표가 달성된 변
수의 개수인 3을 분모로 하여 ,  백분율로 환산하면 목표 달성율 60%로 자동 제
시되게 된다 . 



그림 18. 간호결과지표 조회 및 평가 화면



(3) 간호결과 목표달성률 모니터링

   간호목표 달성률 그래프보기 버튼을 누르면 간호결과지표를 평가했던 시점별
목표 달성률이 그래프로 제시된다 .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의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회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

그림 19. 간호결과 목표달성률 모니터링 화면



V. V. V. V. 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일 단계로 간호과정 지식습득 과정에 따라 간호과정 지식을 정의하
고 , 정의된 간호과정 지식을 근거로 임상 간호사의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수집
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으로 표
현하였다 . 이 단계로 이렇게 습득된 간호과정 지식을 적용한 간호과정 임상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이에 연구목적에 따라 간호과정 지식정의 ,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지식표현 , 간
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지지지식식식정정정의의의

   간호과정 지식정의에 앞서 연구범위를 선정하고자 1단계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40개를 도출하였고 , 2단계로 이를 근거로 40개
의 간호문제 중 임상 간호사들이 내 ․외과 환자 간호 시에 필요한 진단이라고 여기
는 간호문제를 선정하고자 간호문제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 이러
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의 범위는 이론적 그리고 임상적으로 타당성 있는 간호
문제 10개로 선정되었다 . 

   지식정의 단계에서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로 선정된 10개의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지식을 문헌을 중심으로 정의 하였다 . 간호진단 입력변수로 정의된
지식에는 최영희 등 (1997)의 간호진단 타당성 검증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자
료들 중 10개의 간호문제와 연계되는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을 사용
하였다 . 또한 10개의 간호문제와 연계된 간호목표 , 간호중재 , 간호활동 , 간호결과
지표 등은 모두 표준화된 자료로서 NANDA, NOC, NIC 간호용어 분류체계와 이
들 체계 간의 연계를 제시한 문헌 (Johnson etc., 2001), 그리고 프로토콜 개발 연
구 (윤혜영 , 2002; 이민경 , 2004) 등을 근거로 하였다 . 

    연구에 포함된 간호문제가 내 ․외과 환자 관련 10개 간호문제로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 , 간호목표 , 간호중재 , 간호활동 , 간
호결과지표 등 간호과정 전 단계에 해당되는 지식을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지식 정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
지식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된다 .

   또한 간호결과 분류체계 (NO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결과지표가 지표 항목별
로 구체적인 정상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대한 점수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형식이어서 구체적인 간호결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 따라서 NO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결과지표 항목에 대해서 같은 간호진단을
가져도 각 대상별 (아동 , 성인 , 노인 등 )로 생리적 지표를 차별하여 제시하고 , 생리
적 지표의 범위를 등급으로 나눠서 간호결과지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틀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이는 권보은 (2001)이 생리적 지표를 간
호결과지표로 이용할 경우 대상자의 질병 진행 시기와 특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과 일관된다고 하겠다 .

   또한 이론적으로 정의된 간호과정 지식의 임상 타당성을 검증하고 내 ․외과 환
자 관련 10개 간호문제에 따란 임상 간호사의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을 수집하고
자 463명의 임상 간호사의 간호과정 지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 

   기존의 규칙 기반 시스템들은 지식공학자와 소수의 분야 전문가간의 대화를
통해 지식이 습득되어졌으나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습
득된 지식은 문제 분야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 규칙으로 표현하
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Gruber, 1991; 채영문 , 1992)는 제한
점이 제기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전문가로부터 대화를 통해 지식을
수집하는 방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임상 전문가
의 지식을 설문조사 함으로써 임상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을 수집할 수 있었다 .

   더욱이 임상 타당성이 검증된 간호과정 지식에 새로운 지식습득 방법인 데이
터 마이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간호과정 지식을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좀 더 요약할 수 있었다 .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최영희 등 (1997)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간호진단의
구성요소인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을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



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좀 더 핵심적인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도출하고 , 간호중재
별 간호활동 중 우선 중재를 파악하였으며 , 간호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간호
결과지표 중 핵심적인 간호결과 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평평평가가가 규규규칙칙칙과과과 모모모형형형
  

   기존의 간호과정 관련 전문가 시스템 중에서 간호진단 단계에 규칙 기반 추론
을 적용한 시스템과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지식습득 자동화 방안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지식을 습득한 뒤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

   간호과정 중 간호진단 단계와 간호평가 단계에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
인 신경망분석 , 의사결정나무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간호진단 및 간
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도출하였다 . 이를 통해 간호진단 입력변수 (객관적 징후 , 주
관적 증상 , 관련요인 )들과 간호결과지표들 중 어떠한 변수가 가장 간호문제와 간
호목표로서 간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고 , 이러한 주요 변수들을 근거
로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을 도출하여 if-then 생성 규칙으로 표현하였다 . 

   간호진단 규칙에 포함된 변수는 총 20개로서 객관적 징후에서 14개 변수 , 주
관적 증상에서 6개 변수였다 . 관련요인에서도 17개 변수가 선정되었으나 관련요인
은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제외되었다 .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된 간호평가 규칙에 포함된 변수는
총 14개 변수였는데 , 10개의 간호문제와 관련된 간호진단별 간호진단 규칙과 간호
목표별 간호평가 규칙은 최소한의 핵심적인 변수만을 포함하여 최영희 등 (1998)의
연구보다 더 요약되고 정제된 변수들을 선정하여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진단 입력변수와 간호결과
지표를 요약하여 주요변수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



을 만들었다 . 규칙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들과 비교
하였다 . 

   『가스교환장애』의 객관적 징후에서는 저산소증 , 산소포화도 감소 , 과호흡 등
과 관련요인의 산소공급장애가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이는 동맥혈 내 가스
분압 변화 , 빈맥 등을 제시한 김행자와 윤경이 (1995)의 연구나 산소포화도 감소를
제시한 유형숙 (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 

   『감염의 위험』에서는 최영희 등 (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객관적 징후 , 주관
적 증상 항목이 제시되지 않고 관련요인만 제시되었는데 부적절한 일차방어와 외
상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이는 유형숙 (2001)의 연구에서 제시된 부적절한
일차방어 , 처치 , 부적절한 이차방어 등과 유사하였다 .

   『비효율적인 기도청결』의 객관적 징후에서는 무호흡 , 호흡 깊이 변화 , 불안 등
이 , 관련요인에서는 분비물 증가 , 투약 등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김행자와
윤경이 (1995)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징후로 가래 많은 기침 , rhonchi/wheezing, 분비물
배출 못함 등이 제시되었고 , 유형숙 (2001)의 연구에서는 점액의 양 /질의 변화가 제시
되었다 . 관련요인에는 산소공급변화 , 과다한 분비물 , 통증 및 진정제 사용 (배영숙 , 

1994), 분비물 증가 (유형숙 , 2001) 등이 제시되었다 .

   『비효율적 호흡양상』의 객관적 징후에서는 비정상적인 동맥혈 가스 , 주관적
증상에서는 숨이 참 , 관련요인으로는 기도협착 , 기도흡인 등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선행연구에서는 증상 /징후에서 호흡곤란 , 숨이 참 , 호흡깊이 , 호흡수
(박혜진 ,1994) 등과 빈호흡 , 폐 팽창 감소 , 불안 /안절부절함 , 기침반사 억제 등 (김행
자 , 윤경이 , 1995) 그리고 통증호소 , 빈호흡 , 호흡곤란 (유형숙 , 2001) 등이 제시되었
다 . 관련요인으로는 통증 (박혜진 ,1994), 동통 , 심기능 부전 , 분비물 축적 (배영숙 , 

1994), 통증 , 마취 , 피로 (유형숙 , 2001) 등이 제시되었다 . 

   『영양불균형 :신체요구량 보다 적음』의 객관적 징후는 섭취량 부족 , 식욕부진
등이 선정되었는데 , 유형숙 (2001)의 연구에서는 섭취량 부족 , 소화불량 , 복통 , 식욕
부진 등이 선정되었다 . 본 연구의 관련요인은 흡수장애 , 구강상태 변화 등이 선정
되었는데 이는 흡수장애 , 처치 등이 제시된 유형숙 (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



   『비효과적 조직관류』의 객관적 징후는 말초동맥 박동 감소 및 부재 , 사지혈
압 변화 등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고 , 관련요인으로는 혈액흐름 장애 , 대사
율 변화 , 부동 등이 있었다 . 이는 유형숙 (2001)의 연구에서 복수 , 전신부종 , 늑막삼
출액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었다 .

   『체액부족』의 객관적 징후는 소변량 감소 , 주관적 증상에는 갈증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고 , 관련요인은 출혈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급성 통증』의 객관적 징후는 경직된 얼굴표정이 주관적 증상으로는 통증호
소가 관련요인에는 생물학적 손상요인 , 물리적 손상요인 등이 선정되었다 . 이는
얼굴표정 , 말이나 기호로 표현 등 (박혜진 , 1994)과 비슷하였고 , 관련요인에서는 손
상을 일으키는 요인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 심리적 )(박혜진 , 1994), 조직손상 , 생
물학적 요인 등 (유형숙 , 2001)이 제시되었는데 , 이 역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
들과 동일하였다 .

   『변비』의 객관적 징후는 배변 시 힘이 듦 , 주관적 증상은 복부 /직장의 포만
감이나 압박감 등이 , 관련요인은 수분 섭취 부족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설사』의 객관적 징후에서는 배변횟수 증가가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는
데 , 유형숙 (2001)의 연구에서도 배변횟수 증가가 제시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은 감염이 세 가지 모형에서 선정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진단 규칙들은 간호문제별로 도출되어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규칙이었다 .

   그러나 핵심적인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만으로는 간호진단이나 간호평가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 가지 데이터 마
이닝 기법 중 입력변수들과 결과변수간의 상대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로지스
틱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

   하지만 본 연구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한 부분은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단
계로 제한되어서 간호중재와 간호활동이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 . 

김윤정 (2004)은 간호결과와 간호중재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 간호
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간호중재 투입요소의 규명과 환자결과가 투입 요소
에 민감하고 , 또 투입요소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따



라서 추후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결과와 간호중재와의 연관성
을 증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데이터 마이닝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각 입력변수가 간호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각 간호결과지표들이 간호목표로서의 간호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
는 parameter estimates값을 각 간호입력 변수들과 간호결과지표들에 가중하여
만들어진 회귀함수식을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판별식으로 사용하여 간호진단과
간호목표가 자동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귀함수로 구성된 간호진단 모형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등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0(증상 No)이나 1(증상 Yes)로 대입하여 값을 계산
한 후 이 값을 사후확률 공식에 대입하여 P>0.5이면 해당 간호문제가 자동으로 도
출되도록 하였다 . 이렇게 도출된 간호문제에 간호사가 관련요인을 추가하면 ‘와
관련된 간호문제’ 형식으로 간호진단을 자동 제시하도록 하였다 . 시스템이 자동
으로 도출한 간호진단의 도출 근거를 사후 확률값으로 제시함으로써 간호진단 의
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간호진단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 간호평가 모형을 통해 가스교환장애
처럼 간호문제는 같지만 비효율적 기도청결 , 영양불균형 , 급성 통증 간호결과처럼
간호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선정된 주요 간호결과지표를 간호평가 모형에 대입하
여 산출되는 사후확률값을 근거로 관련성이 높은 간호목표로서의 간호결과가 제
시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 이로써 특정 간호문제를 가진 환자가 간호평가
모형에 따라 간호결과지표에 근거하여 간호목표를 자동으로 도출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간호진단 모형과 간호평가 모형을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에 지식베이스에 포함시키므로써 환자의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을 근거로 시
스템이 자동으로 간호진단을 도출할 수 있게 되어 간호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인 간호진단 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 간호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간호결과지표에 따라 간호목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간호진단이
지만 간호결과지표에 따라 간호목표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 되었다 .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모형에 의해 선정된 간호결과지표를 확인한 결과 앞



서 선정된 간호진단 입력변수와 간호결과지표들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
스교환장애를 예로 들면 , 간호진단 입력변수 중 선정된 주요변수는 저산소증 , 산
소포화도 감소 , 과호흡 등이었고 , 선정된 주요 간호결과지표는 산소분압 , 청색증
등이었다 . 

