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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시작하긴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내 자신과

의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감사의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운 채찍으로 진도를 마치게 해주신 김조자 교수

님,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세세히 지도해주신 김인숙 교수님,학문의 정석을 알
려주신 고일선 교수님,생소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용욱 교수
님,부족한 학생을 위해 스케줄 관리 및 가장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주신 박정숙
간호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신념을 갖게 해주고 끊임없는 조언을 아끼

지 않고 기꺼이 자료정리를 도와주었던 영아,미정,혜영,태희,정연,선영 고맙습
니다.
실의에 빠져있을 때마다 기운을 북돋우어 주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정

인부장님,그리고 마음의 힘이 되 주었던 심장혈관병원 파트장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그 누구보다 옆에서 어려운 상황 지켜보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었던 CCU 간호사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몇 번이고 거듭되었던 설문
지 마무리 잘 해주고 코딩작업 도와주고,자료수집 도와주고...이루다 말할 수 없
을 만큼 많은 일들을 부탁했어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어서 오늘의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지켜보시며 말로는 표현 못하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노심초사하셨던 친정

부모님.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더 어려운 일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언제든지 응급으로 달려와 주셨던 친정 부모님께 머리
숙여 큰절 드립니다.그와 더불어 많은 시간 함께 해주었던 동생 소연,은정 고맙
습니다.

매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운을 나누어준 든든한 남편
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온갖 투정 다 받



아주고 이번기회에 잘 생긴 신랑의 가슴이 얼마나 넓고 큰지 실감했습니다.감사
합니다.예쁜 딸 서영.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부쩍 키도 크고 성숙
해졌음을 느낍니다.‘엄마 힘내’,‘엄마 사랑해’라는 달콤한 마약으로 에너지를 주
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공부하는 며느리 막바지에 뒷바라지 하시느라 힘든 몸
이끄시고 잠자리까지 옮겨가며 도와주신 시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끝으로 뱃속
의 막내아기.힘들다고 배차며 꿈틀거리는 느낌 받을 때마다 미안했습니다.6주후
정도면 세상에 나와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었던 엄마를 향해
울부짖겠죠.그래도 뱃속에서 잘 견뎌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동안 저를 위해 마음 써주시면서 같이 걱정해주셨던 간호담당부원장님,간
호수석부장님 및 선후배 동료 간호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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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모모모형형형
---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를를를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은 간호과정에 대해 임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간호기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진술문을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체계를 적용한 모형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써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을 통

한 Delphi방법을 이용하였다.심장혈관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도
출된 10개의 간호진단을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하였다.선정된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정하였다.선
정된 정의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간호진술문이나 검사결과수치 등을 구체적 특
성이라 정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그 내용을 작성케 하였다.선정된 구체적 특성
에 대해 내용 타당도를 본 후,간호진단의 관련 요인 및 간호진단의 분류체계인
NNN Taxonomy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합의하여 선별하였다.간호중재명
은 간호중재분류(NIC4판,2004)를,간호결과명은 간호결과분류(NOC3판,2004)를
기본으로,관련 요인별로 재분류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심장혈관계 중환자에게 해
당하는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를 선정케 하였다.
각각에 대한 내용 선정은 설문지를 통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모
형에 사용하였다.문헌고찰 및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도출 및 선정된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10개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
을 개발하였다.개발된 모형 중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것을 일 Y대학 부속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적용하여 임상타당도를 보았다.환자 재원 시 심박출량 감
소의 간호진단이 시스템에서 제시되었을 때,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이 심박출량 감
소의 간호진단명을 채택한 환자 중 2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무작위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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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이 채택되었을 시점의 간호기록,검사결과수
치,임상관찰 기록지 등에서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을 위한 정의적 특성 및 구
체적 특성과 간호결과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 집단에게 추출케 하였
다.그리고 시스템 전문가와 상의하여 모형에 따라 작성한 흐름도의 사용빈도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임상타당도를 보았다.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은 심박출량 감소
가 채택된 시점의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내용의 건수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활용한 간호진단명은 출혈의 위험,급성 통증,심박출량 감소,비사용
증후군의 위험,감염의 위험,불안,비효율적 기도청결,오심,손상의 위험,피부통
합성 장애 위험이었다.각 간호진단의 정의적 특성은 관련 요인 및 NNN
Taxonomy에 따라 전문가 집단과 합의하여 선별하였다.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정
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중재명은 107개였으며,간호결과명은 55개였다.
10개의 간호진단중 1개 간호진단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임상타당도 결과 개발된
모형의 흐름에 따른 경우가 91.3%로 높은 사용 빈도 율을 보였다.심박출량 감소
의 전자의무기록 적용 시 가장 많이 추출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은 혈압
의 변화에 대한 것(69.6%)이었으며 부종 및 맥박 수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스템의 내용을 통해 전문가 집단이 가장 많이 추출한 관
련요인은 후부하의 변화(43.5%)였다.간호중재명의 경우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선
택하여 사용한 간호중재명은 부정맥 관리(26.8%)외 9가지였으며 평균 6.8개의 간
호활동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별로 평균 8개의 간
호중재명과 한 간호중재명에 대해 평균 6.0개정도의 간호활동이 선정되었다.시스
템의 내용에서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문가 집단에게
추출하게 하였을 때 전체 환자의 39.1%에서만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혈
압에 대한 기록(17.4%)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간호과정의 전 과정이 포함된 시
스템이 구현되어 임상간호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 줄 수 있기를 바란다.1)

핵심되는 말 :간호과정,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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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간호가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간호실무의 기초가 되면서 과학적
지식을 확인하고 체계화하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 필요로 된다.이러한 의
미에서 간호과정은 간호전문직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간호 실무에 유용한 이론으
로 개발된 것으로서 간호 실무에서 환자간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과학
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다(유지수,박지원,고일선,손주온,1997).

간호과정은 자료수집단계인 간호사정,간호진단,간호계획,간호수행(중재),평
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간호의 표준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요구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임상간호에 소개된 이후 임상간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이은옥 등,1996),그 확산 및 적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대
한 가장 큰 이유가 간호과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실정에서 많은 간호
기록시간이 요구되고,간호진단 도출을 위한 사고과정의 어려움으로 간호진단 및
간호중재내용 등을 빠르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
고과정을 거쳐 내린 간호진단이 올바른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도 부족한 것 등
이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용이 용이하
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간호기록
시간 단축 및 간호과정 사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었던 사고과정의 어려
움,올바른 간호중재의 선택은 간호과정의 정보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보
여 왔다.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들은 환자의 특성 또는 관련요인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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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머릿속에서 정리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에 대한 간호진단을 보여주고,해당
되는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을 보여주고 이에 따른 간호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처음에 산만하게 제시된 환자의 자료들로부터
간호진단을 도출할 때 보다는 훨씬 용이하여지기는 하였다.그러나 개인의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전히 큰 숙제일 수밖에 없다.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통합적으로 의무기록의 정보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과정 만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기 때문인 것과 정보화
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간호기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진술문을 시스
템에서 인식하여 올바르게 환자문제를 도출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김혜숙(2004)의 정형외과 입원환자를 위한 간호과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병원의 ERP(EnterpriseResourcePlanning)를 이용하여 환자의 기본 자료
를 받아 간호과정을 운영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의 연계성도 갖으면서 ERP의 데이터마트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관련요인을 입력자가 정하면 그에 따른 간호진단
을 보여주고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을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
고,간호진술문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에 연결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의무기록의 정보화라고 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의미할 수 있는데,입력 도구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내용들을 입력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다양하게
또는 다른 의료진들이 입력한 자료들까지도 포함하여 필요로 되는 내용들만을 뽑
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전자의무기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장점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환자의 문제를 보다 쉽게 뽑아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이 된다하여도 간호 기록의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진술문에 대한 것을 시스템에서 인식하여 환자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현재 전자의무기록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바,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 해 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이 이루어졌을 경우 입력된 자료들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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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호사가 찾고자 원했던 환자의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환
자의 증상 및 징후들에 해당되는 간호진술문 및 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자의
무기록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또한 이에 대해
올바른 간호진단이 제시되어 환자간호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및 활동 내용을
제시해주고 환자의 간호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알게 해 줄 수 있는 지표들
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전자의무기록 시 간호과정의 실무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
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되는 바 시스템 접근이 용이한 모형을 개발해 보는 연
구를 시도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하고,현재 심각한 관심사
로 대두되는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모형을 개발해보고자 하며,이렇
게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 간호사들의 환자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에 도
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해,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간호진단 도출을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환자의 증상 및 징후를 분류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이에 대해 간호사들에게 간호중재 및 평가 내용을 제시
해 줄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보고자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
형 개발을 위해 단계별로 필요로 되는 내용을 도출 및 선정한다.

�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의 다빈도 간호진단을 도출한다.
�  도출된 간호진단별 정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구체적 특성을 확인한다.
�  도출된 간호진단별 관련요인에 따른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을 확인한다.
�  도출된 간호진단별 관련요인에 따른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를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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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
형을 개발한다.

�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의 임상타당도를 검증한다.

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전자의무기록(EMR)이란 처음부터 의무기록 내용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병원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웤 환경에서 의무기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MRI:MedicalRecordInstitude;김지영,2002)본 연구에서는 처방 전
달 시스템(OCS)과 연계되어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병원 내에
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22)))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간호과정이란 특별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으로 실제적,잠재적,건강문제
를 규명,예방,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이용하는 체계적인 문제해결식 접근
으로 간호사가 인간을 돌보는데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간호과정은 다섯 가지 기본단계(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를
가진다(김조자,김용순,박지원,1999).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정의 5단계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사정 및 진단대신 정

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을 포함하는 관련요인 및 간호진단을,계획 및 수행대신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을,평가대신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 지표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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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111...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정정정보보보화화화 현현현황황황

간호는 간호과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간호과정은 실
제적,잠재적 건강문제를 확인,예방,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간호사가 인간을 간호하는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
는 틀을 제공한다(김조자,김용순,박지원,1999).
간호과정이 소개된 이후 임상실무에의 용이한 적용을 위하여 시스템으로 구현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왔다.처음에는 간호진단에 초점을 둔 시스템에
관한 연구(김조자 등,1993;김정애,1992,1996,1998,1999;이은옥 등,1996;유지
수,1996;유지수 등,1998)들이 소개되었으나,그 이후에는 간호중재와 연계한 연
구들이 소개되었다(김조자,유지수,박지원,1993;김지현,1999;이지연,2000;김조
자 등,2002;윤혜영,2002).
간호결과가 소개되면서는 간호중재의 달성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지

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연계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혜진,
2003;지미경,2003;이민경,2004,이은주,2005).결과적으로 간호진단-간호중재-간
호결과가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잘 구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
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간호과정 시스템은 간호사들이,간호현장에서 환자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좋은 의사 결정 도구로도 매우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
였었다.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활용률은 매우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가장 큰 이
유로 간호과정 시스템을 활용할 실무현장의 대표인 병원의 정보 체계가 보편화되
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박현애(1999)등의 연구에서 간호과정의 시스
템에서의 활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을 보고하였는데 HolbrookA.등(2003)은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환자를 돌보고 그 누구보다 간호과정의 활용에 앞장서야 할 실무현장의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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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간호과정을 우선순위로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시스템 개발의 초창
기에는 간호진단 적용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간호진단지침서가 없
다는 점(김용순,1995)을 이유로 들었었다.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간호정보 시
스템이 개발되고(이은옥 등,1996),신경망을 이용한 간호진단 시스템이 개발되고
(김정애,1998,1999),이를 더 확대하여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를 연계한
지식관리 시스템(김정애,2000)등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통합 전자 의무 기록이 병원별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환

자 자료를 이용한 간호과정시스템이 일반외과 환자,정형외과 환자,유방암환자
등 다양한 환자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은주,2005;김혜숙,2004;지미경,
2003).이러한 시스템에서 구현된 간호과정의 진행 과정을 보면 간호사가 우선적
으로 환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알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의 관련요인이나 특성을 시스템에서 입력하거나 제시된 내용 중에서 선
택하면 간호진단이 제시되고 제시된 간호진단 중 담당간호사가 합당하다 생각되
는 간호진단을 선택하면 간호중재가 제시되고 간호중재를 선택하면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결과가 제시되는 체계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그러나 진정하게 간호
사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은 간호사가 입력한 사정자료를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추천하면 간호사가 추천된 간호진단을 받아들이던지 거절하던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기관에서 적용가능한 간호중재가 컴퓨터에 의해서
제시되면 환자에게 적합한 간호중재를 선택하고 컴퓨터가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
간호계획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은옥 등,1996).
기존의 시스템들에서는 간호과정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고과정을 요하는 간

호진단 도출에 대한 문제는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위와 같
은 체계로라도 구현된 시스템들이 상품화되어 있기는 하였으나(최영희 등,1999)
통합 처방전달 시스템과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경우 상품화
된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며 각 병원별로 다른 시스템
과의 연계도 용이한 새로운 간호과정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 병원의 경우,ICNP를 이용한 간호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간호진단 없이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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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관련요인 없이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간호진단-간호중재가 연계된 시스템이라 하여도 기존의 시
스템에서 제시하였던 간호과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서 관련요인 없이 간호진단을 의학진단과 연계하여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중재가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도 있다(박성애
등,2001,2002,2003).그러나 간호가 반드시 의학진단과 연계되어 있는 것만은 아
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방법보다는 관련요인에 따른 간호진단 도출이 더욱
합리적이다.뿐만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이 적용되어도 간호기록의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간호진술문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
한 숙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간호과정의 임상적용은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환자의 특성에 대한 간호진술문을 간호진단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JuntilaK.등(2005)은 수술 전 간호중재의 기록을 위해
ISO referenceterminology라는 새로운 용어 틀에 맞추어 재 정의하고 재 그룹화
하기도 하였다.NeonatalIntensiveCareUnit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부모 집단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그들이 표현하는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간호진단을
도출해보기도 하였는데(doVale,I.N.,deSouzaS.R.,CarmonaE.V.,2005) 이것
은 간호진술문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간호진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 생각되며 바로 이러한 분류과정들이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Parker,K.P.,Kimble,
L.P.,Dunbar, S.B.& Clark,P.C.(2005)는 증상에 대해 묶는 작업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메카니즘을 알리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수면장애와 통증에 대
한 것을 주제로 하여 시도하였다.수면장애 및 통증에 대한 증후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Framework을 소개하면서 Pysiological, Psychological, Behavior,
Socioculturaldomain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간호중재 및 Clinicaloutcomes과정
을 도식화하였다.
일련의 연구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간호의 정보화가 가속화되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되면서 간호진단을 위한 환자의 특성들을 재분류 및 재명명 하는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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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성을 분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체계로 간호실무를 위해 만들어진
NNN Taxonomy를 들 수 있다.NNN Taxonomy는 4개의 Domain을 가지고 있
으면서 4개의 Domain에 따른 21개의 Classes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Administrativedomain이 추가되면서(Kelly,J.H.,Weber,J.,Sprengel,A.,2005)
필요한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후에 추가된
Administrativedomain은 HealthcareOrganizatinalsystem level과 Nursingunit
level,Clientcarelevel를 포함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행하는 간호의 부적절함이나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간호단위 내에서의 인력부분,간호사 개인의 부적절한 지
식 및 판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환자의 특
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간호기록이나 환자관련 자료
의 어디에서도 언급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
다.vonKrogh등(2005)은 전자의무기록 시 간호 진술문에 대한 것을 Walk&
Avent의 이론개발 및 이론 합성의 방법을 사용하여 8개의 Domain에 따라 정리하
여 NNN Taxonomy와 비교하였다.그의 연구에서는 Physiological,Functional,
Psychological,Safety,Existential,Lifestyle,family and environmental의 8개
Domain과 29개의 Calsses로 구분되었다고 하면서 전자의무기록 시 NNN
Taxonomy에 따른 분류로도 간호기록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음을 보고하였다.이는
간호과정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호
용어로의 재분류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다른 분류체계보다 NNN
Taxonomy에 의한 분류가 환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환
자특성 분류에 활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NNN의 Taxonomy domain은,
Functionaldomain,Physiologicaldomain,Psycologicaldomain,Environmental
domain,Administrativedomain으로 각각의 domain에 Classes가 있어,본 연구에
서 간호진술문을 포함하는 환자의 다양한 증상 및 징후들을 전자의무기록 적용에
용이하도록 분류하게 하는 체계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이 이루어지는 시스

템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의 변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또한 간호과정의 활용성을 높이고,확실하게 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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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간호사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진단 도출의 과정을 현재까지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접근하여 개발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하여 준다.
통합적으로 처방전달 시스템이 되고 전자의무기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원 정보 체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적절한 시점에서 환자를 위한
문제를 간호진단으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현 의료실정에서 간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전체 정보를 파악하기도 전에 환자의 간호문제는 발생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늦어지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통합 전자 의무
기록이 될 경우 간호사만이 아닌 모든 의료인이 입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환자
의 문제를 간호진단으로 보여주고 이에 따라 꼭 수행해야 할 간호중재 및 간호활
동을 제시해주는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일 병원에서 ICNP를 이
용하여 간호정보시스템을 구현할 때에도 간호사들의 실제기록을 분석하여 데이터
화함으로써 전자간호기록(ENR)을 더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한
글 간호용어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Margaret등(2004)은 전자의무기록(EMR)을 포함하는 EHR(Electronic health

Record)운영 시,사용되는 용어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간호용어의 표준화
는 NANDA,NIC,NOC,SNOMED-CT등 현재 발표되어 있는 10개 간호용어와
의 연계도 용이하게 하고 간호단위에서 필요로 되는 자료들의 모음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용
어로의 변환 및 재분류 또는 재명명 작업은 필수적 과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간호과정을 위해 많은 시스템이 구현되었으나 관련요
인 및 관련특성-간호진단-간호중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심장혈관계 중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 지표를 포함한 연구는 없었다.일부 통
합 의무기록시스템을 구현한 병원의 경우에도 간호 정보 체계에 있어서 간호진단
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심장
혈관계 중환자에서 간호진단별 환자의 특성에 대해 Delphi방법과 문헌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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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별하고,이를 앞에서 언급하였던 NNN
Taxonomy에 따라 시스템에서의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분류해보고,이렇게 입력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간호진단이 도출되어 이에 따른 구체적 간호활동
및 간호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기
존의 연구들에서 간호진단별로 분류된 간호중재 및 간호결과도 관련 요인별로 선
정하고 이에 따른 간호활동내용과 간호결과지표를 연계한 모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222...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도 변화되는
추세이다.통계청(2004)에 따르면,주요사망원인의 3위가 심장혈관질환으로 나타나
있다.특히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최근 10년 사이
에 전체적인 심장혈관질환 사망률이 감소한데 비해,오히려 13.7%나 증가하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대표적 질환인 심근경색증은 발병
시 병원도착 전에 심실세동으로 인해 50%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
문자 외,2004)
심혈관 질환의 발병요인은 연령,성별,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과 고지혈증,

고혈압,흡연,당뇨,비만,운동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하는 것
으로 고려되고 있으며,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감수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행동 방식과 경제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한금선,2004).
심장혈관계 질환은 한번 이환되면 회복이 어렵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높은 질

환으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데,심장혈관질환의 예방적 관리는 생리학적,임상적,
심리학적,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금연,다양한 채소와 과일,잡곡류
를 주로 하는 올바른 식생활,절주,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통한 규칙적인
운동,적당한 체중유지,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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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MinistryofHealthandWelfare,2000;한금선,2004).
심장혈관계 질환의 발병요인과 예방적 관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심장혈

관계 질환,특히 중환자실로 입실하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는 병실간호와 차별
화된 간호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심장혈관계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를 곁에서 관찰하면서 긴급 상

황을 인지하고 응급치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 있어야 한며,스스로
독자적인 진단과 치료적 기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는 생명에 필요한 과정을 상세하게 관찰
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고도의 판단력과 결정력이 요구되는 것이다(서문자 외,
2004). 이와 같은 이유로 간호문제의 조기발견과 문제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로 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은 심장혈관계 중환자실 간호
사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으로 익숙해져야하는 과학적 문제해결방법이며 의사결정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여 보면,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과정의 정보화를 추구하여 왔다.그러
나 여전히 간호진단 도출의 어려움 및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의
분류체계는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되는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에게는 널리 받아들
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정보화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통합적인 전
자의무기록 적용의 시대가 되면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들도 변
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간호정보체계도 예외는 아니다.이에 간호진단
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 그리고 간호결과를 포함하는 시
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에 대해 연구해
봄은 큰 의의가 있다.또한 보다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요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들에게 도움이 되므로,급성시기의 치료와 간호를 요하는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
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12 -

IIIIIIIII...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Delphi방법 및 문헌고찰을 이용한 모형 개발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1)간호진단 도출을 위한 연구대상

간호진단도출을 위한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Y대학 부속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2005년 9월 22일 -10월 21일까지 입실한 환자 중 입실시를 기준으로,
심장내과 진단명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연구자가 만나 본 환자 58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각 단계별 내용 타당도를 위한 연구대상

간호진단에 따른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 확인을 위한 대상자는 Y대학

부속 병원 중환자실 간호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석사이상 인 일반간호사
6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 및 간호결과 지표 선정을 위한 대상자는 Y
대학 부속 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자로 심장내과 중환자실 간호 근
무 경력 5년 이상인 6인의 일반간호사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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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상 타당도를 위한 연구대상

시스템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관련요인과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에 대
한 임상 타당도를 위한 대상자는 Y대학 부속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자로 심장내과 중환자실 간호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6인의 일반간호사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도도도구구구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에서 제시한
정의적 특성에 대한 도구를 연구자가 작성하여 1개의 간호진단에 대해 5개정도로
핵심이 되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선정하도록 하였다.그 후 핵심으로 나온 정의
적 특성에 대해 환자의 증상 및 징후,간호진술문 등을 전문가 집단에게 직접 작
성토록 하여,‘전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타당하다’,‘매우 타당하다’로
응답하도록 4점 척도로 작성하였다.이때의 환자 증상 및 징후,간호진술문을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특성이라고 하기로 전문가 집단과 합의하였다.

222)))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도도도구구구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선정된 간호진단에 대해 NIC(4판,2004)에서 제시한 것
중 성인과 관련된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을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에 따라 재분
류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타당하다’,‘매우 타당하다’로 응답
하도록 4점 척도로 도구를 작성하였다.간호중재명에 대한 한글번역은 김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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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과 최순희 등(2004)의 것을 참고하고,간호활동은 염영희 등(1999)의 한글번
역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 및 중환자 간호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명과 함께
수정작업을 하여 작성하였다.

333)))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 및및및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도도도구구구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선정된 간호진단에 대해 NOC(3판,2004)에서 제시한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를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다’,‘타당하다’,‘매우 타당하다’로 응답하도록 4점 척
도로 도구를 작성하였다.한글번역은 염영희 등(1999)의 것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
및 중환자 간호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명과 함께 수정작업을 하여 작성하였다.

444...연연연구구구 과과과정정정

111)))연연연구구구과과과정정정

본 연구의 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제 1단계는 간호과정의 5단계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모형에 필요로 되는 내용을 도출 및 선정하는 단계로서 간호
진단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도
출 및 선정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1단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모형을 개발하
고 임상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이다.<그림 1>

222)))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단단단계계계별별별 내내내용용용 도도도출출출 및및및 선선선정정정

AAA...111단단단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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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연구 진행 과정

단계 단계별 내용 연구방법

1단계

간호진단 도출 및 선정 문헌고찰/Delphi방법/사례연구/
10개의 심장혈관계 간호진단 도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 선정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도구
/석사이상 중환자 간호경력 3년
이상 된 일반간호사 6인의 전문가
타당도

간호진단의 관련요인별 &
NNN Taxonomy에 따른
정의적 특성 & 구체적 특성

선별

석사이상 중환자 간호경력 3년 이
상된 일반간호사 6인의 전문가
& 연구자 합의

간호진단의 관련요인별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선정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 도구 /
심장혈관계 중환자 간호경력 5년
이상 된 일반간호사 6인의 전문가
타당도

간호진단의 관련요인별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지표

선정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지표 도구
/심장혈관계 중환자 간호경력 5
년 이상 된 일반간호사 6인의 전
문가 타당도

2단계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해
석사이상 중환자 간호경력 3년 이
상 된 일반간호사 6인의 전문가
& 연구자의 합의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 모형의 임상 타당도

1개 간호진단의 전자의무기록 적
용 모형(심박출량 감소)/심장혈관
계 중환자 간호경력 5년 이상 된
6인의 일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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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도도도출출출 및및및 선선선정정정

본 연구의 대상자가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간호진단을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도출하였으며,그 중 본 연구를 위한 간호진
단을 선정하였다.

����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선선선정정정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작작작성성성

a.정의적 특성 선정
2005년 12월 27일 -2006년 1월 5일까지 심장혈관계 중환자의 간호진단에 대

해 연구자가 작성한 정의적 특성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5개정도씩 선
정하게 하여 CVI(IndexofContentValidity)를 산출하였다.또한 NANDA에서 제
시된 것 외에 필요로 되는 내용을 첨가 및 수정토록 하였다. 그 결과 CVI가 0.83
이상인 것을 정의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b.구체적 특성 작성
2006년 5월 25일 -2006년 6월 8일까지 심장혈관계 중환자의 간호진단에 대해

구체적 특성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직접 작성하게 한 후,4점 척도로
내용타당도를 보고,CVI가 0.83이상인 것을 최종적인 구체적 특성으로 확정하였
다.

����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 NNNNNNNNN TTTaaaxxxooonnnooommmyyy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선선선별별별

2006년 6월 15일 석사이상 중환자 간호경험 3년 이상 된 일반간호사 6인의 전
문가 집단과 연구자가,선정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을 간호진단의 관련 요
인별로 선별하고 또한 NNN Taxonomy에 따라 분류하였다.간호진단의 관련 요
인 및 NNN Taxonomy에 따라 선별 시에는 정의적 특성을 우선순위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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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전문가 집단이 모두 합의하여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간호진단별 관련 요인 중 출혈의 위험,손상의 위험,감염의 위험,비사용증후

군의 위험,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에 대해서는 NANDA에서 제시된 관련 요인이
없어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관련 요인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선선선정정정

2006년 4월 20일 -2006년 6월 12일까지 심장혈관계 중환자의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4점 척도로 그 내용을 선택하게 한
후 CVI가 0.83이상인 것을 심장혈관계 중환자에게 해당되는 최종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으로 확정하였다.

����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 및및및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지지지표표표 선선선정정정

2006년 4월 20일 -2006년 5월 27일까지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4점 척
도로 이루어진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지표 도구를 이용하여,전문가 집단에게 그
내용을 선정하게 하여 CVI를 산출한 후 0.83이상인 것을 최종 간호결과명 및 간
호결과지표로 확정하였다.

BBB...222단단단계계계

����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모모모형형형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도출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과정의 전자의무
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은,문헌고찰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정된 정의적 특성,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전문
가 집단이 합의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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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임임임상상상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개발된 모형에 대한 임상 타당도를 보기 위해,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도출된
간호진단 중 1가지를 선택하였다.이것을 일 Y대학 부속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
스템에 적용하였으며,시스템의 자료와 본 연구의 자료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 분
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보았다.