   그러나 선정된 입력변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간호결과 지표가 너무 추상적
인 문제가 있었다 . 가스교환 장애를 예로 들면 , 선정된 간호진단 입력변수는 저산
소증 , 산소포화도 감소 , 과호흡 등인데 저산소증 , 산소포화도는 산소분압 , 이산화
탄소분압 , 산소포화도 , 동맥내 pH 등으로 평가 가능하고 , 과호흡은 호흡의 용이성
으로 평가가능하다 . 하지만 간호결과지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항목으로만 제시되어
실제적인 환자의 생리적 지표가 제시될 수 있는 간호결과지표의 필요성을 파악하
였다 . 

   따라서 간호결과지표는 NOC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지표들을 사용할 뿐만 아
니라 간호진단 입력변수들의 문제해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간호진단 입력변
수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간호결과지표에서도 동일한 용어나 항목으로 제
시해주고 , 평가 항목이 환자의 생리적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생리적
지표의 범주가 대상자의 특성이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 그
럼으로써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간호문제의 해결정도를 좀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고 , 간호수행의 효과성을 가시화 할 수 있었다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간호진단 모형과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지식베이스에 포함하
여 추론하는 간호과정 CDSS를 설계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들과 차별화 되는데 , 

본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간호진단 단계의 의사결정지원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 . 즉 , 간호진단을
도출할 때 기존의 시스템은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 관련요인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여 간호사가 이러한 목록 중 환자에게서 관찰된 간호진단 하부 구성요소들
을 선택한 후 또 다시 제시되는 여러 개의 간호진단 목록 중 한 가지를 선정하도
록 되어있었다 . 이러한 시스템들은 간호사의 간호진단 의사결정 시 ‘조회’ 기능 밖
에 수행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졌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진단 입력변수 중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이 정해
지면 시스템이 간호문제를 자동으로 도출하고 , 도출한 간호문제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할 수 있는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둘째 , 간호진단 단계와 마찬가지로 회귀함수식으로 표현된 간호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간호평가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지원도 강화되었다 . 기존의 시스템들은 간
호목표 달성률 또는 수행된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평가 단계에
서 간호결과지표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간호목표로서의 간호결
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간호진단이 같으면 제시되는 간호목표와 간호결
과지표도 같아서 간호결과에 대한 민감한 평가가 제한되었다 . 실제 환자는 간호문
제는 같아도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징후와 주관적 증상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
태에 따라 같은 간호문제여도 간호목표는 달라져야 한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는 간호평가를 위해 간호결과지표에 따른 간호목표 자동 도출을 위해 간호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 

   최근 들어 환자의 건강상태는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른 징후와 증상으로 표현되
므로 일반적인 간호결과지표 외에 좀 더 정확한 간호결과 측정을 위해서는 각 진
단명 별이나 문제 그룹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Shaughnessy etc, ;박현태 , 2002; 김윤정 , 2004).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특정 간호진단을 가진 환자의 간호결과를 평가할 때는 간호결과지표에
근거하여 간호목표를 자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간호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 이로
써 간호문제는 같아도 환자의 객관적 징후 및 주관적 증상에 따라 간호목표를 다
르게 도출하여 환자의 상태에 근거한 간호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

   최근에는 환자결과에 대한 간호의 효과성과 조직에서의 생산성을 증명하기 위
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간호결과를 무엇으로 언제 측정할 것인가와 어떻
게 기술할 것인가가 간호결과 평가에 앞서 정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



다 . (김윤정 , 2004). 이에 간호결과를 언제 측정할지에 대한 방안으로 간호평가 결
과를 간호목표 달성률과 함께 그래프로 제시하여 입원 기간 동안의 간호목표 달
성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정보 수집 단계에서 환자의 주 호소 , 활력징후 , 

계통별 신체사정 내용 등 환자의 정보가 수집되어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되게 되
는데 , 본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이렇게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병원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간호과
정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웨어하우스로 구축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 이로
써 기존의 간호과정 시스템은 일일이 환자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등을 간호
사가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시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VI. VI. VI. VI. 결결결 론론론 및및및 제제제 언언언

A. A. A. A.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간호과정 지식 습득과정을 통해 간호과정 지식을 정의하고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규칙과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
용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간호과정 지식 습득 과정 중 간호과정 지식 정의 단계에서는 간호과정 관련
문헌 , 프로토콜 연구 그리고 간호사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내 ․외과 성인 환자와 관
련된 간호문제 10개를 선정한 후 이와 관련된 간호과정 지식을 정의하였다 . 

   지식 정의 단계에서 선정된 10개의 간호문제에는 가스교환장애 , 감염의 위험 , 

비효율적 기도청결 , 비효율적 호흡양상 , 영양불균형 : 신체요구량보다 적음 , 비효과
적 조직관류 , 체액부족 , 급성 통증 , 변비 , 설사 등이 있었다 . 이러한 10개의 간호문
제와 관련된 간호과정 지식에는 87개의 객관적 징후 , 20개의 주관적 증상 , 118개
의 관련요인 , 13개의 간호목표 , 33개의 간호중재 , 451개의 간호활동 , 172개의 간호
결과지표가 정의되었다 .

   지식 수집 단계에서는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10개 간호문제와의 연계가 정
의된 간호과정 지식을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여 2005년 3월 30일부터 5월 10일까
지 기간 동안 17개 의료기관의 내 ․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경력 1년 이상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 최종 46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 한 간호사 당 10개의 간호문제에 대한 간호과정 지식을 질문하여 463명으로
부터 총 4630건의 간호과정 지식을 수집하였다 . 

   지식표현 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임상 간호사의 간호과정 지식에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인 신경망 분석 , 의사결정나무 분석 ,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간호진단과 간호평가의 주요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규칙으
로 표현하였으며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모형을 회귀함수식으로 표현하였다 . 

   간호진단 규칙은 간호진단 입력변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와 간호결과지



표들 중 데이터 마이닝의 세 가지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변수들을 주요 변
수로 하여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의 if-then 생성규칙으로 표현하였는데 , 구체적으
로 객관적 징후에서 14개 변수 , 주관적 증상에서 6개 변수였다 . 관련요인에서도
17개 변수가 선정되었으나 시스템 설계 시 관련요인은 자동으로 도출되지 않고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하나만 선택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
에 규칙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된 간호평가 규칙에 포함된
간호결과지표는 총 14개였다 . 

   간호진단과 간호평가 단계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새로운 추론 알고리즘으로 간
호진단 및 간호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10개의 간호문제
중 한 개를 선별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parameter estimates 값과 입력변수를 가중하여 회귀함수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간
호진단 모형이라 칭하고 , 판별식으로 활용하였다 . 간호진단 모형에 환자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상 등 간호진단 입력변수를 0(증상 No)이나 1(증상 Yes)로 대입하
여 값을 계산한 후 이 값을 사후확률 공식에 대입하여 P>0.5이면 해당 간호문제를
자동 도출하게 하였다 . 이렇게 도출된 간호문제에 간호사가 관련요인을 추가하면
시스템은 ‘～와 관련된 간호문제’ 형식으로 간호진단을 자동 제시하도록 하였
다 . 간호평가 모형도 간호진단과 같이 parameter estimates 값과 간호결과지표를
가중하여 회귀함수식으로 표현하여 간호평가 모형이라 칭하였다 .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시스템의 특징을 위주
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 

   본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 간호진단 단계에서 간호사가 주관적으로 간호진단을
선정하는 대신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정보를 근거로 시스템이 환자의 간호진단
을 자동으로 도출하도록 설계하였다 . 또한 둘째 , 간호계획 및 간호수행 단계에서
는 간호중재별로 간호활동이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되어 핵심 간호활동을 우선적
으로 선택할 수 있고 , 셋째 , 간호평가 단계에서는 환자의 객관적 징후 , 주관적 증
상에 근거하여 간호평가 모형에 따라 간호목표가 자동으로 제시되어 간호문제는
같아도 환자가 가진 객관적 징후나 주관적 증상이 다른 경우 간호목표를 차별화
하여 제시할 수 있고 , 넷째 , 간호결과지표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간호사가 산



정하면 간호목표 달성률이 백분율로 제시되고 , 이를 누적 저장하여 평가 시점별
간호목표 달성률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또한 마지막으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였고 , 

이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되어 병원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 사정 데이터를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공유함으로써 간호과
정의 첫 단계인 간호사정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기존의 시스템들과 차
별화 되었다 .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 실무 , 연구 , 행정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첫째 , 간호 실무 측면에서 간호사의 간호과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
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 기존의 간호과정 시스템들이 구현
하지 못했던 간호진단 모형과 간호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간호과정 의사결정의 자
동화를 시도하였다 .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간호과정 도입 시 어려워하던 간호진단
단계의 의사결정이 자동화됨으로써 간호과정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임상 적
용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

   둘째 , 간호 연구 측면에서 아직은 간호학 분야에 생소한 새로운 지식습득 방
법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간호과정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지금까지 통
계적 방법으로 밝혀내지 못했던 임상의 새로운 지식이나 패턴들을 찾아내고 , 앞으
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전자간호기록시스템
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셋째 , 간호행정 측면에서 간호평가 단계에서 환자별 간호결과지표의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여 간호 중재와 간호결과 간의 관련
성을 가시화하고 , 간호인력 별 간호결과 평가도 가능해짐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의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



B. B. B. B.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제언되어진다 .

   첫째 , 간호진단 및 간호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실제 환자 데이터로 검증하는
단계까지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임
상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둘째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수집이 아닌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
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

   셋째 , 간호결과와 간호중재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간호중재와 간호활동
단계에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간호중재 규칙과 모형을 도출한 연구가
요구된다 .