5.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간호진단 도출을 위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을 위해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
성내용,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는 CVI(Indexof
ContentValidity)를 산출하였다.
3)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에 대한 임상타당도는,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의 흐름도의 빈도를 알아보고 시스템을 통하
여 산출된 결과와 본 연구의 자료수집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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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11...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단단단계계계별별별 내내내용용용 도도도출출출
및및및 선선선정정정

111)))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도도도출출출

����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도도도출출출 시시시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심장혈관계 중환자를 위한 간호진단 도출을 위해 심장혈관계
중환자실에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입실한 환자 63명중 5명
은 본 연구자가 직접 접촉해보지 못하여 간호진단 도출의 적절성을 위하여 본 연
구대상에서 제외한 58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이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자가 51.7%,여자 48.3%로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연령
을 보았을 때 71-80세가 2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63세로
심장혈관계 중환자의 평균나이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의학진단명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1개의 진단명만으로 입원하게 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입실하게 된 최초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 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가 관상동맥증후군의 진단명을 가진 환자로 58.8%를 차지하였는데
급성 심근 경색증이 그 중 46.7%,협심증이 12.1%였다.관상 동맥 협착증은
12.1%,IdiopathicHypertropicSubaorticStenosis가 1.7%였다.그 외에 울혈성 심
부전 및 폐울혈이 12.1%,심근병증이 1.7%,부정맥(빈맥)이 3.4%,대동맥 박리가
3.4%,말초혈관 협착증이 1.7%였으며 심장혈관계 외 질환명을 가진 환자 2명은 기
관지 천식과 Adenomatosis가 1차 진단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1명은 폐색전증
과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였고,1명은 심박동기 삽입 및 판막수술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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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도도도출출출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58

진 환자였다.또한 대상 환자 중 시술 및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는 68.9%였으며,
수술 및 시술이 이루어진 환자 중 관상동맥 관련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는 62.5%
로 가장 많았다.<표 1>

항목 구분 실수(%)

성별 남 30(51.7)
여 28(48.3)

연령(세)

-40 4(6.9)
41-50 9(15.5)
51-60 11(19.0)
61-70 13(22.4)
71-80 16(27.6)
81- 5(8.6)

의학진단명

관상동맥 증후군 34(58.8)
급성 심근 경색증 27(46.7)
협심증 7(12.1)

관상동맥 협착증 7(12.1)
IdiopathicHypertropicSubaorticstenosis 1(1.7)
울혈성 심부전,폐울혈 7(12.1)
기타 9(15.5)

시술명/
수술명

관상동맥 관련 시술 25(62.5)
말초혈관 관련 시술 3(7.5)
관상 동맥 및 말초혈관 관련 시술 4(10.0)
대동맥 관련 시술 2(5.0)
복막 투석 3(7.5)
기타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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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출출출된된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58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도출된 간호진단은 총 29종류로,118개였다.가장 많
이 도출된 간호진단명은 “출혈의 위험”이었는데 이 간호진단은 NANDA에서 제
시한 간호진단에는 없는 것으로 심장혈관계 중환자의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의 많은 수가 선택하였기에 도출하게 되었다.제 2위가 “급성통증”에 대한 것으로
심장혈관계 중환자들이 특징적으로 호소하는 “흉통”이 16회로 통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 다음이 두통으로 5회 선정되었으며,목의 통증은 1회 선정
되었다.제 3위는 “심박출량 감소”였다.이 간호진단 또한 심장혈관계 중환자들에
게 특징적으로 선정되는 간호진단 내용으로 대부분이 중환자실 입실 첫날에 도출
되었다.제 4위는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으로 9회 도출되었으며,제 5위는 “감염
의 위험”이었다.그 다음 제 6위는 “불안”, “비효율적 기도청결”,“오심”,“손상
의 위험”, “피부통합성 장애”가 각각 3회씩 도출되었다.제 7위는 “고체온”,“낙
상의 위험”,“비효율적 대처”,“영양부족”,“불이행”,“비효율적 조직관류”,“체액
부족”,“피부통합성 장애”,로 각각 2회씩 도출되었다.제 8위는 “간호제공자의 역
할부담감”,“급성혼돈”,“흡인의 위험”,“배뇨장애”,“변비”,“비효율적 호흡양상”,
“수면 장애”,“의사소통 장애”,“옷입기/치장하기 자가간호 결핍”,“절충된 가족대
처”,“치료요법 관리 향상을 위한 준비”로 1회씩 도출된 간호진단들이다.

<<<표표표 222>>>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 도도도출출출된된된 111000개개개의의의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번호 간호진단명 간호진단건수 백분율
1 출혈의 위험 25 21.2
2 급성통증(흉통,두통,목의 통증) 22 18.6
3 심박출량 감소 15 12.7
4 비사용증후군의 위험 9 7.6
5 감염의 위험 4 3.4
6 불안 4 3.4
7 비효율적 기도청결 3 2.5
8 오심 3 2.5
9 손상의 위험 3 2.5
10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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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도출된 간호진단 내용 중 전문가 집단과 상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3회 이
상 도출된 9개의 간호진단을 선택하고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출혈의 위험’이
라는 간호진단을 합친 10개의 간호진단을 본 연구에 활용하기로 하였다.<표 2>

222)))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작작작성성성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에서 제시한 정의적 특성 중 가장 핵심이 되
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선정하게 하였으며,CVI가 0.83이상인 것을 각 간호진단
에 대한 정의적 특성으로 확정하였다.또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핵심이 되는
관련특성이나 위험요인을 추가하였다.이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 특성 내용을 전문
가 집단에게 기록하게 하였다.그 내용에 대한 타당도는 4점 척도로 하여 CVI를
산출하였으며 CVI가 0.83이상인 것을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특성으로 확정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출출출혈혈혈의의의 위위위험험험

출혈의 위험에 대한 간호진단은 NANDA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전문
가 집단과 논의하여 12개의 정의적 특성을 도출하였다.oozing관찰됨,혈액응고
타임의 지연,항응고제 투여중임,혈변,혈뇨,비출혈,혈종,위장관출혈,점상출혈,
비정상적인 잇몸출혈,반상출혈,잇솔질 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혈액응고타임의 지
연,항응고제 투여중임,oozing관찰됨의 3가지로 축약되었으며,이에 따른 구체적
특성은 ‘PTT > 60초’,‘PT INR > 2’,‘heparine투여중임’,‘agrastat투여중임’,
‘metalyse투여중임’,‘coumadine투여중임’,‘시술부위의 거즈에 피묻어 있음’,‘시술
부위의 거즈 밖으로 피 흘러내림’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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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출출출혈혈혈의의의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     급급급성성성통통통증증증(((흉흉흉통통통,,,두두두통통통,,,목목목의의의 통통통증증증)))

통증의 간호진단명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말이나 기호로 표현,관
찰된 징후,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자세,방어적인 몸짓,방어
적인 행동,얼굴표정,수면장애,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됨,시야가 좁아짐,전환행
위,자율신경계 반응,근육긴장도의 자율적 변화,의미심장한 행동,식욕과 섭식의
변화의 13가지였으며,이중 CVI가 0.83이상인 것은 말이나 기호로 표현,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자세,얼굴표정 3가지였다.CVI가 0.66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문가 집단과 재 상의한 결과 추가적으로 자율신경계의 반응
을 포함한 4가지를 최종적인 정의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 특
성은 ‘가슴이 아파요’,‘가슴이 뻐근해요’,‘가슴이 고춧가루 뿌린 듯해요’,‘가슴이
아파와요’,‘명치끝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명치끝이 아파요’,‘가슴이 아프더니
팔쪽으로도 아파요’,‘어깨도 아파요’,‘목이 아파요’,‘가슴이 묵직하니 답답해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요’,‘기도삽관 환자의 경우:손가락으로 시트에 적으면서 가
슴이 아프다고 표현함’,‘1-10/10정도 아프다고 함’, ‘몸을 웅크리고 있음’,‘가슴을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혈액 응고 타임의 지연

PTT:60sec이상 1.00
PTINR:2이상 1.00
출혈 보이고 10분 이상 압박 하였으
나 지혈 안 됨. 0.96

계속 출혈 보임 0.92

2 항응고제 투여중임
heparine주입중임 0.96
agastat주입중임 0.92
metalyse투여중임 0.88
coumadine투여중임 0.92

3 Oozing관찰됨
시술부위의 거즈에 피 묻어 있음 0.83
시술부위의 거즈 밖으로 피흘러
내림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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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켜쥐고 있음’,‘얼굴을 찡그리고 있음’,‘음식을 삼킬 때 얼굴을 심하게 찡그림’,
‘혈압이 평소보다 오름’,‘맥박수가 빨라짐’,‘호흡수가 빨라짐’,‘숨을 거칠게 몰아
쉼’,‘안절부절함’이었다.<표 4>

<<<표표표 444>>>통통통증증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     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DDDeeecccrrreeeaaassseeedddCCCaaarrrdddiiiaaacccOOOuuutttpppuuuttt)))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부정맥(빈맥,서
맥),심계항진,심전도 변화,경정맥울혈,피로,부종,심잡음,CVP,PAWP,체중증
가,차고 축축한 피부,숨이 참/호흡곤란,핍뇨,모세혈관 재충전의 지연,말초맥박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말이나 기호로 표현

가슴이 아파요 0.96
가슴이 뻐근해요 0.92
가슴이 고춧가루 뿌린 듯해요 0.92
가슴이 아파와요 0.92
명치끝에 뭔가 걸린 것같아요 0.83
명치끝이 아파요 0.88
가슴이 아프더니 팔쪽으로도 아파요 0.96
어깨도 아파요 0.92
목이 아파요 0.92
가슴이 묵직하니 답답해요 0.88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요 0.96
기도삽관 환자의 경우:손가락으로
시트에 적으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함 0.88
1-10/10정도 아프다고 함 1.00

2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자세

몸을 웅크리고 있음 0.88
가슴을 움켜쥐고 있음 0.92

3 얼굴표정 얼굴을 찡그리고 있음 0.83
음식을 삼킬 때 얼굴을 심하게 찡그림 0.83

4 자율신경계 반응

혈압이 평소보다 오름 0.83
맥박수가 빨라짐 0.83
호흡수가 빨라짐 0.83
숨을 거칠게 몰아쉼 0.88
안절부절 함 0.88



- 25 -

감소,혈압의 변화,SVR,PVR,피부색의 변화,마찰음,기침,기좌호흡/발작성 야
간 호흡곤란,C.O.,C.I.,EF감소,SVI,LVSWI,S3또는 S4,불안,안절부절의 29가
지였으며,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CVI가 0.83이상으로 도출된 특성은 심계항진,혈
압의 변화,C.I.,EF감소였고 CVI가 0.66이었으나 PAWP,핍뇨는 반드시 추가되어
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가지를 정의적 특성으로 선
정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환자가 심계항진이 있다함’,‘심장이 막 뛰어
요’,‘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져요’,‘가슴이 벌렁거려요’,‘혈압이 80mmHg이하로
떨어짐’,‘manual로 혈압측정안됨’,‘어지럽다고 함’,‘기운이 없다고 함’,‘pulse촉지
잘 되지 않음’,‘피부가 차고 축축함’,‘C.I.< 2.5','LVEDF< 60%’,‘RVEDF<
45%’,‘PAWP<4mmHg’,‘소변량 <1cc/Kg/hr’,‘소변량 <500cc/일’,‘소변색 진
해지고 소변량 감소됨’이다.<표 5>

<<<표표표 555>>>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심계항진

환자가 심계항진이 있다 함 0.92
“심장이 막 뛰어요” 0.88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져요” 0.83
“가슴이 벌렁거려요” 0.83

2 혈압의 변화

혈압이 80mmHg이하로 떨어짐 1.00
manual로 혈압 측정안됨 1.00
어지럽다 함 0.83
기운없다고 함 0.83
pulse촉지 잘 되지 않음 1.00
피부가 차고 축축함 0.83

3 C.I. C.I.<2.5 1.00

4. EF감소 LVEDF<60% 1.00
RVEDF<45% 0.96

5 PAWP PAWP<4mmHg 1.00

6 핍뇨
소변량 <1cc/Kg/hr 0.92
소변량 <500cc/hr 0.88
소변색 진해지고 소변량 감소됨 0.88



- 26 -

����     비비비사사사용용용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위위위험험험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심한 통증,
기계에 의한 부동,지각수준의 변화,규정된 부동,마비의 5가지였다.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CVI0.83이상으로 선정한 정의적 특성은 심한 통증,규정된 부
동,마비였으며 추가적으로 CVI가 0.66이었으나 기계에 의한 부동도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4가지를 정의적 특성으로 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
은 ‘억제대 적용상태로 다리의 통증을 호소함’,‘억제대 적용상태로 팔의 통증을
호소함’,‘억제대 적용상태로 다리나 팔의 통증을 호소함’,‘환자가 팔을 계속 구부
린 채 펴지 못하고 있음’,‘환자가 다리를 계속 구부린 채 펴지 못하고 있음’,‘사
지마비로 인하여 환자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움’,‘편마비로 인하여 환자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움’,‘억제대 적용상태임’이다.<표 6>

<<<표표표 666>>>비비비사사사용용용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     감감감염염염의의의 위위위험험험

감염의 위험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침습적 처치,병원
체에 노출을 피하기 위한 지식이 부적절함,외상,조직파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심한통증
억제대 적용상태로 다리의 통증을 호소함 0.88
억제대 적용상태로 팔의 통증을 호소함 0.88
억제대 적용상태로 다리나 팔의 통증을 호소함 0.88

2 규정된 부동 환자가 팔을 계속 구부린 채 펴지 못하고 있음 0.83
환자가 다리를 계속 구부린 채 펴지 못하고 있음 0.83

3 마비
사지마비로 인하여 환자 스스로 자세변경이 어려
움 0.88

편마비로 인하여 환자 스스로 자세변경이 어려움 0.88
4 기계에 의한 부동 억제대 적용상태임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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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막파열,의약품제(면역억제제),영양실조,병원체에 대한 환경적 노출의 증가,면
역억제,부적절한 획득면역,부적절한 이차적 방어,부적절한 일차적 방어,만성질
환의 13가지였으며,전문가 집단을 통해 CVI가 0.83이상인 것은 침습적 처치 1가
지였다.그러나 추가적으로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면역억제,부적절한
일차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논의하에 총 4가지를 정의적 특성으로 하였다.이에 대
한 구체적 특성은 ‘동맥관이 삽입되어 있음’,‘중심정맥관이 삽입되어 있음’,‘S-G
catheter가 삽입되어 있음’,‘IABPcatheter가 삽입되어 있음’,‘기관절개술이 이루
어진 상태임’,‘복막투석관을 삽입하고 있음’,‘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루어진 상태
임’,‘기도삽관이 이루어진 상태임’,‘피부 벗겨진 상태임(부위: )’,‘물집 형성되어
있음(부위: )’,‘dependentarea에 발적보임’이다.이중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및 ‘면역억제’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나 CVI0.83이상
으로 전문가 집단간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였다.<표 7>

<<<표표표 777>>>감감감염염염의의의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침습적 처치

동맥관이 삽입되어 있음 0.83
중심정맥관이 삽입되어 있음 0.92
S-G catheter가 삽입되어 있음 0.92
IABPcatheter가 삽입되어 있음 0.96
기관절개술이 이루어진 상태임 0.88
복막투석관을 삽입하고 있음 0.88
관상동맥조영술이 이루어진 상태임 0.83
기도삽관이 이루어진 상태임 0.88

2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 0.88

3 면역억제 1.00

4 부적절한 일차적 방어
피부 벗겨진 상태임(부위: ) 0.88
물집형성되어 있음(부위: ) 0.83
dependentarea에 발적보임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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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안안안

불안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생산능력 저하,꼼꼼히 조
사하고 경계함,시선을 맞추지 못함,안절부절,주위를 힐끗 힐끗 봄,부적절한 움
직임,생활사건 변화로 인한 걱정을 표현,불면증,초조,섭섭해 함,과민함,괴로
워 함,신경질적임,과도 흥분함,고통스럽고 지속적인 무력감 증가,말더듬,조심
성 증가,자기 중심적,부적절한 느낌,두려움,고민,걱정,성대의 떨림,손 떨림,
전신이 떨리고 흔들림,호흡수 증가,긴박한 배뇨감,맥박증가,동공확대,반사작용
증가,복부통증,수면장애,사지 말단신경의 저림,심혈관의 흥분,발한증가,안면
긴장,식욕감퇴,심장의 두근거림,설사,소변이 시원스럽지 않음,피로,구강건조,
허약감,맥박감소,안면홍조,표재성 혈관수축,초조,혈압감소,오심,빈뇨,실신,
호흡곤란,혈압증가의 53가지였으며,CVI가 0.83이상인 것은 안절부절 1가지였고
추가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맥박증가를 포함한 2가지를 최종적인 정의적
특성으로 선정하였으나 맥박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특성이 전혀 선정되지 않아
제외시켰다.구체적 특성은 ‘안절부절함’, ‘안정을 취하지 못함’,‘주위를 두리번거
리고,뒤척이며 안정 취하지 못하고 있음’, ‘환기기 적용 & 억제대 적용환자의 경
우;verbalsedation되지 않음’, ‘계속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line을 만지작 거리고
있음’,‘침상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만히 있지 못함’이었다.<표 8>

<<<표표표 888>>>불불불안안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안절부절

안절부절함 0.92
안정을 취하지 못함 0.92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뒤척이며 안정 취하지 못하고
있음 0.88

환기기 적용 & 억제대 적용환자의 경우:verbal
sedation되지 않음 0.88

계속 앉았다 누웠다하면서 line을 만지작거리고 있음 0.83
침상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만히 있지 못함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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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효효효율율율적적적 기기기도도도청청청결결결

비효율적 기도청결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호흡곤란,호
흡음 감소,기좌호흡,비정상적인 호흡음,비효율적인 기침,객담발생,발성곤란,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안절부절의 9가지였으며,CVI가 0.83이상인 것은 비정상적
인 호흡음,비효율적인 기침,객담발생의 3가지였고,추가적으로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를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포함해 총 4가지를 정의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청진시 나음 들림’,‘청진시 수포음 들림’,‘호흡시 나음
들림’,‘효과적으로 기침하지 못함’,‘기침은 하나 효과적으로 가래 뱉어 내지는 못
함’,‘숨쉴 때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 들림’,‘환기기 사용환자의 경우:계속적으로
'highpressurealarm울림’,‘호흡수가 평소보다 증가됨’,‘고르게 숨쉬다가 갑자기
몰아서 숨을 쉼’,‘호흡수 30회/분이상임’이었다.<표 9>

<<<표표표 999>>>비비비효효효율율율적적적 기기기도도도청청청결결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     오오오심심심

오심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오심을 알림,타액분비가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비정상적인 호흡음
청진시 나음 들림 0.88
청진시 수포음 들림 0.83
호흡시 나음 들림 0.83

2 비효율적인 기침
효과적으로 기침하지 못함 0.92
기침은 하나 효과적으로 가래 뱉어내지는
못함 0.96

3 객담발생
숨쉴 때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 들림 0.96
환기기 사용환자의 경우;계속적으로 high
pressurealarm울림 0.83

4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호흡수가 평소보다 증가됨 0.83
고르게 숨쉬다가 갑자기 몰아서 숨을 쉼 0.83
호흡수 30회/분이상됨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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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음식을 싫어함,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듬,입맛이 씀,삼키는 것이 증가됨
의 6가지였으며,CVI가 0.83이상인 것은 오심을 알림,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듬의
2가지였고 타액분비가 증가함도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포함시켰으나 타액분비
증가함에 대한 구체적 특성이 전혀 선택되지 않아 ‘오심을 알림’과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듦’의 2가지만을 정의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토할 것 같다고 함’,‘속이 메스껍다고 함’,‘넘어올 것 같다고 함’,‘토할 것 같아
요’이었다.<표 10>

<<<표표표 111000>>>오오오심심심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     손손손상상상의의의 위위위험험험

손상의 위험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수송이나 교통의
방법,사람 또는 공급자요인(병원체,직원의 양식,지적,감정적,정신운동성 요소),
물리적요인(설계,구조,지역사회의 제도,건물,기구),영양(비타민,음식의 유형),
생물학적 요인(지역사회의 예방접종 수준,미생물),화학적 요인(오염물질,독물,
약물,의약품제,알코올,카페인,니코틴,방부제,화장품,색소),영양실조,비정상
적 혈액,면역-자가 면역기능 장애,생화학적 조절 기능(감각기능 장애),통합성 기
능장애,효과기 기능장애,조직 저산소증,발달상의 연령(생리적,사회심리적),신체
적(파괴된 피부,변화된 운동성)의 15가지였으며,CVI가 0.83이상인 것은 면역-자
가 면역기능장애,생화학적 조절 기능(감각 기능 장애)였으며,전문가 집단과 상의
하여 신체적(파괴된 피부,변화된 운동성)을 추가한 3가지를 정의적 특성으로 하였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오심을 알림
토할 것 같다고 함 0.92
속이 메스껍다고 함 0.88
넘어올 것 같다고 함 0.92

2 토할 것같은 기분이 듬 토할 것 같아요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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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진단명:DM',‘진단명:Nephropathy’, ‘진단명:
CVA’,‘상하지 감각 없음’,‘상하지 움직임 없음’,‘상반신 마비 환자임’,‘하반신 마
비환자임’,‘일부( )마비 환자임’,‘( )부위 마비 환자임’,‘cast적용환자임’,
‘( )부위 욕창 관찰됨’,‘목발 사용하고 있음’이었다.<표 11>

<<<표표표 111111>>>손손손상상상의의의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     피피피부부부통통통합합합성성성 장장장애애애 위위위험험험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의 간호진단에 대해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방사선,
신체적 부동,기계적 요인(마찰력,압력,억제대),저체온 또는 고체온,습기,화학
물질,배설과 분비,수분,극단적인 연령,투약,골격의 돌출,면역학적 요인,발달
상의 요인,감각의 변화,색소침착의 변화,대사율의 변화,피부긴장도의 변화(탄력
성의 변화),영양상태의 변화(비만,쇠약),정신유전학적 요인의 20가지였으며,CVI
가 0.83이상인 것은 신체적 부동,기계적 요인(마찰력,압력,억제대)2가지였고,습
기,배설과 분비,감각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필요로 되는 특성이라는 전문가 집단
과의 논의 하에 총 5가지를 최종 정의적 특성으로 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외적:생화학적
조절기능(감각기능 장애)

진단명;DM 0.83
진단명 ;Nephropathy 0.83
진단명 ;CVA 0.83
상하지 감각 없음 0.88
상하지 움직임 없음 0.88
상반신 마비 환자임 0.83
하반신 마비 환자임 0.88
일부( )마비 환자임 0.83

2 내적;신체적(파괴된 피부,
변화된 운동성)

( )부위 마비 환자임 0.88
cast적용 환자임 0.83
목발사용하고 있음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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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 스스로 상지 움직이지 못함’,‘환자 스스로 하지 움직이지 못함’,‘마찰력:
환자가 좌위로 잘 앉아 있지 못하고 침상아래로 쓸려서 계속 내려 옴’,‘억제대;억
제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irritable하여 억제대가 땡기면서 팔목이나 발목에 피부색
이 붉게 변해 있음’,‘비위관 영양관 장기적인 적용상태로 코부위 헐어 있음’,‘환
자가 누워 있는 시트가 젖어 있음’,‘환자체온은 낮게 측정되나 땀 흘리면서 베갯
잇 및 시트 젖어 있음’,‘설사를 계속함’,‘둔부 피부가 붉게 변함’,‘둔부가 쓰리고
아프다 함’,‘분비물 배출부위의 피부가 축축함’,‘분비물 배출부위의 피부에 발적
보임’,‘묽은변 자주 보면서 엉덩이 부위 빨갛게 피부 변화 보임’,‘진단명:DM’,
‘진단명:PAOD’이었다.<표 12>

<<<표표표 111222>>>피피피부부부통통통합합합성성성 장장장애애애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CVI0.83이상

번호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CVI*

1 신체적 부동 환자 스스로 상지 움직이지 못함 0.83
환자 스스로 하지 움직이지 못함 0.92

2 기계적 요인(마찰력,
압력,억제대)

마찰력;환자가 좌위로 잘 앚아 있지 못하
고 침상아래로 쓸려서 계속 내려 옴 0.88

억제대:억제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irritable
하여 억제대가 땡기면서 팔목이나 발목
에 피부색이 붉게 변해 있음

0.92

비위관 영양관 장기적인 적용상태로 코부
위 헐어 있음 0.83

3 습기
환자가 누워있는 시트가 젖어 있음 0.88
환자체온은 낮게 측정되나 땀 흘리면서 베
갯잇 및 시트 젖어 있음 0.88

4 배설과 분비

설사를 계속함 0.92
둔부 피부가 붉게 변함 0.96
둔부가 쓰리고 아프다 함 0.92
분비물 배출부위의 피부가 축축함 0.92
분비물 배출 부위의 피부에 발적보임 0.96
묽은변 자주 보면서 엉덩이 부위 빨갛게
피부 변화 보임 0.92

5 감각의 변화 진단명 :DM 0.83
진단명 :PAOD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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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간호진단에 따라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을 선정한 후 이를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별로 선별하였다.선별내용은 <표 13>과 같다.
간호진단 급성 통증,감염의 위험은 관련 요인이 1개라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
성은 모두 해당되었다.반대로 간호진단 불안의 경우에는 관련 요인이 16개인데
반해 정의적 특성과 구체적 특성은 1가지라 16개의 관련 요인에 모두 선별되었다.
간호진단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에서 정의적 특성인 마비의 경우에는 선별할

만한 관련 요인이 없다는 합의하에 관련 요인 없이 간호문제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비사용증후군의 경우 NANDA에서 제시된 관련 요인이 없어
본 연구의 사례에서 도출되었던 관련 요인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NANDA에서 제
시된 정의적 특성인 마비를 포함할 수 있는 환자사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사례를 통해 관련 요인을 도출한 간호진단명은 출혈의 위험,비사용증후군의

위험,감염의 위험,손상의 위험,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이었다. 출혈의 위험에 대
해서는 항응고제 사용,혈전용해제 사용,침습적 시술,질병상태의 관련 요인이 도
출되었으며,비사용증후군의 위험에서는 기도삽관,환기기사용,절대안정,수술로
인한 통증,억제대 사용의 관련요인이 도출되었다.감염의 위험에 대해서는 침습
적 시술 및 처치 한 가지였으며,손상의 위험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실신,억제대
사용의 관련 요인이 도출되었다.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에 대해서는 움직임 제한
& 절대안정,억제대 적용,정주 주사약,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압력,침습적 line들
이 사례를 통한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관련 요인에 따라 정의적 특성과 구체적 특성을 선별하였을 때 한 가지의 관

련요인에 4개정도 해당되는 것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었다.간호진단 급성통
증의 관련 요인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정신적 손상요소에 대한 것,간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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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명 관련 요인 정의적 특성

출혈의 위험

항응고제 사용 혈액응고타임의 지연
항응고제 투여중임

혈전용해제 사용 혈액응고타임의 지연
항응고제 투여중임

침습적 시술 oozing관찰됨
질병상태 항응고제 투여중임

혈액응고타임의 지연

급성 통증
생물학적,화학적,
물리적,정신적
손상요소

말이나 기호로 표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지는
자세
얼굴표정
자율신경계 반응

심박출량 감소

심박동수/리듬의 변화 핍뇨
혈압의 변화
심계항진

일회심박출량의 변화 핍뇨
혈압의 변화
C.I.
EF감소

전부하의 변화 C.I.
PAWP

후부하의 변화 핍뇨
혈압의 변화
EF감소

수축력의 변화 혈압의 변화
C.I.
EF감소

비사용증후군의 위험

기도삽관 기계에 의한 부동
환기기 사용 기계에 의한 부동
절대안정 규정된 부동
수술로 인한 통증 규정된 부동

억제대 사용
심한통증
규정된 부동
기계에 의한 부동

감염의 위험 침습적 시술 및 처치
침습적 처치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
면역억제
부적절한 일차적 방어

불안
독소에 노출

안절부절인생의 중요한 가치 및 목
표에 대한 무의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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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명 관련 요인 정의적 특성

불안

집착

안절부절

가족력/유전
부적절한 욕구
개인간의 전달/전염
상황적,발달적 위기
죽음의 위기
자부심에 대한 위협
스트레스
약물남용
역할에 대한 변화나 위협
건강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
역할기능에 대한 변화나위협
환경에 대한 변화나 위협
경제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도경련 비정상적인 호흡음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객담정체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과도한 객담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인공기도 삽입상태 객담발생

기도내의 이물질
비정상적인 호흡음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기관지내의 객담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폐포내 삼출물
비정상적인 호흡음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신경근 기능장애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기관지벽의 과형성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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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출량 감소의 관련 요인 일회심박출량의 변화에 대한 것,간호진단 감염의 위