   넷째 , 간호과정의 간호결과지표 부분에서 NOC에서는 간호결과지표의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환자의 객관적 징후를 생리적 지표로 구체화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간호결과지표 개발 연구가 제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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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진단 40개

김조자 등
(1989)

최영희 등
(1996)

김조자
(1996)

김정애
(2000)

김현경
(2005)

1 동동동통통통 영영영양양양부부부족족족 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성성성 영영영양양양부부부족족족 가가가스스스교교교환환환장장장애애애

2 수면장애 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성성성 활동의
지속성장애 감감감염염염 위위위험험험성성성 감감감염염염의의의 위위위험험험

3
건강유지의
변화

체온유지능력
저하의 위험성 영영영양양양부부부족족족 체온유지능력

저하의 위험성 비비비효효효율율율적적적 기기기도도도청청청결결결

4 영영영양양양부부부족족족 고체온 지식부족 고체온 비비비효효효율율율적적적 호호호흡흡흡양양양상상상

5 불안 변변변비비비 운동장애 변변변비비비
영영영양양양불불불균균균형형형 : : : : 

신신신체체체요요요구구구량량량 보보보다다다
적적적음음음

6 변변변비비비 설설설사사사 감각지각변화 설설설사사사 비비비효효효과과과적적적 조조조직직직관관관류류류

7
배뇨양상의
변화 배뇨장애 체액부족 변실금 체체체액액액부부부족족족

8
신체상
변화 가가가스스스교교교환환환장장장애애애 신체손상 위험성 배뇨장애 급급급성성성 통통통증증증

9
활동장애
가능성 수면장애 비효율적 대응 소변정체 변변변비비비

10 활동장애 자가간호결핍 배뇨장애 체액과다 설설설사사사
11 지식부족 자긍심 저하 체체체액액액부부부족족족
12 통통통증증증 불불불안안안 가가가스스스교교교환환환장장장애애애
13 만성통증 변변변비비비 기기기도도도개개개방방방유유유지지지불불불능능능
14 불안 영적 고뇌 비효율적 호흡양상
15 체액과다 자가간호부족 신체손상 위험성
16 체체체액액액부부부족족족 건강추구 행위 피부손상
17 피로 피부손상 영적 고뇌
18 절망감 신체상 장애 비효율적 대응
19 무력감 수면장애 건강추구 행위
20 두려움 운동장애
21 변실금 활동의 지속성 장애
22 소변정체 피로



김조자 등
(1989)

최영희 등
(1996)

김조자
(1996)

김정애
(2000)

김현경
(2005)

23
기기기도도도개개개방방방
유유유지지지불불불능능능 수면장애

24
비효율적
호흡양상 자가간호결핍

25 운동장애 신체상 장애

26 자긍심 저하

27 감각지각 변화

28 절망감

29 무력감

30 지식부족

31 통통통증증증

32 만성 통증

33 불안

34 두려움



부록 2. 내 ․외과 환자 관련 간호문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도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경입니다

본 설문지는 내․외과 환자 관련 간호진단을 중심으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내․외과 환자 관련 간호진단을 선
정하고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간호사들의 핵심적 임상 의사결정
과정인 간호과정의 임상적용을 촉진하고 임상 간호지식의 축적 및 활용
을 통해 간호가 근거중심간호 로 발전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호과정은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자 특성 및 관련요인 간호진단 간호
결과 간호중재 간호활동 간호결과지표 항목들로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간호과정 지식들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계하는데 여러분들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식이 많
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처리를 거쳐 무기명화 되어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될 것
입니다

본 연구가 간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큰 바탕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연구자 김현경 올림



I.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
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  ) 안에 직접 기입 혹은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 만          세
3. 학력 : ① 3년제 간호대학 졸업 ② 4년제 간호대학 졸업
         ③ 대학원 석사 졸업 ④ 대학원 박사 졸업
4. 병원 근무기간 : 만           년
5. 내 ․외과병동 근무기간 : 만           년



II. 다음은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진단 연구를 고찰한 결과 도출된 간호진단
목록입니다 . 내 ․외과 환자 간호 시에 다음 간호진단의 필요 정도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을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

번
호 간호진단 및 정의 매우

필요
대개
필요

가끔
필요

전혀
불필요

가스교환장애
폐포 모세혈관 사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교환이

과잉 또는 감소된 상태
감각지각변화
감염위험성
질병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대한 이환경향의 증가
건강유지능력변화
건강추구행위
고체온
체온의 비정상적인 상승
기도개방유지불능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기계로부터의 분비

물이나 폐색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는 상태
기도흡인 위험성
정상적인 방어기전의 기능장애나 부재로 인해 기관지 내

로 위 내용물 구강 인두의 분비물 고형물이나 액체가 기도
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상태
두려움
만성통증
무력감
배뇨장애
변비 딱딱하고 건조한 변이 항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
태
불안 대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금심이나
염려
변실금
비효율적 대응
비효율적 호흡양상
흡기나 호기를 통한 환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



II. 다음은 내 ․외과 환자와 관련된 간호진단 연구를 고찰한 결과 도출된 간호진단
목록입니다 . 내 ․외과 환자 간호 시에 다음 간호진단의 필요 정도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을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

번
호 간호진단 및 정의 매우

필요
대개
필요

가끔
필요

전혀
불필요

설사
소변정체
수면장애
신체상장애
자신의 신체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분열
신체손상 위험성
영양부족
신체요구량보다 적은 음식의 섭취나 영양의 흡수
영적고뇌
운동장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감소
자가간호결핍
자긍심저하
절망감
조직관류변화 조직의 산소화의 변화
지식부족
체액과다
체액부족
체온유지능력저하의 위험성

정상범위 내에서의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상
태
통증 신체적 고통이나 근심으로 인한 감각의 변화
피로
피부손상 피부통합성을 유지하는 능력의 감소
피부손상 위험성 피부손상 경향의 증가
호흡기능부족
감소된 에너지의 보유로 인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호

흡을 적절하게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
활동지속성장애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상생활을 견디거나 수행하기 위한

생리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불충분한 상태
활동지속성장애 위험성



부록 3. 10개 간호문제에 따른 간호과정 단계별 지식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도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김현경 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내․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간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간호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과정

인 간호과정의 임상적용을 촉진할 것이고 간호과정 지식의 축적 및 활
용을 통해 간호가 근거중심간호 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귀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식은 간
호과정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성하는 지식들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화 되어 통계처리를 거치므로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
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좋은 성과를 이루는데 귀하의 협조가 가장 큰 바탕이 될 것임

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년 월

연 구 자 김현경
연 락 처



I. I. I. I.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내내내 ․․․․외외외과과과 관관관련련련 10101010개개개의의의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단단단계계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질질질문문문
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하하하도도도록록록 구구구성성성하하하였였였습습습니니니다다다 . . . .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따따따라라라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임임임상상상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지지지원원원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 포포포함함함
될될될 핵핵핵심심심 항항항목목목들들들을을을 선선선정정정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I. I. I. I.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가스교환장애가스교환장애가스교환장애가스교환장애

1. 1. 1. 1. ‘‘‘‘가가가스스스교교교환환환장장장애애애’’’’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B)(B)(B)(B)의의의 타타타
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2. 2. 2. 2. ‘‘‘‘가가가스스스교교교환환환장장장애애애’’’’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계계계타타타
당당당성성성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 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호흡곤란  혼동  산소공급 장애

 저산소증  불안정  폐포-모세혈관막 변화

 산소포화도  안절부절  일산화탄소 중독

 청색증  흥분  혈액흐름장애

 탄산과다증  신경예민  빈혈

 빈맥  피로

 과호흡

 기면

 적혈구 증가증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Respiratory 

status:

 Gas exchange

 호흡기감시

 (respiratory monitoring)

 인지적 상태

 호흡의 용이성

 산소분압(PaO2)

 산소요법(oxygen therapy)

 이산화탄소 분압

  (PaCO2)

 동맥 내 pH

 산소포화도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 . . . 

 end tidal CO2

 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흉부 X선 소견

 환기기 환류 균형

 휴식 시 호흡곤란

 힘든 작업 시 호흡곤란

 안절부절

 청색증

 졸리움

 C.간호목표  1. 호흡기 상태 : 가스교환  Respiratory status : Gas exchange

 D.간호중재  1-1. 호흡기 감시 : Respiratory monitoring

E.간호활동

 □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 한다.

 □ 거친 숨소리나 코고는 소리와 같은 호흡 잡음을 모니터 한다.

 □ 호흡 양상을 모니터 한다 : 호흡완서(bradypnea), 빈호흡, 과호흡, 쿠스말(Kussmaul)호흡, 

     체인-스톡스(Cheyne-stokes)호흡, 무호흡, 비오(Biot), 불규칙한 양상. 양쪽 폐확장이

    동일한지 촉진한다.

 □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않는 부위와 우발음(adventitious sound)에 유의

    하면서 호흡음을 청진한다.

 □ 안절부절, 불안, 공기가 부족하거나 느끼는 것(air hunger)이 증가하는지 모니터

    한다.

 □ 환자가 효과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모니터 한다.

 □ 호흡곤란과 호흡곤란을 증진 및 악화시키는 원인을 모니터 한다.

 □ 적절하면 기계환기기를 모니터 하되, 흡기압(inspiratory pressure)이 증가

    하거나 1회 환기량(tidal volume)이 감소하는지 주의한다.

 □ 객담을 모니터 한다.

 □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 정맥혈 산소포화도(SvO2), end tidal CO2, 흉곽의 

    움직임, 대칭성, 부속근 사용, 쇄골근과 늑간근의 퇴축을 기록한다.

 □ 기침의 시작, 특성, 지속시간을 기록한다.

 □ 처치 후 폐음을 청진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필요시 소생술을 실시한다.

 □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 전후 좌우 흉곽의 첨부에서 기저부까지 타진한다.

 □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을을을 표표표시시시 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C.간호목표  1. 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Respiratory status: Gas exchange

D.간호중재  1-2. 산소요법(oxygen therapy) : 산소를 투여하고 그 효과성을 감시하기

E.간호활동

 □ 산소주입 장비를 설치하고 가온가습 장치를 통하여 주입한다.

 □ 처방된 산소를 주입한다.

 □ 산소유량을 모니터 한다.

 □ 산소 주입 장치의 위치를 모니터 한다.

 □ 처방된 산소농도가 주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산소주입장치를 

    체크한다.

 □ 적절하다면 산소요법의 효과를 모니터 한다(예, Pulse oxymetry, ABG).

 □ 산소유발성 과소환기 증상에 대하여 관찰한다.

 □ 산소독성 및 흡수성 무기폐의 증상을 모니터 한다.

 □ 환자의 자가 호흡 노력을 산소 주입기가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 한다.

 □ 산소요법과 관련된 환자의 불안에 대해 모니터 한다.

 □ 산소주입 장치의 마찰로 인한 피부손상을 모니터 한다.

 □ 적절하다면 구강, 비강 및 기관의 분비물을 제거한다.

 □ 기도개방성을 유지한다.

 □ 산소주입장치가 가동되고 있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환자에게 교육한다.

 □ 견딜 수 있다면 식사 시간동안 마스크에서 비관으로 산소주입 장치를 교체한다.

 □ 환자가 이송될 때 산소를 제공한다. 

D.간호중재  1-3. 기도관리(airway management)  : 공기 흐름을 위한 기도 개방을 촉진하기

E.간호활동

 □ 기침을 시키거나 흡입법으로 분비물을 제거한다.

 □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 적절하다면 호흡과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 한다.

 □ 최대의 환기가 가능한 상태로 체위를 취한다.

 □ 효과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실재적/잠재적으로 기도 삽관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적절하다면 구인두 또는 비인두 인공기도관(airway)을 삽입한다.

 □ 적절하다면 기관내 비기관(nasotracheal) 흡입을 시행한다.

 □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 적절하다면 폐활량계(incentive spirometer)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 적절하다면 흉부 물리요법을 수행한다.

 □ 적절하다면 처방된 흡입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필요시 가습된 산소 또는 공기를 투여한다.

 □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않는 부위와 우발음(adventitious sound)에 

    유의하면서 호흡음을 청진한다.

 □ 적절하다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분무제를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턱을 밀어 올리는 방법(chin lift or jaw thrust technique)을 이용

    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1. 1. 1. 1. ‘‘‘‘감감감염염염위위위험험험성성성’’’’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2. 2. 2. 2. ‘‘‘‘감감감염염염위위위험험험성성성’’’’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계계계타타타당당당
성성성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 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II. II. II. II.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감염의 감염의 감염의 감염의 위험위험위험위험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없음 없음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일차방어일차방어일차방어일차방어

 (피부/조직손상/섬모활동 감소, 체

액정체, ph 분비변화, 연동운동 

변화)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이차방어이차방어이차방어이차방어

 (헤모글로빈 감소, 백혈구 감소, 

감염 반응 억제)

 외상

 처치

 영양부족

 투약

 지식부족

 장기입원

 환경변화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 감염 심각성

(Infection 

severity)

1-1. 감염관리

(Infection control)

 발진

 가피 없는 수포

 냄새나는 삼출물

 화농성 배액

 농뇨증

 발열

 저체온증

 체온 불안정

1-2. 감염예방

(Infection 

protection)

 통증/압통

 위장관증후군

 림프선증대

 허약감

 오한

 기면

 식욕상실

 흉부 X선 침윤

1-3. 상처간호

(Wound care)

 혈액 배양 집락

 객담 배양 집락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뇌척수액 배양 집락

 상처 부위 배양 집락

 소변 배양 집락

 대변 배양 집락

 백혈구 수 증가

 백혈구 수 감소 

C. 간호목표  1. 감염 심각성 Infection severity

D. 간호중재  1-1.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E. 간호활동

 □ 환자가 사용한 후에 환경을 적절하게 청소한다.