간호진단명 관련요인 정의적 특성

비효율적 기도청결

만성폐쇄성 폐질환 비정상적인 호흡음

감염
비정상적인 호흡음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천식 비정상적인 호흡음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알러지성 기도
비정상적인 호흡음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오심

위자극물질

오심을 알림
토할 것같은 기분이 듬

위팽만:투약에 의한 위운동
의 저하
투약
독소
생화학적 장애
cardiacpain

손상의 위험
질병으로 인한 실신 외적;생화학적 조절기능

(감각기능장애)

억제대 사용 내 적 :신 체 적 (파 괴 된 피 부 ,
변화된 운동성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

움직임 제한 & 절대안정 외적:신체적 부동
외적:기계적 요인

억제대 사용 외적:배설과 분비
내적:감각의 변화

정주 주사약 내적:감각의 변화

오랜침상생활로 인한 압력
외적:신체적 부동
외적:기계적 요인
외적:습기

침습적 line들 외적:기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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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관련 요인 침습적 시술 및 처치에 대한 것,간호진단 비효율 기도청결의 관
련요인 객담정체,과도한 객담,기관지내의 객담에 대한 것이었다.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이 분리되어 선별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비효율적 기도청결의
경우에는 비슷한 관련 요인인 경우 핵심 정의적 특성이 같게 선별되기도 하였는
데 다른 간호진단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 구체적 특성에서 선별되는 것으
로 전문가 집단과 연구자간에 합의하였다.<그림 3-그림 12>

����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별별별 NNNNNNNNN TTTaaaxxxooonnnooommmyyy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선정된 정의적 특성을 간호진단별 NNN Taxonomy에 따라 선별하였다.
<표 14>
간호진단 출혈의 위험의 경우 NANDA에서는 제시된 간호진단이 아니었기 때

문에 전문가 그룹과 합의하여 3가지의 정의적 특성을 도출하였다.Physiological
domain의 Pharmacologicalfunction에는 항응고제 투여중임의 정의적 특성이 선
별되었으며,Physicalregulation에는 혈액 응고타임의 지연 및 oozing관찰됨이 선
별되었다.
간호진단 급성 통증의 경우 Functionaldomain의 comfort로 선별된 것은 말이

나 기호로 표현이라는 정의적 특성이었으며, Physiological domain의
Neurocognition으로 선별된 것은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는 정의적 특성이었다.
Psychlogicaldomain의 Behavior로 선별된 것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자세 및 얼굴표정의 정의적 특성이었다.
간호진단 심박출량 감소의 경우에는 모두 Physiologicaldomain으로 선별되었

다.Cardiacfunction으로 선별된 것은 C.I.,EF감소,PAWP였으며,Elimination에
는 핍뇨의 정의적 특성을 선별되었다.Physicalregulation으로는 혈압의 변화가,
Sensation/perception으로는 심계항진의 정의적 특성을 선별되었다.
간호진단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정의적 특성은 모두 Functionaldomain으로

선별되었다.activity/exercise로는 규정된 부동과 기계에 의한 부동을,comfort로는
심한통증을,self-care로는 마비가 선별되었다.그 중 규정된 부동,마비,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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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명 Domain Classes 정의적 특성

비효율적
기도청결 Physiologicaldomain Respiratoryfunction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오심
Functionaldomain Comfort 오심을 알림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듬

Physiologicaldomain Sensation/Perceptiom 오심을 알림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듬

손상의 위험 Functionaldomain Activity/Exercise 내적:신체적(파괴된 피부,
변화된 운동성)

Physiologicaldomain Sensation/Perceptiom 외적:생화학적 조절기능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

Functionaldomain

Activity/Exercise 외적:신체적 부동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
압력,억제대)

Comfort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
압력,억제대)

Self-care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
압력,억제대)

Sleep/rest 외적:습기

Physiologicaldomain

Eliminatiom 외적:배설과 분비
Sensation/Perception 내적:감각의 변화

Tissueintegrity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
압력,억제대)
외적:습기
외적:배설과 분비

출혈의 위험 Physiologicaldomain

Pharmacological
function 항응고제 투여중임

Physicalregulation 혈액 응고타임의 지연
oozing관찰됨

급성 통증

Functionaldomain comfort 말이나 기호로 표현
Psychlogicaldomain Neurocognition 자율신경계 반응

Physiologicaldomain Behavior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
해지는 비정상적인 자세
얼굴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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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444>>>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NNNNNNNNN tttaaaxxxooonnnooommmyyy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계계계속속속>>>

의한 부동은 Environmentaldomain의 riskmanagement로도 선별될 수 있다는
것에 전문가 집단 모두 동의하였다.
간호진단 감염의 위험의 경우에는 Functionaldomain,Physiologicaldomain,

Environmentaldomain의 3가지로 선별되었다.Functionaldomain으로 선별된 것
은 침습적 처치였으며 동시에 Physiologicaldomain의 Physicalregulation으로도
선별되었다.Physiologicaldomain의 Physicalregulation으로 선별된 것은 조직파
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면역억제의 정의적 특성이었다.Physiologicaldomain의

간호진단명 Domain Classes 정의적 특성

심박출량
감소 Physiologicaldomain

CardiacFunction
C.I.
EF감소
PAWP

Elimination 핍뇨
Physicalregulation 혈압의 변화
Sensation/Perception 심계항진

비사용증후
군의 위험

Functionaldomain
Activity/Exercise 규정된 부동

기계에 의한 부동
Comfort 심한 통증
Self-care 마비

Environmental
domain Riskmanagement

규정된 부동
마비
기계에 의한 부동

감염의 위험

Functionaldomain Comfort 침습적 처치

Physiologicaldomain Physicalregulation
침습적 처치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
경적 노출
면역억제

TissueIntegrity 부적절한 일차적 방어
Environmental
domain Riskmanagement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

경적 노출
불안 Psychlogicaldomain Emotional 안절부절

비효율적
기도청결 Physiologicaldomain Respiratoryfunction 비정상적인 호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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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integrity로 선별된 것은 부적절한 일차적 방어였다.이외에 조직파괴와 증
가된 환경적 노출은 Environmentaldomain의 riskmanagement로도 선별되었다.
간호진단 불안의 경우에는 정의적 특성이 1가지만 있어 Psychologicaldomain

의 emotional로 선별되었다.
간호진단 비효율적 기도청결에 대해서는 Physiologicaldomain의 respiratory

function으로 비정상적인 호흡음,비효율적 기침,객담발생,호흡수와 리듬의 변화
의 4가지 정의적 특성이 모두 선별되었다.
간호진단 오심의 경우에는 Physiologicaldomain의 sensation/perception과

Functionaldomain의 comfort로 오심을 알림,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듬이라는 정의
적 특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선별되었다.
간호진단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Functionaldomain의 activity/exercise에 내

적:신체적(파괴된 피부,변화된 운동성)의 정의적 특성이, Physiologicaldomain
의 sensation/perception에는 외적:생화학적 조절기능의 정의적 특성이 선별되었
다.
간호진단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의 정의적 특성은 Functional domain과

Physiologicaldomain으로 선별되었다.Functionaldomain의 activity/exercise에는
외적:신체적 부동,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압력,억제대)이 선별되었는데 정의
적 특성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압력,억제대)은 Functionaldomain의 comfort
와 self-care로도 동시에 선별되었다.Functionaldomain의 sleep/rest로는 외적:습
기가 선별되었다.Physiologicaldomain의 Elimination에는 외적:배설과 분비,
Sensation/perception에는 내적:감각의 변화가 tissueintegrity에는 외적:기계적 요
인(마찰력,압력,억제대),외적;습기,외적:배설과 분비가 선별되었다.
<표 1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NNN Taxonomy의 domain중 administrative

domain에 해당되는 특성은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진단의 정의적 특성 및 구체
적 특성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다.

444)))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 및및및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선선선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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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 선선선정정정

<<<표표표 111555>>>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111000개개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

*CVI0.83이상

간호 진단 간호중재명*

출혈의 위험 출혈예방,출혈감소,출혈감소;상처,투약관리

급성통증
진통제 투여,진정제 투여,통증관리,자가 통증조절,,마취제 투
여,불안감소,약물투여,약물투여(근육),약물투여(정맥),약물투여
(구강),투약관리

심박출량 감소

심장간호,심장간호(급성),순환기 간호(동맥부전),순환기간호(보
조장치),순환기 간호(정맥부전),혈액역동조절,쇼크관리(심장),
산-염기 감시,기도관리,심장간호(재활),응급상황관리,전해질 관
리,전해질 관리 (저칼슘혈증),전해질관리(저마그네슘혈증),전해
질감시,신체에너지 관리,수액/전해질 관리,수액관리,수액감시,
혈액투석 요법,약물투여,투약관리,신경학적 감시,산소요법,
PIC관리,호흡기감시,심폐소생술,쇼크관리,쇼크예방,활력징후
감시

비사용
증후군의 위험 신체에너지 관리,약물투여,투약관리

감염의 위험 감염관리,감염예방,기침권장,전해질 감시,수액 /전해질 관리,
영양관리,체위,피부관찰,상처간호,상처간호(밀봉배액)

불안 불안감소,진정기법,대응능력강화,함께있기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도흡인,천식관리,기침권장,호흡감시,기도내관 삽관과유지,
불안감소,인공기도관리,질식예방,흉부물리요법,기계환기기적
용,약물 투여(흡입),산소요법,체위,감시,환기보조,활력징후감
시

오심 투약관리,오심관리,통증관리

손상의위험 낙상예방,출혈예방,출혈감소,환경관리(안전),억제대사용,체위
(수술중)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

신체압박관리,욕창예방,피부관찰,순환장애예방,운동증진,운동
요법(관절운동),운동요법(근조절),발간호,절개부위간호,감염관
리,감염예방,말초부위감시,약물투여(피부),장루간호,체위,체
위(수술중),피부간호(국소처치),감시,견인/부동간호,상처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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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도출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중재명은 총 514개로
간호중재 도구를 사용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조사하여 CVI가 0.83이상으로 나온
107개의 간호중재명을 선정하였다.
‘출혈의 위험’이라는 간호진단명에 대한 간호중재명은 NANDA에 제시되어 있

지 않아 전문가 집단과 합의한 결과 출혈예방,출혈감소,출혈감소:상처,투약관리
의 4가지가 모두 선택되었다.
간호진단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관련요인인 환기기 사용과 절대안정,간호진단

비효율적 기도청결의 관련요인중 흡연,담배연기흡인,간접흡연의 경우 간호중재
명이 전혀 선정되지 않아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제외시켰다.그 외 각 간호진단에
대해 선정된 간호중재명은 <표 15>와 같다.

����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선선선정정정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별 간호중재명에 대한 간호활동은 NIC(4판,2004)판에서
제시한 간호중재명별 간호활동을 선정하였으며 107개의 간호중재명에 대해 관련
요인별로 간호활동을 재분류하였다.이에 대해 전문가집단을 통해 CVI를 산출하
고 CVI가 0.83이상인 것을 최종 간호활동으로 확정하였는데 관련 요인별로 중복
되는 것을 다 합치면 2800개의 간호활동이 선정되었다.<표 16>
간호진단 오심의 관련 요인 생화학적 장애에 대한 간호중재명인 투약관리와 간호
진단 피부통합성 장애의 위험의 관련 요인인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중재명인
장루간호,견인/부동간호에 대한 간호활동은 전혀 선정되지 않았다.그리고 간호
진단 불안의 관련 요인 중 역할에 대한 변화나 위협의 간호중재명인 진정기법,대
응능력 강화에 대한 간호 활동과,건강 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간호중재
명인 진정기법의 간호활동,상호작용방식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간호중재명
인 진정기법과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간호 활동,그리고 관련요인 경제상태에 대
한 변화나 위협의 간호중재명인 불안감소와 진정기법에 대하 간호활동이 전혀 선
정되지 않아 모두 본 연구의 모형 개발 시 제외시켰다.
가장 많이 선정된 간호활동 내용은 감염의 위험의 감염관리(24가지)부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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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CVI0.83이상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출혈의 위험

항응고제 사용
출혈예방 23 11
출혈감소 16 15

출혈감소(상처) 11 9
소계 35

혈전용해제
사용

출혈예방 23 12
출혈감소 16 16

출혈감소(상처) 11 9
소계 37

침습적시술
출혈예방 23 10
출혈감소 16 16

출혈감소(상처) 11 8
소계 34

질병상태
출혈예방 23 14

출혈감소(상처) 11 8
투약관리 36 3
소계 25

급성통증

생물학적,
화학적,물리적,

정신적
손상요소

진통제투여 25 3
진정제투여 19 5
통증관리 41 7

자가통증조절 21 1
마취제투여 28 2
불안감소 25 6
약물투여 23 4

약물투여(근육) 18 4
약물투여(정맥) 19 2
약물투여(구강) 22 4
투약관리 36 3
소계 41

심박출량 감소 심박동수/
리듬의 변화

순환기 간호(동맥부전) 17 3
순환기간호(보조장치) 28 6
순환기간호(정맥부전) 16 4
쇼크관리(심장) 9 4
산-염기감시 30 2
기도관리 21 7

순환기간호(재활) 13 2
응급상황관리 12 7
전해질관리 26 4

전해질관리(저칼슘혈증) 24 8
전해질관리(저마그네슘혈증) 19 4

전해질감시 33 11
신체에너지 관리 40 2
수액/전해질관리 35 7
수액관리 29 5
수액감시 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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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계계계속속속>>>

*CVI0.83이상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심박출량 감소

심박동수/리듬
의 변화

혈액투석 요법 22 4
약물요법 23 3
투약관리 36 4

신경학적 감시 38 3
산소요법 24 4
PIC관리 32 4
호흡기 감시 26 4
심폐소생술 20 12
쇼크예방 36 11

활력징후감시 25 8
소계 141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

심장간호(급성) 27 7
순환기간호(동맥부전) 17 4
순환기간호(보조장치) 28 5
순환기간호(정맥부전) 16 3
혈액역동조절 23 4
쇼크관리(심장) 9 6
산-염기 감시 30 2
기도관리 21 7

심장간호(재활) 13 1
응급상황관리 12 11
전해질감시 33 12

신체에너지 관리 40 4
수액/전해질관리 35 9
수액관리 29 8
수액감시 22 12

혈액투석요법 22 3
약물투여 23 8
투약관리 36 3

신경학적 감시 38 1
산소요법 24 4
호흡기 감시 26 3
심폐소생술 20 18
활력징후 감시 25 8

소계 143

전부하의 변화

심장간호 23 9
심장간호(급성) 27 7

순환기간호(동맥부전) 17 5
순환기간호(보조장치) 28 3
순환기간호(정맥부전) 16 3
혈액역동조절 23 5
쇼크관리(심장) 9 7
산-염기 감시 30 2
심장간호(재활) 13 1
전해질 감시 3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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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CVI0.83이상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심박출량 감소

전부하의변화

신체에너지 관리 40 4
수액관리 29 13
수액감시 22 14
투약관리 36 3

신경학적 감시 38 3
산소요법 24 4
호흡기 감시 26 2
심폐소생술 20 14
쇼크예방 36 14

활력징후 감시 25 3
소계 128

후부하의 변화

심장간호 25 9
심장간호(급성) 27 6

순환기 간호(동맥부전) 17 2
쇼크관리(심장) 9 1
산-염기 감시 30 2
기도관리 21 2

심장간호(재활) 13 1
응급상황관리 12 7
전해질 관리 26 2
전해질 감시 33 6

신체에너지 관리 40 1
약물투여 23 3
투약관리 36 3

신경학적 감시 38 2
산소요법 24 3
호흡기 감시 26 2
심폐소생술 20 18
쇼크예방 36 14

활력징후 감시 25 6
소계 90

수축력의 변화

심장간호 25 8
심장간호(급성) 27 6

순환기간호(동맥부전) 17 2
순환기간호(보조장치) 28 3
순환기간호(정맥부전) 16 2
혈액역동조절 23 6
쇼크관리(심장) 9 4
산-염기 감시 30 1
기도관리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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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심박출량감소 수축력의 변화

응급상황관리 12 12
전해질 감시 33 9

신체에너지 관리 40 3
혈액투석요법 22 2
약물투여
투약관리

신경학적감시
산소요법
PIC관리
호흡기 감시
심폐소생술
쇼크관리
쇼크예방

활력징후감시

23
36
38
24
32
26
20
24
36
25

2
3
2
3
2
2
16
11
10
9

소계 120

비사용
증후군의 위험

기도삽관 신체에너지 관리 40 5
환기기사용 0 0
절대안정 0 0

수술로인한통증
신체에너지 관리
약물투여

40
23

7
21

소계 28

억제대사용
약물투여
투약관리

23
36

2
3

소계 5

감염의 위험 침습적시술 및
처치

감염관리
감염예방
기침권장
전해질감시

수액/전해질관리
영양관리
체위

피부관찰
상처간호

상처간호(밀봉배액)

36
28
12
33
25
21
36
15
28
10

24
8
1
1
10
3
4
13
19
9

소계 92

불안

독소에노출 불안감소 25 9
인생의

주요한가치
및목표에

대한무의식적인
집착

불안감소

진정기법

25

22

11

6
소계 17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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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CVI0.83이상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불안

가족력/유전 불안감소 25 9

부적절한 욕구
불안감소
진정기법

25
22

13
6

소계 19
개인간의
전달/전염 불안감소 25 11

상황적,
발달적
위기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11
6
1

소계 18

죽음의 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7
6
4

소계 17

자부심에
대한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6
4
1

소계 11

스트레스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4
1
2

소계 7

약물남용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2
1
1

소계 4

역할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함께있기

25
22
51
18

2
0
0
3

소계 5

건강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2
0
1

소계 3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3
0
0

소계 3
역할기능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2
1
3

소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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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불안

환경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감소 25 7
진정기법 22 6

대응능력 강화 51 2
소계 15

경제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강화

25
22
51

0
0
1

소계 1

비효율적
기도청결

흡연 0 0
담배연기 흡인 0 0
간접흡연 0 0

기도경련

기도흡인
천식관리
호흡기감시

기도내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약물투여(흡입)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26
20
25
30
19
21
24
36
39
20
25

12
9
16
7
13
17
3
16
4
2
4
7
8

소계 118

객담정체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25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5
9
8
16
14
9
12
2
9
1
14
3
9
2
12
9

소계 144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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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비효율적
기도청결

과도한 객담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6
9
9
14
14
11
7
12
2
12
4
7
1
3
7

소계 128

인공기도
삽입상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25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4
6
8
8
14
7
20
3
7
3
2
2
9
1
3
4

소계 111

기도내의
이물질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25
31
12
26

13
4
3
8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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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CVI0.83이상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 활동수*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도내의
이물질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0
25
30
19
13
29
24
36
39
20
25

3
2
12
1
9
5
3
6
1
5
5

소계 80

기관지내의
객담

기도흡인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12
26
20
25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4
7
9
12
2
1
4
9
1
14
4
4
2
2
4

소계 89

폐포내
삼출물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25
31
12
26
20
25
30
19
13
29

14
2
4
12
10
3
18
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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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비효율적
기도청결

폐포내
삼출물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1
24
36
39
20
25

15
1
2
1
3
5

소계 111

신경근
기능장애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25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2
1
2
7
5
3
9
3
7
4
2
3
3
1
2
4

소계 68

기관지벽의
과형성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인공기도관리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6
20
30
13
29
21
24
36
39
20
25

6
2
4
9
2
2
7
4
1
7
9

소계 53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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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비효율적
기도청결

만성폐색성
폐질환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25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6
5
1
12
14
3
22
9
9
6
15
3
1
1
3
4

소계 124

감염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16
3
1
7
3
5
5
11
1
2
2
1
2
3
7

소계 69

천식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삽관과 유지

25
31
12
26
20

12
7
4
6
5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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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비효율적
기도청결

천식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5
4
3
5
19
2
6
2
7
2

소계 89

알러지성
기도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기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인)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25
31
12
26
20
25
30
19
13
29
21
24
36
39
20
25

7
1
2
3
2
2
8
4
4
6
5
5
5
8
4
5

소계 71

오심

위자극성
물질

투약관리
오심관리

36
29

5
7

소계 12

위팽만
투약관리
오심관리

36
29

3
8

소계 11

투약
투약관리
오심관리

36
29

3
5

소계 8

독소
투약관리
오심관리

36
29

1
8

소계 9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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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활동 수*

오심

생화학적 장애
투약관리 36 2
오심관리 29 7
소계 9

cardiacpain
투약관리
오심관리
통증관리

36
29
36

2
2
12

소계 16

손상의 위험

억제대사용

낙상예방
환경관리(예방)
억제대사용
체위(수술중)

65
13
33
23

9
1
12
7

소계 29

질병으로
인한실신

낙상예방
출혈예방
출혈감소

65
23
16

8
8
7

소계 23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

움직임제한
&

절대안정

신체압박관리
욕창예방
피부관찰

순환장애예방
운동요법(관절운동)
운동요법(근조절)
절개부위간호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감시
약물투여(피부)
장루간호
체위

체위(수술중)
피부간호(국소처치)

상처간호

18
30
15
11
20
37
19
36
28
24
13
27
36
23
34
28

9
11
11
6
3
2
2
8
5
3
3
2
15
2
7
7

소계 96

억제대 사용

신체압박관리
욕창예방
피부관찰

순환장애예방
운동요법(관절운동)
말초부위감시
약물투여(피부)
장루간호
체위

18
30
15
11
20
24
13
27
36

4
6
11
3
3
2
5
0
11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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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활활활동동동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중재명 제시된 활동 수 간호 활동 수*

피부
통합성
장애 위험

억제대사용

체위(수술중) 23 2
피부간호(국소처치) 34 5

감시
견인/부동간호
상처간호

39
20
28

7
0
5

소계 64

정주주사약

욕창예방
피부관찰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감시
약물투여(피부)

30
15
36
28
24
13

2
6
6
4
2
8

소계 28

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압력

신체압박관리
욕창예방
피부관찰

순환장애예방
운동증진
발간호

절개부위간호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감시
약물투여(피부)

체위
피부간호(국소처치)

상처간호

18
30
15
11
24
22
19
36
28
24
13
36
34
28

12
14
3
8
3
6
5
10
5
7
2
17
5
4

소계 101

침습적 line들

욕창예방
피부관찰

순환장애예방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감시
약물투여(피부)

체위
피부간호(국소처치)

감시

30
15
11
36
28
24
13
36
34
39

6
14
3
8
7
2
3
5
5
7

소계 60
계 11810 2800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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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간호활동이 5가지 이하인 것도 전체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그 내용
은 대부분 모니터하고 사정하는 항목이었다.간호활동의 경우 제시된 활동수와 전
문가 집단이 선정한 활동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
다.제시된 간호활동 중 전체의 23.7%가 선정 되었으며,간호진단의 관련 요인별
로 평균 6개의 간호활동이 선정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간호사들이 실제적
으로 행하는 간호활동 수는 매우 한정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진단에 대해 관련 요인별로 간호중재명을 재분류하여 간호중재명을 선정

하도록 하였을 때 관련 요인이 아주 상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
도 거의 비슷한 간호중재명이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간호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비슷한 관련 요인에 대해 비슷한 간호활동이 선정되는 현
상을 보여주었다.

555)))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 및및및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선선선정정정

����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 선선선정정정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도출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
로 간호결과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결과명을 선정하였다.그 결과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간호결과명은 55개였다.<표 17>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별로 구분하였을 때
평균 3.2개의 간호결과명이 선정되었다.
‘출혈의 위험’이라는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결과명은 NANDA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 집단과 합의한 결과 활력징후 상태,안위수준,혈액손실의 심한 정도,
혈액응고 4가지 중 안위수준을 제외한 3가지가 간호결과명으로 선정되었다.
간호진단 불안에 대한 관련 요인인 독소에 노출에 대해서는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이 선정되었으나 간호결과명은 전혀 선택되지 않아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외하였다.또한 간호진단 비효율적 기도청결에 대한 관련 요인인 흡연,담배연
기흡입,간접흡연에 대해서는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이 전혀 선택되지 않았는데
간호결과에 있어서도 간호결과명이 선정되지 않아 본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 57 -

<<<표표표 111777>>>심심심장장장혈혈혈관관관계계계 중중중환환환자자자의의의 111000개개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

*CVI0.83이상

����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선선선정정정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도출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
로 간호결과 지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결과 지표 선정하였다.타당도는 CVI를
산출하였으며,CVI가 0.83이상인 것을 간호결과 지표로 확정하였다.그 결과 간호
결과명 55개에 대해 관련 요인별로 중복되는 것을 합치면 1190가 선정되었다.
<표 18>
간호진단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에 대한 관련 요인인 기도삽관에 대한 간호결과

간호 진단 간호결과명*
출혈의 위험 활력징후상태,혈액손실의 심한정도,혈액응고
급성통증 안위수준,통증조절행위,통증수준

심박출량 감소 혈액손실의 심한정도,심박효율,순환상태,조직관류(심장),
조직관류(말초),조직관류(폐),활력징후상태

비사용
증후군의 위험

안위수준,조정력,내구력,부동의 결과(생리적),부동의 결
과(심리-인지적),관절운동(목),관절운동(수동적),관절운동
(어깨),신경계상태,통증 수준,

감염의 위험 혈액투석통로,감염의 심한정도,지식(시술과정),영양상태,
위험요인조절,상처치유(1차유합),상처치유(2차유합)

불안 불안수준,불안자가조절,집중,대응

비효율적 기도청결 흡인예방,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호흡상태(기도
개방),호흡상태(환기)

오심 안위수준,오심&구토조절,오심&구토의 심한정도,영양상
태(음식 및 수분섭취)

손상의 위험 균형,낙상보호행위,지식(낙상예방),지식(개인의 안전),
개인의 안전행위,신체적인 손상의 심한정도,위험통제

피부 통합성
장애위험

조직관류(말초),부동의 결과(생리적),영양상태,영양상태
(생화학적 측정),조직통합성(피부와 점막),감염의 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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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수수수

간호 진단 관련요인 간호결과명 제시된 지표 수 결과 지표 수*

출혈의
위험

항응고제 사용
활력징후상태 7 4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13
혈액 응고 20 20
소계 37

혈전용해제
사용

활력징후상태 7 4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7 4

혈액 응고 20 20
소계 28

침습적 시술
활력징후상태 7 4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9
혈액 응고 20 13
소계 26

질병상태
활력징후 상태 7 7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14
혈액 응고 20 20
소계 41

급성
통증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정신적
손상요소

안위수준 9 2
통증조절행위 11 5
통증 수준 14 7
소계 14

심박출량
감소

심박동수/리듬
의 변화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7
심박효율 23 15
순환상태 32 9

조직관류(심장) 15 2
조직관류(말초) 23 6
조직관류(폐) 14 10
활력징후 상태 7 7

소계 56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9
심박효율 23 17
순환상태 32 15

조직관류(심장) 15 11
조직관류(말초) 23 13
조직관류(폐) 14 8
활력징후상태 7 7

소계 90

전부하의
변화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7
심박효율 23 12

조직관류(심장) 15 11
활력징후상태 7 7

소계 37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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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 진단 관련 요인 간호결과명 제시된 지표수 결과 지표 수*

심박출량 감소

후부하의 변화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7
심박효율 23 8

조직관류(심장) 15 11
활력징후상태 7 7

소계 33

수축력의 변화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17 4
심박효율 23 10
순환상태 32 18