 □ 기관의 프로토콜에 의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기구를 교환한다.

 □ 전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를 격리한다.

 □ 적절하다면 계획된 격리지침을 둔다.

 □ 적절하게 격리법을 유지한다.

 □ 적절하게 방문자의 수를 제한한다.

 □ 건강관리 요원에게 손씻기를 잘하도록 교육한다.

 □ 환자에게 적절한 손씻기 방법을 지도한다.

 □ 방문객에게 환자의 방에 출입 시 손싯도록 지도한다.

 □ 적절하다면 손씻을 때 항균비누를 사용한다.

 □ 환자 간호활동을 하기 전 후에 손을 씻는다.

 □ 광범위한 예방지침(universial precaution)을 시행한다.

 □ 광범위한 예방지침(universial precaution)에 따라 장갑을 착용한다.

 □ 감염물질을 다룰 때는 스크럽 옷이나 가운을 입는다.

 □ 적절하다면 멸균된 장갑을 사용한다.

 □ 침습적인 절차나 수술 준비 시에는 그 부위를 면도하여 준비한다.

 □ 침대에서 중심정맥관(central line)을 넣는 동안 무균환경을 유지한다.

 □ TPN 튜브와 병을 바꾸는 동안 무균환경을 유지한다.

 □ 침습적 혈류역학적 감시를 하는 동안 폐쇄 체계를 유지한다.

 □ 현행의 CDC지침에 따라 말초정맥관과 중심정맥관을 바꾸고 드레싱(dressing)을

    한다.

 □ 모든 정맥관을 조작할 때 무균술을 적용한다.

 □ 적절한 상처간호 기술을 적용한다.

 □ 적절하다면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한다.

 □ 영양섭취를 증진한다.

 □ 적절하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 휴식을 권장한다.

 □ 적절하다면 항생제를 투여한다.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C. 간호목표  1. 감염 심각성 Infection severity

D. 간호중재  1-2. 감염예방(Infection protection)

E. 간호활동

 □ 적절하게 방문자의 수를 제한한다.

 □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무균술을 유지한다.

 □ 적절하게 격리술을 유지한다.

 □ 부종이 있는 부위에 적절힌 피부간호를 제공한다.

 □ 발적, 열감, 배액이 있는지 피부와 점막을 검사한다.

 □ 외과적 절개/상처를 검사한다.

 □ 충분한 영양섭취를 증진시킨다.

 □ 적절하다면 수분섭취를 격려한다.

 □ 휴식을 권장한다.

 □ 감염관리 요원에게 의심되는 감염을 보고한다.

 □ 양성 배양검사를 보고한다.

D. 간호중재  1-3. 상처간호(Wound care)

E. 간호활동

 □ 상처의 특성을 기록한다.

 □ 배액의 특성을 기록한다.

 □ 필요하다면 삽입된 물건을 제거한다(예, 가시, Tick, 유리, 돌, 금속).

 □ 적절하게 생리식염수를 적신다.

 □ 적절하게 정맥관 부위를 간호한다.

 □ 적절하게 Hickman선을 관리한다.

 □ 적절하게 중심 정맥관 부위를 간호한다.

 □ 필요하다면 절개 부위를 간호한다.

 □ 필요하다면 피부 궤양을 간호한다.

 □ 적절하다면 폐쇄적인 드레싱을 적용한다.

 □ 필요하다면 드레싱을 강화한다.

 □ 상처 간호하는 동안 무균드레싱 방법을 유지한다.

 □ 드레싱을 바꿀 때마다 상처를 검사한다.

 □ 상처에 생기는 변화를 규칙적으로 비교하고 기록한다.

 □ 적절하다면 상처에 긴장을 주는 체위는 피한다.



III. III. III. III.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비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기도청결기도청결기도청결기도청결

1. 1. 1. 1. ‘‘‘‘기기기도도도개개개방방방 유유유지지지불불불능능능’’’’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

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2. 2. 2. 2. ‘‘‘‘기기기도도도개개개방방방 유유유지지지불불불능능능’’’’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
계계계 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
오오오 ....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15)(15)(15)(15)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12)(12)(12)(12)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5)(5)(5)(5)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호흡곤란  안절부절  분비물 증가 

 청색증  불안  상기도 구조 변화 

 무호흡  공포  감염

 호흡수 증가  허약감  신경근육장애

 호흡 깊이 변화  미숙아

 호흡 리듬 변화  외상

 점액 양/질 변화  처치

 기침반사 소실  부동

 부속호흡근 사용  알러지 

 창백증  투약

 발열  감각장애

 발한  지각장애

 기침 시 통증  인지장애

 정서변화

 피로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3)(3)(3)(3)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7)(7)(7)(7)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28)(28)(28)(28)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호흡기 상태: 

가스교환

 (Respiratory 

status:  Gas 

exchange)

1-1.호흡기 감시 

(Respiratory monitoring)

 인지적 상태

 호흡의 용이성

 산소분압(PaO2)

 이산화탄소 분압(PaCO2)

 동맥 내 pH

 산소포화도

 end tidal carbon dioxide

 흉부 X선 소견

 환기기 환류 균형

 휴식 시 호흡곤란



2. 2. 2. 2. ‘‘‘‘기기기도도도개개개방방방 유유유지지지불불불능능능’’’’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
계계계 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
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힘든 호흡곤란

 안절부절

 청색증

 졸리움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3)(3)(3)(3)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7)(7)(7)(7)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28)(28)(28)(28)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흡인관리 

(Aspiration 

control)

체위 (Positioning)
 위험요소 확인하기

 위험요소 피하기

 연하능력에 따라 음식 선택하기

 흡인예방 

(Aspiration precaution)

 식사, 음수 시 스스로 옆으로 

  자세 취하기

 적절한 경도의 음료와 음식 

  선택하기

호흡기 상태 : 

기도개방  

 (Respiratory 

status : 

Airway patency)

 기침권장

(cough enhancement)

 호흡의 용이성

 호흡률

 호흡 리듬 흉부 물리요법

(chest physiotherapy)  기도 밖으로 객담 배출

 기도 밖으로 폐쇄물 배출 기도 흡입

 (airway suctioning)  불안

 두려움
 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숨막힘

 우발적 호흡음

 C.간호목표  1. 호흡기 상태 : 가스교환  Respiratory status : Gas exchange

 D.간호중재  1-1. 호흡기 감시 : Respiratory monitoring

E. 간호활동

 □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 한다.

 □ 거친 숨소리나 코고는 소리와 같은 호흡 잡음을 모니터 한다.

 □ 호흡 양상을 모니터 한다 : 호흡완서(bradypnea), 빈호흡, 과호흡, 쿠스말(Kussmaul)

    호흡, 체인-스톡스(Cheyne-stokes)호흡, 무호흡, 비오(Biot), 불규칙한 양상.

 □ 양쪽 폐확장이 동일한지 촉진한다.

 □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않는 부위와 우발음(adventitious sound)에 유의

    하면서 호흡음을 청진한다.

 □ 안절부절, 불안, 공기가 부족하거나 느끼는 것(air hunger)이 증가하는지 모니터

    한다.

 □ 환자가 효과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모니터 한다.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 호흡곤란과 호흡곤란을 증진 및 악화시키는 원인을 모니터 한다.

 □ 적절하면 기계환기기를 모니터 하되, 흡기압(inspiratory pressure)이 증가

    하거나 1회 환기량(tidal volume)이 감소하는지 주의한다.

 □ 객담을 모니터 한다.

 □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 정맥혈 산소포화도(SvO2), end tidal CO2, 흉곽의

    움직임,대칭성, 부속근 사용, 쇄골근과 늑간근의 퇴축을 기록한다.

 □ 기침의 시작, 특성, 지속시간을 기록한다.

 □ 처치 후 폐음을 청진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필요시 소생술을 실시한다.

 □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C.간호목표  2. 흡인관리 Aspiration control

D. 간호중재  2-1. 체위 positioning 

E. 간호활동

□ 체위변경 전, 후의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 한다.

 □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체위(예, Semi-fowler position)를 적절하게 취해 준다.

 □ 환기/관류 조화를 촉진시키는 체위(건폐하위)를 적절하게 취해준다.

 □ 적절하게 환자에게 체위변경에 대해 설명한다.

 □ 적절하다면 환자가 체위변경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체위변경에 대한 계획을 적절하게 세운다.

 □ 계획에 따라 적어도 2시간마다 부동환자를 체위변경한다.

 □ 지시된 치료적인 체위로 바꾼다.

 □ 피부의 상태에 따라 체위를 취한다.

 □ 적절하게 목을 지지한다.

 □ 통증을 증가시키는 체위는 피한다.

 □ 절단수술을 받은 부위가 굴곡되는 것을 피한다.

 □ 체위변경 시에 마찰을 최소화 한다.

 □ 통나무 굴리는 방법(log roll technique)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린다.

 □ 상처에 긴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체위를 취해준다.

 □ 등받침으로 적절하게 지지한다.

 □ 견인장치가 적당하게 설정되었는지 모니터 한다.

 □ 견인장치의 위치나 상태를 유지한다.

 □ 침대 머리맡을 적절하게 올린다.

 □ 사지를 지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예, hand roll, trochanter roll)를 사용한다.

 □ 능동 또는 수동 관절범위(ROM) 운동을 격려한다.

 □ 활동을 하는 동안 올바른 체위나 신체 역학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다.

 □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둔다.

 □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call bell을 둔다.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C.간호목표  2. 흡인관리 Aspiration control

D. 간호중재  2-1. 체위 positioning (계속)

E. 간호활동

 □ 신체 선열에 맞게 체위를 취한다.

 □ 병변이 있는 신체부위를 적절하게 고정시키거나 지지한다.

 □ 병변이 있는 신체부위를 적절하게 올려준다.

 □ 부종이 있는 부위를 적절하게 지지한다(예, 팔 밑에 베개를 놓기)

D. 간호중재  2-2. 흡인 예방 Aspiration precaution

E. 간호활동

 □ 의식수준, 기침반사, 구토반사, 연하능력을 모니터 한다.

 □ 폐의 상태(pulmonary status)를 모니터 한다.

 □ 기도를 유지한다.

 □ 기관튜브의 커프(cuff)를 팽창시켜 둔다.

 □ 흡입기구를 이용 가능한 곳에 준비해 둔다.

 □ 음식을 먹이기 전에 비위관이나 위관의 위치를 확인한다.

 □ 음식을 먹이기 전에 비위관이나 위관에 있는 잔류량을 확인한다.

 □ 만약 잔류량이 많으면 음식을 주지 않는다.

 □ 음식을 먹은 후에는 30-45분간 침대 머리부분을 올려준다.

C.간호목표  3. 호흡기 상태 : 기도개방 Respiratory status: airway patency

D.간호중재  3-1. 기침권장 (Cough enhancement)

E.간호활동

 □ 여러 번 심호흡을 하도록 환자를 격려한다.

 □ 환자가 심호흡을 하고, 2초 동안 잠깐 멈춘 후, 연속해서 2-3번 기침하도록 격려한다.

 □ 여러 번 최대로 들이쉬게 하면서 기침을 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한다.

 □ 적절하다면 폐활량계(incentive spirometry)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D.간호중재  3-2. 흉부 물리요법 (Chest physiotherapy)

E.간호활동

 □ 흉부물리요법이 금기사항이 있는지 파악한다.

 □ 어느 쪽 폐분절에서 배출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배출이 필요한 폐분절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오도록 자세를 취해준다.

 □ 지시된 자세를 취하도록 베개를 사용한다.

 □ 손을 컵모양으로 오므려 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흉벽을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타진법을 체위배액과 함께 이용한다.

 □ 적절하다면 초음파 분무기(nebulizer)를 사용한다.

 □ 적절하다면 분무요법(aerosol therapy)을 사용한다.

 □ 배출된 객담의 양과 형태를 모니터 한다.

 □ 체위배액 중과 후에 기침을 격려한다.

 □ 산소포화도, 호흡 리듬 및 횟수, 심박동 리듬과 횟수, 안위감으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모니터 한다.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C.간호목표  3. 호흡기 상태 : 기도개방 Respiratory status: airway patency

D.간호중재  3-3. 기도 흡입 (Airway suctioning)

 E. 간호활동

 □ 흡입 전, 중, 후에 환자의 산소화 상태(동맥혈 산소포화도와 정맥혈 산소포화도)와  혈류

    역학적 상태(평균동맥압과 심박동리듬)를 모니터 한다.

 □ 구강 또는 기관 흡입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 흡입 전 후 호흡음을 청진한다.

 □ 환자와 가족에게 흡입에 대해 설명한다.

 □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비인두를 적절하게 흡입한다.

 □ 광범위한 예방지침(universal precaution)을 적절하게 준수한다: 장갑, 안경 및 마스크

 □ 비기관 흡입을 실시하기 전에 환자에게 심호흡을 여러 번 하도록 교육시키고, 산소를 보충

     해 준다.

 □ 매 기관 흡입 시마다 일회용 무균기구를 사용한다.

 □ 비기관을 통해 흡입관이 삽입될 때 천천히 깊게 호흡하도록 환자에게 설명한다.

 □ 흡입 간격은 분비물 양과 흡입에 대한 화자의 반응에 기초한다.

 □ 기관흡입을 끝낸 후에는 기관 절개주위를 적절하게 깨끗하게 유지한다.

 □ 환자가 서맥, 심실성 이소성 박동, 산소포화도 감소를 나타내면 바로 흡입을 중지하고 산소를 

    투여한다.

 □ 객담의 양과 양상을 기록한다.

D.간호중재  3-4. 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E. 간호활동

 □ 적절하다면 호흡과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 한다.

 □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않는 부위와 우발음(adventitious sound)에 유의하면서

    호흡음을 청진한다.

 □ 실재적/잠재적으로 기도삽관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 필요시 가습된 산소 또는 공기를 투여한다.

 □ 최대의 환기가 가능한 상태로 체위를 취한다.

 □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 효과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적절하다면 폐활량계(incentive spirometer)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 적절하다면 흉부 물리요법을 수행한다.

 □  기침을 시키거나 흡입법으로 분비물을 제거한다.

 □ 적절하다면 기관내, 비기관(nasotracheal) 흡입을 시행한다.

 □ 적절하다면 구인두 또는 비인두 인공기도관(airway)을 삽입한다.

 □ 적절하다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분무제를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처방된 흡입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IV. IV. IV. IV.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비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호흡양상호흡양상호흡양상호흡양상

1. 1. 1. 1. ‘‘‘‘비비비효효효율율율적적적 호호호흡흡흡양양양상상상’’’’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

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2. 2. 2. ‘‘‘‘비비비효효효율율율적적적 호호호흡흡흡양양양상상상’’’’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
계계계 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
오오오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호흡곤란   숨이 참    기도협착

  비정상적인 동맥혈가스     기도흡인

  빈호흡     감염

  청색증    신경근육장애

  불규칙한 호흡     통증

  빈맥    알러지

  과호흡    근골격장애

  기좌호흡     처치

  부속호흡근 사용    흡연

  폐활량 감소    활동제한

   진탕음       정서장애

   기침    피로

   지각장애

   인지장애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호흡기 상태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iation)

1-1.호흡기 감시

(Respiratory monitoring)

   호흡률

   호흡 리듬

   흡입의 깊이

   대칭성 흉부 확장

   호흡의 용이성

   기도 밖으로 객담 배출

   발성법

   공기의 배출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 . . 

 C.간호목표  1. 호흡기 상태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D.간호중재  1-1. 호흡기 감시 (Respiratory monitoring)

E. 간호활동

 □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 한다.

 □ 거친 숨소리나 코고는 소리와 같은 호흡 잡음을 모니터 한다.

 □ 호흡 양상을 모니터 한다 : 호흡완서(bradypnea), 빈호흡, 과호흡, 쿠스말(Kussmaul)호흡, 

    체인-스톡스(Cheyne-stokes)호흡, 무호흡, 비오(Biot), 불규칙한 양상.

 □ 횡격막근의 피로정도를 모니터 한다(역행성 움직임(paradoxical motion)).

 □ 양쪽 폐확장이 동일한지 촉진한다.

 □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않는 부위와 우발음(adventitious sound)에 유의

    하면서 호흡음을 청진한다.

 □ 안절부절, 불안, 공기가 부족하거나 느끼는 것(air hunger)이 증가하는지 모니터 한다.

 □ 환자가 효과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모니터 한다.

 □ 호흡곤란과 호흡곤란을 증진 및 악화시키는 원인을 모니터 한다.

 □ 적절하면 기계환기기를 모니터 하되, 흡기압(inspiratory pressure)이 증가

    하거나 1회 환기량(tidal volume)이 감소하는지 주의한다.

 □ 객담을 모니터 한다.

 □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 정맥혈 산소포화도(SvO2), end tidal CO2, 흉곽의

    움직임, 대칭성, 부속근 사용, 쇄골근과 늑간근의 퇴축을 기록한다.

 □ 기침의 시작, 특성, 지속시간을 기록한다.

 □ 처치 후 폐음을 청진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타진음

   청진된 호흡음

   폐활량

   Tidal volume

   흉부 X선 소견

1-2.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보조근 사용

   우발적 호흡음

   흉부 견인

   Pursed lips breathing

   휴식 시 호흡곤란

   활동 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가쁜 숨

   촉감진탕음Tactile fremitus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C.간호목표  1. 호흡기 상태 : 환기 Respiratory status : Ventilation

D. 간호중재  1-2. 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E. 간호활동

 □ 적절하다면 호흡과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 한다.

 □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앟는 부위와 우발음(adventitious sound)에 유의하면서 

   호흡음을 청진한다.

 □ 실재적/잠재적으로 기도삽관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 필요시 가습된 산소 또는 공기를 투여한다.

 □  최대의 환기가 가능한 상태로 체위를 취한다.

 □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 효과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적절하다면 폐활량계(incentive spirometer)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 적절하다면 흉부 물리요법을 수행한다.

 □ 기침을 시키거나 흡입법으로 분비물을 제거한다.

 □ 적절하다면 기관 내, 비기관(nasotracheal) 흡입을 시행한다.

 □ 적절하다면 구인두 또는 비인두 인공기도관(airway)을 삽입한다.

 □ 적절하다면 분무제를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처방된 흡입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체액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액투여를 조절한다.



1. 1. 1. 1. ‘‘‘‘영영영양양양부부부족족족’’’’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2. 2. 2. ‘‘‘‘영영영양양양부부부족족족’’’’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계계계타타타당당당성성성
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 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V. V. V. V.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영양 영양 영양 영양 불균형불균형불균형불균형((((신체요구량 신체요구량 신체요구량 신체요구량 보다 보다 보다 보다 적음적음적음적음))))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섭취량부족  허약감  흡수장애

 연하곤란  구강상태 변화
 식욕부진  화상
 설사  감염
 빈혈  의식수준 변화

 혈청 알부민 감소  정서변화

 대사율 변화 체중감소
 처치 소화불량
 환경적 제한 복부경련
 음식 알러지 복통
 지식 부족 월경중단

 가치관/신념의 차이 탈모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영양상태

(Nutritional 

status)

 1-1.영양요법(Nutrition therapy)   영양섭취

  음식 섭취
1-2. 영양상담(Nutrition counseling)

  음료 섭취

 1-3.영양섭취 모니터(Nutritional Monitoring)
  체중/신장 비율

  헤마토크릿

 1-4.체중 증량 보조(Weight gain assistance)   수화

2.영양상태:

 음식 & 음료 

섭취

(Food & fluid 

intake)

 2-1.연하장애 관리(swallowing 

therapy)

  구강 음식 섭취

  음식관 섭취

  구강 수분 섭취

  정맥 내 수액 섭취

  비경구적 영양 섭취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 . . 

C. 간호목표  1. 영양상태 Nutritional status

D. 간호중재  1-1. 영양요법(Nutrition therapy)

E. 간호활동

 □ 필요한 경우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병원으로 가져와 섭취하도록 권한다.

 □ 식사 또는 영양공급 전에 환자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식사 규정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교육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 식사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 연속적인 치료식이 과정을 준비해 둔다.

 □ 즐겁고 편안한 식사환경을 만든다.

 □ 필요한 경우 경정맥 과영양요법의 수액을 투여한다.

 □ 필요한 경우 식사 전에 구강간호를 한다.

 □ 필요한 경우 식이교육 및 계획에 대해 영양사에게 의뢰한다.

 □ 경비위관 식이의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 필요한 경우 enteral feeding을 한다.

D. 간호중재  1-2. 영양상담(Nutrition counseling)

E. 간호활동

 □ 목표달성에 관한 느낌과 관심을 환자가 이야기 하도록 도와준다.

 □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칭찬한다.

 □ 식품구입 습관 및 예산 상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 영양상태의 변화에 관한 단기적 및 장기적인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운다.

 □ 영양요구량에 맞는 식사계획을 세울 때 환자가 자신의 연령, 발육단계, 과거 식사

    경험, 외상, 질환, 문화, 경제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요구되는 식이변화의 인식뿐만 아니라 4 기준 음식물 군에 관한 환자의 지식에

    관해서 토론한다.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이변화 목표로의 진행과정을 평가한다.

 □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 필요한 경우 수분섭취 및 배출, 혈색소치, 혈압, 체중증감량 등에 대한 환자의 

    측정치를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 식사변화에 관한 건강 상의 필요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체중감량,

    체중증량, 염분섭취제한, 콜레스테롤 감소, 수분섭취 제한 등

 □ 환자가 24시간 섭취물질을 기록하는 것을 도와준다.

 □ 환자에게 있어서의 음식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 환자의 방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식사지침서를 붙여준다(예를 들면, food guide pyramid).

 □ 환자의 음식물 섭취 습관을 확인한다.

D. 간호중재  1-3. 영양섭취 모니터(Nutritional monitoring)

E. 간호활동

 □ 결막조직의 창맥, 출혈, 건조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 림프구 및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 한다.

 □ 손톱상태를 모니터 한다: 스푼모양의 손톱, 쉽게 부서지는 손톱, 불룩 솟은 손톱

 □ 쉽게 끊어지는 건조하고 가는 모발에 대해 모니터 한다.

 □ 식사하는 환경을 모니터 한다.

 □ 알부민, 총단백질, 혈색소, 적혈구 용적률 수치를 모니터 한다.

 □ 오심 및 구토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 ). ). 

 □ 욕창, 부종 혀 및 구강의 출혈성, 유두의 비후 여부를 확인한다.

 □ 음식물 및 식사에 관한 상황에서의 환자의 정서반응을 모니터 한다.

 □ 일상 운동유형 및 양을 모니터 한다.