조직관류(심장) 15 11
활력징후상태 7 5

소계 48

비사용
증후군의
위험

기도삽관 안위수준 9 4

환기기 사용
안위수준 9 4

부동의 결과(심리-인지적) 12 2
소계 6

절대안정

안위수준 9 4
조정력 12 8

부동의 결과(생리적) 22 15
관절운동(목) 5 0

관절운동(수동적) 17 14
관절운동(어깨) 12 8

소계 49

수술로 인한
통증

안위수준 9 4
조정력 12 12
내구력 14 2

부동의 결과(생리적) 22 11
부동의 결과(심리-인지적) 12 6

신경계 상태 20 16
통증 수준 14 7
소계 58

억제대 사용 안위수준 9 4

감염의
위험

침습적 시술 및
처치

혈액투석 통로 15 12
감염의 심한정도 26 15
지식(시술과정) 10 8
영양상태 8 6

위험요인 조절 17 0
상처치유(1차유합) 12 7
상처치유(2차유합) 18 3

소계 51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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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 진단 관련 요인 간호결과명 제시된 지표수 결과지표 수*

불안

독소에 노출 - 0 0
인생의 중요한
가치 및 목표에
대한 의식적인

집착

불안수준 31 7
불안자가조절 17 4

소계 11

가족력/유전
불안수준 31 9

불안자가조절 17 3
소계 12

부적절한 욕구
불안수준 31 11

불안자가조절 17 0
소계 11

개인간의
전달/전염 불안수준 31 6

상황적/발달적
위기

불안수준 31 7
불안자가조절 17 9

소계 16

죽음의 위협
불안수준 31 4

불안자가조절 17 3
소계 7

스트레스

불안수준 31 3
불안자가조절 17 4

집중 13 0
대응 18 0
소계 7

약물남용

불안수준 31 1
불안자가조절 17 2

집중 31 0
대응 18 0
소계 3

역할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수준 31 3
불안자가조절 17 0

소계 3
건강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수준 31 1
불안자가조절 17 1

대응 18 0
소계 2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수준 31 1
불안자가조절 17 0

소계 1

역할기능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수준 31 1
불안자가조절 17 0

대응 18 0
소계 1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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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 진단 관련 요인 간호결과명 제시된 지표 수 결과 지표 수*

불안

환경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수준 31 2
불안자가조절 17 1

집중 13 0
대응 18 1
소계 4

경제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

불안수준 31 5
불안자가조절 17 0

대응 18 0
소계 5

비효율적
기도청결

객담정체

흡인예방 7 5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6
호흡상태(기도개방) 9 7
호흡상태(환기) 27 8

소계 36

과도한 객담

흡인예방 7 5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4
호흡상태(기도개방) 9 7
호흡상태(환기) 27 6

소계 32

인공기도
삽입상태

흡인예방 7 2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9 5
호흡상태(기도개방) 9 7
호흡상태(환기) 27 7

소계 21

기도내의
이물질

흡인예방 7 2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5
호흡상태(기도개방) 9 7
호흡상태(환기) 27 9

소계 33

기관지내의
객담

흡인예방 7 4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5
호흡상태(기도개방) 9 6
호흡상태(환기) 27 8

소계 33

폐포내 삼출물

흡인예방 7 2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9
호흡상태(기도개방) 9 3
호흡상태(환기) 27 6

소계 30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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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 진단 관련 요인 간호결과명 제시된 지표수 결과 지표 수*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관지벽의
과형성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6

호흡상태(기도개방) 9 5
호흡상태(환기) 27 9

소계 30

만성폐색성
페질환

흡인예방 7 3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6
호흡상태(기도개방) 9 4
호흡상태(환기) 27 15

소계 38

감염
흡인예방 7 4

호흡상태(기도개방) 9 3
호흡상태(환기) 17 13

소계 20

천식

흡인예방 7 2
기계적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15
호흡상태(기도개방) 9 6
호흡상태(환기) 27 12

소계 35

알러지성 기도

흡인예방 7 2
기계적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26 7
호흡상태(기도개방) 9 6
호흡상태(환기) 27 12

소계 35

오심

위자극물질

안위수준 9 4
오심 & 구토조절 12 8

오심 & 구토의 심한정도 19 16
영양상태(음식 및수분섭취) 5 5

소계 33

위팽만

안위수준 9 4
오심&구토조절 12 7

오심&구토의 심한정도 19 14
영양상태(음식및 수분섭취) 5 5

소계 30

투약
안위수준 9 3

오심&구토조절 12 8
오심&구토의 심한정도 19 10

소계 21
독소(방사선치료) - 0 0
생화학적 장애 안위수준 9 3

Cardiacpain
안위수준 9 4

영양상태(음식및 수분섭취) 5 5
소계 9

*CVI0.8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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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명명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지지지표표표 수수수 <<<계계계속속속>>>

간호진단 관련요인 간호결과명 제시된 지표수 결과 지표수*

손상의 위험
억제대사용

낙상보호행위 19 2
지식(낙상예방) 21 1
지식(개인의 안전) 19 2
개인의 안전행위 21 0

신체적인 손상의 심한정도 17 0
위험통제 17 1
소계 6

질병으로 인한
실신 균형 7 3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

움직임제한 및
절대안정 조직관류(말초) 23 9

억제대 사용

부동의 결과(생리적) 17 1
영양상태 8 2

조직통합성(피부와 점막) 21 5
조직관류(말초) 23 11

소계 19
정주 주사약 조직관류(말초) 23 5

오랜침상생활로
인한 압박

부동의 결과(생리적) 17 1
감염의 심한정도 26 1
영양상태 8 1

영양상태(생화학적 측정) 13 1
조직통합성(피부와 점막) 21 5

조직관류(말초) 23 6
소계 15

침습적 line들

감염의 심한정도 26 3
영양상태 8 1

영양상태(생화학적 측정) 13 1
조직통합성(피부와 점막) 21 5

소계 10
계 3120 1190

*CVI0.83이상

명 이동수행과 관련요인 절대안정에 대한 간호결과명 관절운동(목)에 대한 간호결
과 지표는 전혀 선정되지 않았다.또한 간호진단 감염의 위험의 관련요인이 침습
적 시술 및 처치에 대한 간호결과명 위험요인 조절에 대해서도 간호결과 지표가
전혀 선정되지 않았다.간호결과 지표가 가장 많이 선정되지 않은 간호진단명은
불안으로서 관련요인인 부적절한 욕구의 간호결과명 불안 자가조절,관련요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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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대한 간호결과명 집중,관련요인 약물남용에 대한 간호결과명 집중 및
대응,관련 요인 역할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간호결과명 불안수준,관련요인
건상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불안수준,관련요인 건강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간호결과명 대응,관련요인 상호작용방식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간호결과명 불안 자가 조절,관련요인 역할기능에 대한 변화나 위협의 간호결과명
불안 자가 조절과 대응,관련요인 환경에 대한 변화나 위협의 간호결과명 집중,
관련요인 경제상태에 대한 변화나 위협에 대한 간호결과명 불안 자가 조절,대응
에 대한 핵심 간호결과 지표도 전혀 선정되지 않았다.간호진단 손상의 위험에 대
한 관련 요인 억제대 적용에 대한 간호결과명 개인의 안전행위와 신체적인 손상
의 심한정도에 대한 간호결과 지표도 전혀 선정되지 않아 이 모두 모형 개발 시
제외시켰다.
간호결과 지표의 경우 관련 요인별로 선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간호활동 선정

때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이는 간호결과 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측정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전문가 집단에 의해 간호결과 지
표로 선정된 것은 전체 제시된 간호결과 지표 중 36.8%였으며,관련 요인별로 평
균 6.5개정도의 간호결과 지표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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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모모모형형형

111)))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모모모형형형 개개개발발발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선정된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한 모형은 <그림 2> -
<그림 11>과 같다.전문가 집단과 합의하여 도출 및 선정된 정의적 특성,관련요
인,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하였
다.
각 간호진단별 모형에서 간호중재명 및 간호결과명은 관련 요인에 따라 재분

류하여 전문가집단을 통해 선정된 것을 나타냈으며,간호활동 및 간호결과지표의
내용은 모형에 넣기에 방대하여 기호로 표시하였다.그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삽입하였으며,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내용만을 본 연구내용에 넣었다.모형에서
C는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간호진단을 의미하며,I는 간호중재를,O는 간호결과명
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각각 간호활동과 간호결과 지표에 일련번호를 붙여 간호
진단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것만 모형에서 보여주었다.



환자요인

혈액응고타임의 지연 항응고제 투여중임 oozing관찰됨

PTT>60초 Heparin주입중임
시술부위의 거즈에

피 묻어 있음

출혈보이고 10분이상 압박

하였으나 지혈안됨
agrastat주입중임

시술부위의 거즈 밖

으로 피 흘러 내림

계속 출혈보임 metalyse투여중임

coumadine투여주임

항응고제 사용 혈전용해제 사용 침습적 시술 질병상태

출혈의 위험

출혈예방, 출혈감소,

출혈감소(상처)

출혈예방, 출혈감소,

출혈감소(상처)

출혈예방, 출혈감소,

출혈감소(상처)

출혈예방, 출혈감소(상

처), 투약관리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활력징후 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혈액응고

활력징후상태, 혈액손실

의 심한정도, 혈액응고

활력징후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혈액응고

활력징후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혈액응고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 > > > 출혈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출혈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출혈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출혈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말이나 기호로 표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

지는 비정상적인 자세
얼굴표정 자율신경계 반응

가슴이 아파요 몸을 웅크리고 있음 얼굴을 찡그리고 있음 혈압이 평소보다 오름

가슴이 뻐근해요 가슴이 움켜쥐고 있음
음식을 삼킬 때 얼굴을

심하게 찡그림
맥박수가 빨라짐

가슴이 고추가루 뿌린 듯해요 호흡수가 빨라짐

가슴이 아파와요 숨을 거칠게 몰아쉼

명치끝에 뭔가 걸린 것같아요 안절부절함

명치끝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더니 팔쪽으로도 아파요

어깨도 아파요  

목이 아파요

가슴이 묵직하니 답답해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요

기도삽관 솬자의 경우; 손가락으로 시트

에 적으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함

1-10/10정도 아프다고 함

급성통증

환자요인

안위수준, 통증조절, 통증수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 > > > 급성통증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급성통증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급성통증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급성통증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진통제 투여, 진정제 투여, 통증관리, 자가 통증 조절, 마취제 투여, 불

안감소, 약물투여, 약물투여(근육), 약물투여(정맥), 약물투여(구강),

투약관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정신적 손상요소

간호결과 지표

간호활동



환자요인

핍뇨 혈압의 변화 C.I. 심계항진 EF감소 PAWP

소변량<1cc/hr BP<80mmHg C.I.< 2.5 심장이 막 뛰어요 LVEDF<60% PAWP<4mmHg

소변량<500cc/일 manual로 혈압측정안됨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져요 RVEDF<45% 청진시 rale 청진됨

소변색 진해짐 어지럽다함 가슴이 벌렁거려요

소변량 감소됨 기운없다함

맥박촉지 잘 되지않음

피부가 차고 축축함

심박동수/리듬의 변화 일회심박출량의 변화 전부하의 변화 후부하의 변화 수축력의 변화

심박출량 감소

순환기간호(동맥부전), 순환기간

호(정맥부전), 순환기간호(심

장), 쇼크관리(심장), 산-염기감

시, 기도관리, 심장간호(재활),응

급상황관리, 전해질관리, 전해질

관리(저칼슘혈증), 전해질관리

(저마그네슘혈증), 전해질감시,

신체에너지관리, 수액/전해질관

리, 수액관리, 수액감시, 혈액투

석요법, 약물투여, 투약관리, 신

경학적감시, 산소요법, PIC관리,

호흡기감시, 심폐소생술, 쇼크예

방, 활력징후감시

심장간호(급성), 순환기간

호(동맥부전), 순환기간호

(보조장치), 순환기간호(정

맥부전), 혈액역동조절, 쇼

크관리(심장), 산-염기감

시, 기도관리, 심장간호(재

활), 응급상황관리, 전해질

감시, 신체에너지관리, 수

액관리, 수액감시, 혈액투

석요법, 약물투여, 투약관

리, 신경학적감시, 산소요

법, 호흡기감시, 심폐소생

술, 활력징후감시

심장간호, 심장간호(급성), 순

환기간호(동맥부전), 순환기간

호(보조장치), 순환기간호(정

맥부전), 혈액역동조절, 쇼크

관리(심장),산-염기감시, 심장

간호(재활),전해질감시,신체에

너지관리, 수액관리, 수액감

시, 투약관리,신경학적감시,산

소요법,호흡기감시,심폐소생

술,쇼크예방,활력징후감시

심장간호, 심장간호(급성),

순환기간호(동맥부전), 쇼

크관리(심장),산-염기감시,

기도관리, 심장간호(재활),

응급상황관리,전해질감시,

신체에너지관리, 약물투여,

투약관리, 신경학적감시,

산소요법, 호흡기감시, 심

페소생술, 쇼크예방, 활력

징후감시

심장간호, 심장간호(급성),

순환기간호(동맥부전), 순

환기간호(보조장치), 순환

기간호(정맥부전), 혈액역

동조절, 쇼크관리(심장), 산

-염기감시, 기도관리,응급

상황관리,전해질감시,신체

에너지관리, 혈액투석요법,

약물투여, 투약관리, 신경학

적감시, 산소요법, PIC관리,

호흡기감시,심폐소생술, 쇼

크관리(심장), 쇼크예방, 활

력징후감시

CI 3-5, 5,7-30참조 CI 2-24, 26-27참조
CI 1-8, 10, 15-16, 19-19,

22-27, 29-30참조

CI 1-3, 7-12, 15-16, 21-

24, 26-27, 29-30참조

CI 1-9, 11, 15-16, 20-30

참조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심박효율,

순환상태, 조직관류(심장), 조직

관류(말초), 조직관류(폐), 활력

징후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심박

효율, 순환상태, 조직관류

(심장), 조직관류(폐), 활력

징후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심박효

율, 조직관류(심장), 활력징후

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심박

효율, 조직관류(심장), 활력

징후상태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심박

효율, 순환상태, 조직관류

(심장), 활력징후상태

C0 1-7참조 CO 1-7참조 CO 1,2,4,7참조 CO 1,2,4,7참조 CI 1-4, 7참조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44> > > > 심박출량 감소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심박출량 감소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심박출량 감소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심박출량 감소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환자요인