 □ 입/입술의 갈라짐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 체중의 감소 및 증가 경향을 모니터 한다.

 □ 칼로리 및 영양소의 섭취를 모니터 한다.

 □ 탈색된 상태의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 피부주름 측량치를 모니터 한다 : 삼두근 피부주름, 상지중단 근육둘레, 상지중단둘레

 □ 필요한 경우 영양요법을 한다.

 □ 필요한 경우 피부 탄력을 모니터 한다.

 □ 활력상태, 권태감, 피로감, 쇠약감 등을 모니터 한다.

C. 간호목표  1. 영양상태 Nutritional status

D. 간호중재  1-4.  체중 증량 보조(Weight gain assistance)

E. 간호활동

 □ 가족과 환자와 함께 부적당한 영양공급에 기여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대해 토의한다.

 □ 다양한 고칼로리 영양음식을 제공한다.

 □ 먹을 수 있는 능력과 욕구를 방해하는 지각력과 요소들을 환자와 가족과 토의한다.

 □ 몸무게 증가진도를 기록한다.

 □ 오심과 구토 증세를 모니터 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음식 섭취 전에 오심과 구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약물을 투여).

 □ 체중 미달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 칼로리 소비량, 진단 검사치(혈청알부민, 림프구,

    전해질수준)을 모니터 한다.

 □ 칼로리 섭취 증가를 격려한다.

 □ 필요시 비경구적 방법의 영양을 공급한다.

 □ 환자가 음식 먹는 것을 적절하게 도와준다(필요에 따라 식사 중 중간휴식 제공)

 □ 환자와 가족에게 식사계획을 적절하게 가르친다.

 □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영양가 충분한 음식을 사는 법을 적절하게 가르친다.

C. 간호목표  2. 영양상태 : 음식 & 음료 섭취

D. 간호중재  2-1. 연하장애 관리(swallowing therapy)

E. 간호활동

 □ 가능하면 보조장치를 제공/사용한다.

 □ 가족/간호제공자에게 먹이는 방법과 모니터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구강간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한다.

 □ 마실 때 빨대사용을 피한다.

 □ 먹고, 마시고, 삼키는 동안 입술을 닫고 있는지 모니터 한다.

 □ 먹고 난 후에 음식이 한군데 쌓여있는지 입을 점검한다.

 □ 먹는 동안 혀의 움직임을 모니터 한다.

 □ 식사/운동 시 직립자세로 앉는 것을 돕는다. 

 □ 가능하면 환자가 연구개를 잘 올리도록 짧게 ‘아’를 발음하도록 가르친다.



1. 1. 1. 1. ‘‘‘‘조조조직직직관관관류류류 변변변화화화 : : : : 말말말초초초’’’’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식사 후 입안에 모여 있는 음식물을 조사하는 방법을 환자/간호제공자에게 가르친다.

 □ 연하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음식/음료의 일관성을 제공/모니터 한다.

 □ 원하거나 지시된 대로 환자를 위한 privacy를 제공한다.

 □ 음식저작을 준비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오므리도록 가르친다.

 □ 입술이나 턱에 있는 음식 찌꺼기에 혀가 닿도록 가르친다.

 □ 질식 시 응급조치에 대해 환자/간호제공자에게 가르친다.

 □ 질식의 증상을 모니터 한다.

 □ 혀를 뻗칠 수 없다면 입술, 턱으로부터 음식 찌꺼기를 없애는 것을 돕는다.

 □ 환자/가족에게 연하처방의 근거를 설명한다.

 □ 환자가 음식을 입 뒤로 병소가 없는 부위에 갖다놓도록 돕는다.

 □ 환자의 재활계획서에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간호팀의 다른 구성원과 협동한다

    (예, 작업치료사, 언어병리사, 치과의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의사)

VI. VI. VI. VI.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비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조직관류조직관류조직관류조직관류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말초동맥 박동 감소 및 부재

없음

   혈액흐름 장애

  사지혈압 변화
   체액불균형

  소변량 감소
   가스교환문제

  피부상태변화

  (색, 온도, 체모 등)    대사율 변화

  창백증
   부동

  감각기능 저하
   투약

  상처회복 지연
   처치

  손톱건조, 두껍고 단단함
   임신

  손톱성장 지연

   인지장애
  위축된 흉터



2. 2. 2. 2. ‘‘‘‘조조조직직직관관관류류류 변변변화화화 : : : : 말말말초초초’’’’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
연연연계계계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한한한후후후타타타당당당한한한항항항목목목의의의중중중요요요도도도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
시시시오오오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조직 통합성

: 피부 및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1-1.말초 감각이상 관리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

   피부 온도

   감각

   탄력성

   수화

   발한

   피부결

   두께
1-2.순환기 간호 : 

동맥부전

(Circulatory care: 

Arterial Insufficiency)

   조직 관류

   피부 체모 성장

   피부 통합성

   복부 색소 침착

   피부 병변

   점막 병변

1-3.순환기 간호 : 

정맥부전

(Circulatory care : 

Venous Insufficiency)

   흉터 조직

   피부 암

   피부 박편

   피부 스케일링

   홍반

   표백

   괴사

   경화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C. 간호목표  1. 조직 통합성: 피부 및 점막  Tissue integrity : Skin & mucous membranes

D. 간호중재  1-1. 말초 감각이상 관리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

E. 간호활동

 □ 뾰족한 것/무딘 것, 차가운 것/뜨거운 것에 대한 감각을 구별할 수 있는지 모니터

    한다.

 □ 감각 이상을 모니터 한다 : 무감각(numbness), 얼얼함(tingling), 지각과민(hypersthesia), 

    지각감퇴(hypoesthesia).

 □ 혈전성 정맥염이나 심부정맥 혈전이 있는지 모니터 한다.

 □ 배뇨, 배변 능력을 모니터 한다.

 □ 압력을 완화시키는 침대(기구)를 사용한다.

 □ 머리, 목, 등을 적절히 고정시킨다.

 □ 심한(지나친) 온도 변화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D. 간호중재  1-2. 순환기 간호 : 동맥부전 (Circulatory care : Arterial Insufficiency)

E. 간호활동

 □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 capillary

     refill, 피부 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 말초 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 동맥성 궤양(arterial ulcer)이나 조직 손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 한다.

 □ 불편감이나 통증의 정도를 사정한다.

 □ 적절하게 사지를 지지하는 체위를 취한다.

 □ 적절하다면 최소한 2시간바다 체위변경 한다.

 □ 손상으로부터 사지를 보호한다(예, 발과 하지에 양피 사용, 발에 발판이나 크래들 사용,

    발에 잘 맞는 신발).

 □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수화(hydration) 시킨다.

 □ 적절하다면 상처 간호를 시행한다.

D. 간호중재  1-3. 순환기 간호 : 정맥부전 (Circulatory care : Venous Insufficiency)

E. 간호활동

 □ 말초혈액 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 피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 말초 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 정체성 궤양(stasis ulcer)이나 조직손상이 있는지 피부를 관찰한다.

 □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 한다.

 □ 조심스럽게 사지를 촉진한다.

 □ 불편감이나 통증의 정도를 사정한다.

 □ 필요시 혈전예방을 위한 스타킹(예, 탄력 스타킹, 공기 스타킹 등)을 신도록 한다.

 □ 8시간마다 15-20분간 혈전예방 스타킹을 벗도록 한다.

 □ 필요시 손상받은 사지를 심장부위보다 20도 이상 상승시킨다.

 □ 적절하다면 최소한 2시간마다 체위변경 한다.

 □ 침상안정 시 수동적 혹은 능동적 관절범위 운동을 격려한다.

 □ 적절하게 상처간호를 시행한다.



1. 1. 1. 1. ‘‘‘‘체체체액액액부부부족족족’’’’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2. 2. 2. ‘‘‘‘체체체액액액부부부족족족’’’’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계계계획획획된된된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연연연계계계타타타당당당성성성
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 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VII. VII. VII. VII.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체액부족체액부족체액부족체액부족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소변량 감소  허약감  출혈

 소변 농축  갈증  화상

 정맥 허탈
 설사

 맥박 증가
 비정상적인 배액

 혈액 농축  
 구토

 건조한 피부/점막

 대사율 변화
 피부탄력성 감소

 수분섭취 부족 혈장 내 염분 증가

 감염 직립성 저혈압

 체중감소  누공

 맥박강도 감소
 투약

 체온 상승
 신경기능장애

 과다호흡
 지식부족

 정신상태 변화

 처치
 발한

 활동증가  식욕감퇴

 정서변화 부동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순순순

위위위위

1.체액 균형 

(Fluid 

balance)

1-1.체액 감시

(Fluid monitoring)

  혈압

  요골 맥박수

  중간 동맥압
1-2.저혈량 관리 

(Hypovolemia  management)
  중심 정맥압

  폐 분기압

  24시간 섭취/배설량 균형
1-3.쇼크 관리 : 혈량성 

(shock management : Volume)
  피부 탄력성

  촉촉한 점막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 . . 

  혈청 전해질1-4.체액관리 

(Fluid management)
  요비중

  체위성 저혈압
1-5.정맥주사요법

(Intravenous(IV) therapy)
  복수

  말초 부종

  혼동
1-6.쇼크 예방 

(Shock prevention)
  갈증

  어지러움

C. 간호목표     1. 체액 균형 Fluid balance

D. 간호중재     1-1.    체액 감시(Fluid monitoring)

E. 간호활동

 □ 수분 섭취와 배설의 양을 확인한다.

 □ 체액 불균형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한다(예, 고체온증, 이뇨요법, 신장질환, 신부전,

    발한, 간 기능 부전, 격렬한 운동, 열에 대한 노출, 감염, 수술 후 다뇨, 구토, 설사)

 □ 체중을 모니터 한다.

 □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 한다.

 □ 적절하다면 혈청 전해질과 뇨중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 한다.

 □ 혈청 알부민과 총단백질 수치를 모니터 한다.

 □ 혈청 삼투압과 뇨삼투압 수치를 모니터 한다.

 □ 혈압, 맥박, 호흡 상태를 모니터 한다.

 □ 적절하다면 침습적 혈류역학적 요소를 모니터 한다.

 □ 점막, 피부의 긴장도, 갈증을 모니터 한다.

 □ 소변의 색, 양, 비중을 모니터 한다.

 □ 경정맥 확장, 악설음, 말초 부종, 체중 증가를 모니터 한다.

 □ 복수의 증상과 증후를 모니터 한다.

 □ 적절하다면 수액을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수분섭취를 제한하거나 배분한다.

 □ 처방된 정맥주입속도를 유지한다.

 □ 적절하다면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약한다.

 □ 섭취량과 배설량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한다.

 □ 적절하다면 투석을 시행하고 환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D. 간호중재  1-2. 저혈량 관리 (Hypovolemia  management)

E. 간호활동

 □ 적절하게 활력증상을 모니터 한다.

 □ 섭취량과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적절하게 모니터 한다.

 □ 적절하게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수준을 모니터 한다.

 □ 수분손실이 있는지 모니터 한다(예, 출혈, 구토, 설사, 빈호흡, 발한 등).

 □ 적절하다면 insensible fluid loss(예, 발한, 호흡기 감염)를 모니터 한다.

 □ 탈수의 증상을 모니터 한다(예, 피부의 긴장도 저하, 모세혈관 충만 지연, 

    약한 맥박, 심한 갈증, 건조한 점막, 소변량 감소, 저혈압).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 ). ). 

 □ 가능하면 중심정맥압(CVP), 평균동맥압(MAP), 폐동맥압(PAP), 폐모세혈관분압(PCWP)

    을 포함한 혈류역학적인 상태를 모니터 한다.

 □ 신부전의 증상(예, BUN, Creatinine 증가, myoglobulinemia, 소변량 감소 등)을 적절

    하게 모니터 한다.

 □ 체중을 모니터 한다.

 □ 정맥 수액경로를 유지시킨다.

 □ 적절하다면 처방된 수액의 주입을 시작한다.

 □ 정맥주사 부위에 감염이나 침윤의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 한다.

 □ 피부통합성을 증진한다(예, 손상 위험이 있는 주위의 모니터, 자주 체중부하 부위

    를 바꾸어 줌, 베이는 것을 예방, 적절한 영양의 제공).

 □ 적절하다면 구강으로 수분섭취를 격려한다(예, 수분을 24시간으로 배분하여 섭취

    하도록 하고(distribute fluids over 24hr), 식사와 함께 수분섭취).

 □ 점적 속도를 유지한다.

 □ 필요 시 수혈을 위한 혈액을 준비해 둔다.

 □ 적절하다면 혈액제제를 준비한다(예,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 수술 후 환자에게 처방된 혈관확장제를 주의하여 투여한다(예, nitroglycerine,

     nipride, calcium channel blocker).

 □ 수혈반응을 모니터 한다.

 □ 수액주입에 따른 환자 반응을 모니터 한다.

 □ 수분과잉공급 및 체액과다 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을 모니터 한다.

C. 간호목표     1. 체액 균형 Fluid balance

D. 간호중재  1-3. 쇼크 관리 : 혈량성 (shock management : Volume)

E. 간호활동

 □ 지속되는 출혈의 증상과 증후를 확인한다(예, 명백한 출혈과 잠혈을 모든 분비물에

   서 확인한다).

 □ 출혈이 있는지 환자를 주의깊게 모니터 한다.

 □ 적절하게 PT(prothrombine), PTT(partial thromboplastin time), fibrinogen, fibrin 

   분해 생성물, 혈소판 수를 포함한 혈액응고 검사결과를 모니터 한다.

 □ 지시된 대로 혈액손실 전이나 후의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 수준에 주의한다.

 □  적당하게 정맥수액을 투여한다.

 □ 적절하게 혈액제제를 투여한다(예, 혈소판 또는 신선동결혈장).

 □ 혈량 손실을 예방한다(예, 출혈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것).

D. 간호중재  1-4. 체액관리 (Fluid management)

E. 간호활동

 □ 가능하면 활력증상을 모니터 한다.

 □ 가능하면 수화 상태를 모니터 한다(예, 촉촉한 점막, 맥박, 기립성 혈압).

 □ 부종의 부위와 범위를 모니터 한다.

 □ 가능하면 기저귀를 세거나 무게를 측정한다.

 □ 체액과다와 정체의 징후를 적절하게 모니터 한다(예, 악설음, 주임정맥압

    혹은 폐모세혈관분압 상승, 부종, 경정맥 확장, 복수).



 □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 한다(예, 비중의 증가, BUN 증가, Hct 감소,Uosm 증가).

 □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고 경향을 모니터 한다.

 □ 가능하면 투석 전후의 환자의 무게 변화를 모니터 한다.

 □ 가능하면 중심정맥압(CVP), 평균동맥압(MAP), 폐동맥압(PAP), 폐모세혈관분압(PCWP)

   을 포함한 혈류역학적인 상태를 모니터 한다.

 □ 정확히 섭취-배설량을 기록한다.

 □ 체액량 과다나 부족의 증상 징후가 있으면 의사에게 의뢰한다.

 □ 적절하다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 처방대로 정맥요법을 시행한다.

 □ 적절하다면 수액을 공급한다.

 □ 적절하다면 처방된 이뇨제를 투여한다.

 □ 적합한 경우 금식하도록 한다.

 □ 적절하다면 배설량에 다라 처방대로 비위관을 통해 보충한다.

 □ 적절하다면 수액공급을 24시간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처방된 전해질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 한다.

D. 간호중재  1-5. 정맥주사요법 (Intravenous(IV) therapy)

E. 간호활동

 □ 정맥주사 요법을 위한 처방을 확인한다.

 □ 수액의 손상 여부, 종류, 양,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다.

 □ 환자가 주입할 정맥 주사약과 상반 작용을 하는 약을 투여하는지 확인한다.

 □ 약물 주입 전에 정맥관이 폐쇄되지 않았는지를 모니터 한다.

 □ 적당하다면 정맥 주입을 위한 주입기계(infusion pump)를 준비한다.

 □ 환자에게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 철저한 무균술을 유지한다.

 □ 광범위한 예방지침(universial precaution)을 지킨다.

 □ 용기를 적절한 튜브와 연결한다.

 □ 실온의 정맥 주입 용약을 주입한다.

 □ 기관의 지침에 따라 48시간마다 정맥 캐뉼라와 세트 등을 교체한다.

 □ 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라 정맥 주입 부위를 소독한다(IV site care).

 □ 처방된 약물을 주입하고 결과를 모니터 한다.

 □ 용액이 주입되는 동안 점적 속도와 정맥 주입 부위를 모니터 한다.

 □ 과잉 점적과 신체 반응 여부를 모니터 한다.

 □ 정기적으로 정맥 주입 부위를 관찰한다.

 □ 활력증상을 모니터 한다.

 □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한다.

 □ 정맥염이나 국소 염증 증상 여부를 모니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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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계계계속속속 ).).).).

C. 간호목표     1. 체액 균형 Fluid balance

D. 간호중재  1-6. 쇼크 예방 (Shock prevention)

E. 간호활동

 □ 혈압, 피부색, 피부온도, 심음, 심박동수와 리듬, 말초 맥박의 존재와 특성, 모세혈관

    충만 등 순환상태를 모니터 한다.

 □ 불충분한 조직 산소화의 증상을 모니터 한다.

 □ 염려, 증가된 불안, 정신상태의 변화 등을 모니터 한다.

 □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 한다.

 □ 이상 검사치, 특히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혈액응고 검사, 수분 전해질수준, 세균

    배양검사, 일반화학검사를 모니터 한다.

 □ 체액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조기 보상기전을 모니터 한다: 증가된 심박동수, 혈압감소,

    직립성 저혈압, 뇨배출량 감소, 맥압의 감소, 감소된 모세혈관 충만, 불안, 창백, 차가운

    피부 그리고 발한.

 □ 심인성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 한다: 감소된 심박출량과 감소된 설음(crackle), S3와 S4

    심음, 그리고 빈맥.

 □ 증가된 심박출량, 높아진 체온, 감소하는 전신혈관저항(SVR)과 폐동맥압(PAP).

 □ 알러지 반응의 조기증상을 모니터 한다 : 천명음(wheezing), 쉰 목소리,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부스럼, 혈관 부종, 소화불량, 불안, 안절부절 함.

 □ 체액손실의 가능한 원인을 모니터 한다 : 흉관배액, 상터, 비위관 배액, 설사, 구토,

    복부 및 사지둘레의 증가.

 □ 적절하다면 기도개방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 적절하다면 산소 또는 기계적 환기기를 사용한다.

 □ 적절하다면 전부하(preload)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리를 올린 앙와위로 환자를 눕힌다.

 □ 적절하다면 심장에 부가된 압력, 심박출량, 소변량을 모니터하면서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정맥 및 경구로 수액을 투여한다.

 □ 적절하다면 적혈구 농축액과 신선동결 혈장을 투여한다.

 □ 굵은 정맥관을 삽입 및 유지한다.

 □ 적절하다면 과민성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를 알아내기 위해 항생제 반응검사를

    시행한다.



VIII. VIII. VIII. VIII.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급성 급성 급성 급성 통증통증통증통증

1. 1. 1. 1. ‘‘‘‘급급급성성성 통통통증증증’’’’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의의의 타타타당당당
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2. 2. 2. ‘‘‘‘급급급성성성 통통통증증증’’’’    간간간호호호문문문제제제를를를 해해해결결결하하하고고고자자자 계계계획획획된된된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C)(C)(C)(C)와와와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D)(D)(D)(D)의의의 연연연계계계 타타타당당당
성성성과과과 간간간호호호성성성과과과 지지지표표표(F)(F)(F)(F)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을을을 VVVV표표표시시시 한한한 후후후 타타타당당당한한한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4)(4)(4)(4)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10)(10)(10)(10)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7)(7)(7)(7)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맥박 변화  통증 호소
  생물학적 손상요인

   (감염 등)

 혈압 변화  공포
 물리적 손상요인

   (부동, 과도한 활동 등)

 경직된 얼굴표정  신경과민  화학적 손상요인 (투약)

 호흡수 변화  흥분
 심리적 손상요인

   (정서 장애 등)

 발한  사고과정의 변화

 비정상적인 자세
 관심의 범위가 

좁아짐

 근육근장도 변화  자기집중

 동공확대

 산만한 행동

 보호적인 행동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안위 수준

 (Comfort 

level)

 1-1.진통제 투여

(Analgesic 

administration)

  신체적 안녕

  징후 조절

  정신적 안녕

  물리적 환경1-2. 의식적 진정

(Conscious 

sedation)

  병실 온도

  사회적 관계

  영적 생활

2.통증 조절

(Pain control)

 2-1.통증 관리

(Pain 

management)

  독립성 수준

  통증 조절

  통증 발생 시기 파악하기



3. 3. 3. 3. 간간간호호호목목목표표표 달달달성성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와와와 연연연계계계된된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E) (E) (E) (E) 목목목록록록 중중중 핵핵핵심심심적적적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항항항목목목
을을을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원인요소 기술하기

  전반적인 징후 감시위해 일지 사용

    하기

  예방적 방법 사용하기

  비 진통제적 경감 방법 사용하기

 2-2.자가 통증 

조절

(Patient-Controlled 

Analgesia(PCA) 

Assistance)

  건강관리전문가에게 통증의 

   징후나 위치의 변화를 말하기

  건강관리전문가에게 조절되지 않는 

   징후 말하기

  이용 가능한 자원 사용하기

  통증과 연관된 징후 파악하기

  조절된 통증 말하기

C. 간호목표  1. 안위 수준 Comfort level

D. 간호중재  1-1. 진통제 투여(Analgesic administration)

E. 간호활동

 □ 환자에게 투약하기 전에 통증의 부위, 특성, 질, 심한 정도를 파악한다.

 □ 처방된 진통제명, 용량, 횟수를 확인한다.

 □ 약물에 대한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 마약성 진통제일 경우 첫 용량을 투여할 때나 이상한 증후가 나타날 때 투여 전후

   의 활력징후를 모니터 한다.

 □ 진통제의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이완을 돕거나 안위를 도모한다.

 □ 진통제의 효과를 매번 투여 후 평가한다. 특히 첫 요량투여 후와 가대하지 않았던

    증상(예, 호흡억제, 오심/구토, 구강건조, 변비) 등을 관찰한다.

 □ 진통제로 인한 반응,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예, 변비, 위장관 자극)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한다.

 □ 마약성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진정 정도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 진통제로 인한 기대하지 않은 효과(예, 변비, 위장관 자극)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한다.

 □  약, 용량, 투여방법, 간격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사와 상의한다.

 □ 진통제 사용방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동통 감소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등에 관해 교육을 한다.

D. 간호중재  1-2. 의식적 진정(Conscious sedation)

E. 간호활동

 □ 환자나 가족에게 과거의 진정제 투여 경험에 대해 묻는다.

 □ 약물 알러지를 조사한다.

 □ 진정을 위해 환자가 다른 약물 복용했는지, 금기사항은 없는지 조사한다.

 □ 진정시키기 전에 환자의 의식수준과 반사를 평가한다.

 □ 기본 활력증상, 산소포화도, 심전도, 키, 몸무게를 확인한다.



 □ 정맥주사 경로를 확보한다.

 □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정량을 의사의 처방이나 프로토콜에 따라 투여한다.

 □ 환자의 의식수준과 활력증상, 산소포화도, 심전도를 모니터 한다.

 □ 흥분, 호흡억제, 저혈압, 부적절한 수면, 저산소증, 부정맥, 무호흡,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의 악화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 한다.

 □ 필요 시 의사의 처방이나 프로토콜에 따라 길항제(antagonist)를 투여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간호행위와 환자 반응을 기관의 정책에 따라 기록해 둔다.

C. 간호목표  2. 통증 조절 Pain control

D. 간호중재  2-1. 통증 관리 (Pain management)

E. 간호활동

 □ 통증의 위치, 특성, 발현시기, 기간, 빈도, 질, 강도, 유발 요인 등을 포함하여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한다.

 □ 특히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언어적인 통증에 대한 의사 표현을 관찰한다.

 □ 환자가 적절한 진통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통증을 인정하고 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치료적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

    한다.

 □ 통증의 원인, 지속시간, 처치에 따른 불편함과 같은 통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환경요인들을 조절한다

     (즉, 실내 온도, 조명, 소음).

 □ 통증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줄여주거나 제거한다(즉, 두려움,

    피로, 단조로움, 지식 부족 등).

 □ 처방된 진통제로 환자에게 최적의 통증 완화를 제공한다.

 □ 통증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 및 수면을 증진한다.

 □ 통증경험의 계속적인 사정을 통해 사용되는 통증 조절 방법의 효과를 판단한다.

D. 간호중재  2-2. 자가 통증 조절 (Patient-Controlled Analgesia(PCA) Assistance

E. 간호활동

 □ 환자가 PCA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의사소통과 이해할 수 있고 지시에 따를 수 있는지.

 □ 통증 완화제의 작용 및 부작용을 교육한다.

 □ 환자의 통증 정도, 약 용량, 사용 빈도, 그리고 통증 치료에 대한 반응을 통증기록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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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B. B. B. B.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객관적 징후징후징후징후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증상증상증상증상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배변 시 힘이 듦
 복부/직장의 포만감이나 

   압박감
 배변습관

 불완전한 배변 느낌  활동부족 단단한 변

 생활양식 변화
 복부팽만

 수분섭취 부족

 환경 변화 배변 시 통증

 정서변화 배변횟수 감소

 신경근육 장애
 복통/요통

 섭취량 부족

 임신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짐  근골격장애

 장음 감소  투약

 두통  영양부족

 통증  식욕부진

 대사율 변화  오심

 처치
 항문소양감

 지식부족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 변 배설

(Bowel 

elimination)

 1-1. 배변 관리 

(Bowel management)

 배설 양상

 장운동 조절

 변 색깔

 식이에 대한 변의 양

 변의 연성과 형태

 배변의 용이성

 괄약근 긴장도

 변 배출을 위한 근 근장도

 1-2. 변비/매복 변 관리

(constipation/Impaction 

management)

 보조제 없이 배변

 대변 내 지방

 대변 내 혈액

 대변 내 점액

 변비

 설사

 변비완화제의 남용

IX. IX. IX. IX.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변비변비변비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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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 . . 

1. 1. 1. 1. ‘‘‘‘설설설사사사’’’’    문문문제제제를를를 규규규명명명하하하는는는데데데 필필필요요요한한한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징징징후후후 (A) (A) (A) (A) 및및및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B)(B)(B)(B)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순순순위위위를를를
기기기재재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배변 시 통증

C. 간호목표  1. 변 배설 Bowel elimination

D. 간호중재  1-1.배변 관리 Bowel management

E. 간호활동

 □ 계속되는 장 문제, 하제의 사용, 장의 규칙성 등을 보고한다.

 □ 대변의 색, 양, 횟수, 밀도 등을 기록하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한다.

 □ 설사, 변비, 매복변, 변실금의 증상이나 징후를 모니터 한다.

 □ 위장관계에 부작용이 있는 약 목록을 적절하게 확인한다.

 □ 장의 규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한 음식물 섭취에 대하여 환자에게 교육한다.

 □ 횟수 굳기, 모양, 양, 색, 장음 등을 포함한 장운동 양상을 모니터 한다.

 □ 횟수가 증가/감소되거나 고음의 장음이 있으면 보고한다.

D. 간호중재  1-2. 변비/매복 변 관리 Constipation/Impaction management

E. 간호활동

 □ 금기 사항이 아니면 수분섭취의 증가를 격려한다.

 □ 변비나 변매복의 증상과 징후가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한다.

 □ 변비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예, 투약, 침상안정, 식이)등을 확인한다.

 □ 횟수, 굳기, 모양, 양, 색깔, 장음을 포함한 장의 운동을 모니터 한다.

 □ 장파열이나 복막염의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 한다.

 □ 필요시 하제를 사용하거나 관장을 한다.

 □ 환자에게 운동을 장려한다.

 □ 환자와 가족에게 고섬유 식이를 가르친다.

 □ 환자와 가족에게 변의 색깔, 양, 횟수 및 굳기를 기록하도록 한다.

 □ 환자와 가족에게 식사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 환자와 가족에게 식이, 운동 및 수분섭취와 변비와의 관계를 가르친다.

 □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하제의 사용을 교육한다.

X. X. X. X.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간호문제 : : : : 설사설사설사설사

A. A. A. A.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징후징후징후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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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전해질 불균형  긴박감  감염

 배변횟수 증가  독소

 경련성 복통  자극성 음식

 복통  투약

 묽은 변  식수 변화

 장음빈도 증가  대사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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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의 양/유동성 증가  정서변화

 변의 색/냄새 변화  환경변화

 항문의 자극  처치

C. C. C. C. 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간호목표 D. D. D. D. 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간호중재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F. F. F. F.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간호성과 지표지표지표지표 타당함타당함타당함타당함 순위순위순위순위

1. 배변 조절

(Bowel 

continence)

1-1. 설사 관리

(Diarrhea management)

 배변의 긴박감 인식

 예견되는 배변 양상 유지

 배변 조절 유지

 최소 하루 3회 이상의 배변

 배변 조절에 적당한 괄약근

  긴장도

 괄약근 신경 기능

 적시에 긴박감에 반응하는 방식 

 배변 억제 위해 적절한 

  보조제 사용

1-2. 피부 관찰

(Skin surveillance)

 긴박감과 변 배출 사이에 

  화장실 가기

 독립적 배변을 위한 장애 없는 환

경 유지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

 적절한 양의 섬유소 섭취

 음식섭취와 변의 일관성 관계 

설명

 변의 양과 일관성 모니터

 독립적으로 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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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C. 간호목표  1. 배변 조절 Bowel continence

D. 간호중재  1-1. 설사 관리 Diarrhea management

E. 간호활동

 □ 가스형성 그리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한다.

 □ 락토스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제의한다.

 □ 설사 증상과 징후가 계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 설사가 지속되면 배양 및 민감성 검사를 위해 대변을 채취한다.

 □ 설사량을 측정한다.

 □ 설사를 유발하거나 기여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교육한다(예, 투약, 박테리아, 위관 영양).

 □ 설사의 증상을 모니터 한다.

 □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장한다(차차 양을 늘리도록 한다).

 □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도록 교육한다.

 □ 저섬유,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교육한다.

 □ 정기적으로 피부상태를 관찰한다.

 □ 지사제의 적절한 사용을 환자에게 교육한다.

 □ 필요시 보조영양(비경구영양)을 공급한다.

 □ 필요시 스트레스 완화기법을 가르친다.

 □ 필요시 장을 쉬게 한다(예, 금식, 연식).

 □ 필요시 지사제를 사용한다.

 □ 환자가 스트레스 완화 시법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D. 간호중재  1-2. 피부 관찰 Skin surveillance

E. 간호활동

 □ 감염이 생긴 부위를 모니터 한다.

 □ 색, 온기, 부종, 궤양, 배액을 관찰한다.

 □ 자극이나 배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문주위의 피부를 모니터 한다.

 □ 적당할 때 피부손상의 신호에 대해 가족 구성원과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다.

 □ 출혈이 나타나는 부위를 모니터 한다.

 □ 피부와 점막의 변화를 적어둔다.



II. II. II. II.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각각각각각각의의의 문문문항항항에에에서서서 귀귀귀하하하
에에에게게게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사사사항항항을을을 (  (  (  (  ) ) ) ) 안안안에에에 직직직접접접 기기기입입입 혹혹혹은은은  에에에 V V V V 표표표시시시해해해주주주시시시면면면 감감감사사사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

1.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 만 (     )세

3. 학력 : ① 간호대학 ( 3년제 , 4년제 ) 졸업 ② 대학원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재학
         ③ 대학원 ( 석사 , 박사 ) 졸업

4. 근무부서 :  내과병동 ,  외과 병동 ,  중환자실

5. 병원 총 근무기간 : 만 (     )년

6. 현 근무부서 근무기간 : 만 (     )년

♡♡♡♡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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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methodological study; to acquire knowledge about the nursing 

process by steps of knowledge definition, collection, and representation; then, to 

design the data warehouse an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in nursing 

process. 

There were 10 nursing problems related to patients in internal medicine and 

surgery; gas exchange disorder, risk for infection,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imbalanced nutrition (less then body requirement), 

ineffective tissue perfusion, body fluid volume deficit, acute pain, constipation, 

and diarrhea.

We have selected 87 objective signs, 20 subjective symptoms, 118 related 

factors, 13 nursing objectives, 33 nursing interventions, 451 nursing activities, and 

172 nursing outcome indicators in knowledge definition step.

For knowledge collection, objects were 463 nurses who worked more than 1 

year in internal medicine/surgery ward and intensive care unit. From March 30th 

to May 10th 2005, survey was performed in 17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Kyunggi-do. 

In knowledge representation, we have used three methods of data mining 

such as neural network analysis, decision tre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se help to deduce rules and models for nursing diagnosis and 

evaluation. The rule was presented major parameters which deriv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if then’ production rule. The model made logistic 

regression function adding objective/subjective symptom parameter to the 

estimate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it presented to yield posterior 

probability substituted the value to probability formula. 

The nursing proce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which was applied those 

acquired knowledge was followed; the forward chaining was used for inference 

engine; a Visual Basic 6.0 was used for design the user interface; data 

warehouse was designed for integration of nursing proce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n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Th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was defined as; first, it was an 

automatic diagnostic prediction system based on nursing diagnosis model instead 

of subjective adjudication of nurse in nursing diagnosis second, it was a 

preferential choice of the key nursing activity with a list by preferential order 

in nursing plan/ nursing performance; third, it was a system for monitoring of 

nursing achievement by evaluation time point in accumulation of data, which 

represents nursing achievement as percentage based on evaluation point about 

nursing outcome parameter items in nursing evaluation; fourth, it was a system 

which reduce the time consuming compared to original system in audit and 

inspection by sharing patient's data in data warehouse. 

There was a significance of this study; first, knowledge was acquired 

introduction of data mining which was new and unfamiliar in nursing research; 

second, we have tried to discrimination of rule-based system by presenting  

rules and models the acquired nursing knowledge; third, we have designed 



nursing proce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which was related to data 

warehouse for integration with hospital information system, not for independent 

nursing process system.

We suggested below based on these results and significance;

First, we recommended a clinical validity evaluation study verified the 

nursing diagnosis and evaluation model, which developed in this study, with 

clinical patient's data; second, further study was required to study using data 

mining method by collecting the knowledge from data largely stored at data 

base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third, we suggested a development research 

for nursing outcome parameter which was concrete and measurable to evaluate 

the solving degree of objective/subjective symptoms of patients in addition to 

the NOC parameters in items of nursing outcome parameter.

Key Words : Data Mining, Nursing diagnosis, Nursing evaluation,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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