심한통증(F2)(F2)(F2)(F2) 규정된 부동(F1)(E3)(F1)(E3)(F1)(E3)(F1)(E3) 마비(F5)(E3)(F5)(E3)(F5)(E3)(F5)(E3)
기계에 의한 부동

(F1)(E3)(F1)(E3)(F1)(E3)(F1)(E3)

억제대 적용상태로 다리

의 통증을 호소함

환자가 팔을 계속 구부

린채 펴지 못하고 있음

사지마비로 인하여 환자 스

스로 자세변경이 어려움
억제대 적용상태임

억제대 적용상태로 팔의

통증을 호소함

환자가 다리를 계속 구

부린 재 펴지 못하고 있

음

편마비로 인하여 환자스스로

자세변경이 어려움

억제대 적용상태로 다리

나 팔의 통증을 호소함

기도삽관 환기기 사용 절대안정 수술로 인한 통증 억제대 사용

비사용증후군의 위험

신체에너지 관리
신체에너지 관리, 약

물투여
약물투여, 투약관리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안위수준, 이동수행
안위수준, 부동의 결과

(심리-인지적)

안위수준, 조정력, 부동의 결

과(생리적), 관절운동)목),

관절운동(수동적), 관절운동

(어깨)

안위수준, 조정력, 내

구력, 부동의 결과(생

리적), 부동의 결과(심

리-인지적), 신경계

상태, 통증수준

안위수준

간호결과지표 간호결과지표 간호결과지표 간호결과지표 간호결과지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 > > > 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환자요인

침습적 처치(P7)(P7)(P7)(P7)

조직파괴와 증가된

환경적 노출

(P7)(E3)(P7)(E3)(P7)(E3)(P7)(E3)

면역억제(P7)(P7)(P7)(P7) 부적절한 일차적 방어(P11)(P11)(P11)(P11)

동맥관이 삽입되어 있음 피부 벗겨진 상태임(부위: )

중심정맥관이 삽입되어 있음 물집형성되어 있음(부위: )

S-G cath이 삽입되어 있음 dependent area에 발적 보임

IABPcath가 삽입되어 있음

기관절개시술이 이루어진 상태임

복막투석관을 삽입하고 있음

관상동맥조영술이 이루어진 상태임

기도삽관이 이루어진 상태임

감염의 위험

침습적 시술 및 처치

<<<<그림 그림 그림 그림 6666> > > > 감염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감염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감염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감염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간호결과 지표

혈액투석 통로, 감염의 심한 정도, 지식(시술과정), 영양상태, 위

험요인조절, 상처치유(1차유합), 상처치유(2차유합)

간호활동

감염관리, 감염에방, 기침권장, 전해질감시, 수액/전해질 관리,

영양관리, 체위, 피부관찰, 상처간호, 상처간호(밀봉배액)



독소

에 노

출

인생의 중요

한 가치 및

목표에 대한

무의식적인

집착

가족

력/

유전

부적

절한

욕구

개인

간의

전달/

전염

상황

적,발

달적 위

기

죽음

의위

협

자부심

에 대

한 위

협

스트레

스

약물

남용

역할에 대

한 변화나

위협

건상상

태에 대

한 변화

나 위협

상호작용

방식에 대

한 변화나

위협

역할기

능에 대

한 변화

나 위협

환경에

대한

변화나

위협

경제상

태에 대

한 변화

나 위협

불안

 

불안

감소

불안감소, 진

정기법

불안

감소

불안

감소,

진정

기법

불안

감소

불안감

소, 진

정기

법, 대

응능력

강화

불안

감소,

진정

기법,

대응

능력

강화

불안감

소, 진

정기

법, 대

응능력

강화

불안감

소, 진정

기법, 대

응능력

강화

불안

감소,

진정

기법,

대응

능력

강화

불안감소,

진정기법,

대응능력

강화, 함

께있기

불안감

소, 진

정기법,

대응능

력강화

불안감소,

지정기법,

대응능력

강화

불안감

소, 진

정기법,

대응능

력강화

불안감

소, 진

정기

법, 대

응능력

강화

불안감

소, 진

정기법,

대응능

력강화

간호

활동
간호활동

간호

활동

간호

활동

간호

활동

간호활

동

간호

활동

간호활

동

간호

활동

간호

활동
간호활동

간호

활동
간호활동

간호

활동

간호

활동

간호

활동

불안수준, 불

안자가조절

불안

수준,

불안

자가

조절

불안

수준,

불안

자가

조절

불안

수준

불안수

준, 불

안자가

조절

불안

수준,

불안

자가

조절

불안수

준, 불

안자가

조절

불안수

준, 불안

자가조

절, 집

중, 대응

불안

수준,

불안

자가

조절,

집중,

대응

불안수준,

불안자자

조절

불안수

준, 불

안자가

조절,

대응

불안수준,

불안자가

조절

불안수

준, 불

안자가

조절,

대응

불안수

준, 불

안자가

조절,

집중,

대응

불안수

준, 불

안자가

조절,

대응

간호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결

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간호

결과

지표

환자요인

안절부절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777>>>>불안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불안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불안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불안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있음

안정을 취하지 못함

안절부절함

뒤척이며 안정 취하지 못하고 있음

계속 앉았다 누웠다하면서 line을 만지작 거리고 있음

verbal sedation되지 않음

침상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만히 있지 못함



환자요인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과 리듬의 변화

청진시 나음들림 효과적으로 기침하지 못함
숨쉴대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

리 들림
호흡수>30회/분

청진시 수포음 들림
기침은 하나 효과적으로 가래

뱉어내지는 못함

환기기 사용환자의 경우; 계속

적으로 'high pressure alarm'울

림

고르게 숨쉬다가 갑자기 몰아서

숨을 쉼

호흡시 나음 들림 호흡수가 평소보다 증가됨

기도경련 객담 정체 과도한 객담 인공기도 삽입상태 기도내의 이물질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도흡인, 천식관리, 호흡감시,

기관재관삽관과 유지, 불안감

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약

물투여(흡입),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지보조, 활력징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

장, 호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

리, 질식에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

입),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

기보조, 활력징후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흐흡감시, 기도내관삽관롸 유

지,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

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입), 산소요법, 체

위, 감시, 환지보조, 활력징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

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

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

기기 적용, 산소요법, 체위, 감

시, 환기보조, 활력징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

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

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에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간호활동 가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흡인에방, 기게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흡인예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

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방), 호

흡상태(환기)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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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요인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과 리듬의 변화

청진시 나음들림 효과적으로 기침하지 못함
숨쉴대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

리 들림
호흡수>30회/분

청진시 수포음들림
기침은 하나 효과적으로 가래 뱉

어내지는 못함

환기기 사용환자의 경우; 계속

적으로 'high pressure alarm'

울림

고르게 숨쉬다가 갑자기 몰아서 숨

을 쉼

호흡시 나음들림 호흡수가 평소보다 증가됨

기관지내의 객담 폐포내 삼출물 신경근 기능장애 기관지 벽의 과형성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도흡인, 천식관리, 호흡

감시, 기관재관삽관과 유

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

리, 질식예방, 약물투여(흡

입),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지보조, 활력징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

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

식에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

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입), 산

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흐흡감시, 기도내관삽관롸 유

지,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

용, 약물투여(흡입),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지보조, 활력징

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

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안

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

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산소

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

후 감시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흡인에방, 기게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

(기도개방), 호흡상태(환

기)

흡인예방, 기계적 호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

(성인), 호흡상태(기도개방), 호흡상

태(환기)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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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요인

비정상적인 호흡음 비효율적인 기침 객담발생 호흡수과 리듬의 변화

청진시 나음들림 효과적으로 기침하지 못함
숨쉴대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

들림
호흡수>30회/분

청진시 수포음들림
기침은 하나 효과적으로 가래 뱉

어내지는 못함

환기기 사용환자의 경우; 계속적

으로 'high pressure alarm'울림

고르게 숨쉬다가 갑자기 몰아서

숨을 쉼

호흡시 나음들림 호흡수가 평소보다 증가됨

만성페색성 페질환 감염 천식 알러지성 기도

비효율적 기도청결

기도흡인, 천식관리, 호흡감

시, 기관재관삽관과 유지, 불

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

예방, 약물투여(흡입), 산소요

법, 체위, 감시, 환지보조, 활

력징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

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지, 불

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식에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투여(흡입), 산소요법, 체위,

감시, 환기보조, 활력징후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흐흡감시, 기도내관삽관롸 유지,

인공기도관리, 질식예방, 흉부물

리요법, 기계환기기 적용, 약물

투여(흡입), 산소요법, 체위, 감

시, 환지보조, 활력징후 감시

기도흡인, 천식관리, 기침권장,

호흡감시, 기도내관삽관과 유

지, 불안감소, 인공기도관리, 질

식예방, 흉부물리요법, 기계환

기기 적용, 산소요법, 체위, 감

시, 환기보조, 활력징후 감시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흡인에방, 기게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흡인예방, 기계적 호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홉인에방, 기계적 환기에 대한

반응(성인), 호흡상태(기도개

방), 호흡상태(환기)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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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요인

오심을 알림 토할 것같은 기분이 듬

토할 것같다고 함 토할 것같아요

속이 메스껍다고 함

넘어올 것같다고 함

위자극물질:약
위팽만:투약에 의한 위운

동의 저하
투약 독소 생화학적 장애 cardiac pain

오심

투약관리, 오심관리 투약관리, 오심관리 투약관리, 오심관리 투약관리, 오심관리 투약관리, 오심관리 투약관리, 통증관리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안위수준, 오심&구토

조절, 오심&구토의 심

한 정도, 영양상태(음

식 및 수분섭취)

안위수준, 오심&구토조절,

오심&구토의 심한정도, 영

양상태(음식 및 수분섭취)

안위수준, 오심&구토

조절, 오심&구토의 심

한정도

안위수준
안위수준, 영양상태(음

식및 수분섭취)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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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요인

외적:생화학적 조절기능(감각기능 장애) 내적: 신체적(파괴된 피부, 변화된 운동성)

진단명: DM nephropathy (  )부위 마비 환자임

진단명: CVA cast 적용환자임

상하지 감각 없음 목발사용하고 있음

상반신 마비 환자임

하반신 마비 환자임

일부(  )마비 환자임

질병으로 인한 실신 억제대 사용

손상의 위험

낙상예방, 환경관리(안전), 억제대사용, 체위(수

술중)
낙상예방, 출혈예방, 출혈감소

간호활동 간호활동

낙상보호행위, 지식(낙상예방), 지식(개인의 안

전), 개인의 안전행위, 신체적인 손상의 심한정

도, 위험통제

균형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0101010> > > > 손상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손상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손상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손상의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환자요인

외적:신체적 부동
외적:기계적 요인(마찰력, 압력, 억

제대)
외적: 습기 외적:배설과 분비 내적: 감각의 변화

환자스스로 상지 움직이지 못함

마찰력;환자가 좌위로 잘 앉아 있

지 못하고 침상 아래로 쓸려서 계

속 내려 옴

환자가 누워있는 시트

가 젖어 있음
설사를 계속함 진단명: DM

환자 스스로 하지 움직이지 못함

억제대:억제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irritable하여 억데대가 땡기면서 팔

목이나 발목에 피부색이 붉게 변해

있음

환자체온은 측정되나

땀 흘리면서 베갯잍 및

시트 젖어 있음

둔부 피부가 붉게 변함 진단명:PAOD

비위관 영양관 장기적인 적용상태

로 코부위 헐어있음
둔부가 쓰리고 아프다함

분비불 배출부위의 피부가 축축함

분비불 배출부위의 피부에 발적보임

 
묽으변 자주 보변서 엉덩이 부위 빨갛게

피부 변화 보임

움직임 제한 &절대안정 억제대 사용 정주 주사약 오랜침상생활로 인한 압력 침습적 line들

피부통합성장애 위험

신체압박관리, 욕창에방, 피부관찰,

순환장애 예방, 운동요법(관절운동),

운동요법(근조절), 절개부위간호, 감

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 감시, 약

물투여(피부), 장루간호, 체위, 체위

(수술중), 피부간호(국소처치), 상처

간호

신체압박관리, 욕창예방, 피부관

찰, 순환장애 예방, 운동요법(관절

운동), 말초부위 감시, 약물투여(피

부), 장루간호, 체위, 체위(수술

중), 피부간호(국소처치), 감시, 견

인/부동간호, 상처간호

욕창예방, 피부관찰,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 감시, 약물투

여(피부)

신체압박관리, 욕창예방, 피부관찰, 순환

장애 예방, 운동증진, 발간호, 절개부위간

호,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초부위감시, 약

물투여(피부), 체위, 피부간호(국소처치),

상처간호,

욕창예방, 피부관찰, 순환장애

예방, 감염관리, 감염예방, 말

초부위 감시, 약물투여(피부),

체위, 피부간호(국소처치), 감

시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간호활동

조직관류(말초)

부동의 결과(생리적), 영양상태, 조

직통합성(피부와 점막), 조직관류

(말초)

조직관류(말초)

부동의 결과(생리적), 감염의 심한 정도,

영양상태, 영양상태(생화학적 측정), 조직

통합성(피부와 점막), 조직관류(말초)

감염의 심한정도, 영양상태, 영

양상태(생화학적 측정), 조직통

합성(피부와 점막)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 지표 간호결과지표 간호결과지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1111111> > > > 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간호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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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개개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임임임상상상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개발된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임상타당도를 보기위하여 심장
혈관계 중환자에서 채택될 수 있는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간호진단을 선택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의 활용성을 알아보았다.먼저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
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흐름도를 <그림 2>를 기본으로 하여 시스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였다
일 Y대학 부속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7월까지 심박출량 감소라는 간호진단이 제시되었을 때 간호사들이 심박출량 감소
의 간호진단을 채택한 건수 중 23명의 환자기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
서 개발된 모형의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 내용대로
분류해보고,진단을 종료했을 당시의 간호기록,검사결과 수치,사정내용을 본 연
구의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 지표 내용과 비교하였다.

111)))흐흐흐름름름도도도의의의 사사사용용용빈빈빈도도도

23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작성된 심박출량 감소의 전자
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흐름도에 따라 사용한 빈도는 91.3%였다.흐름도대로 사용
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에게 심박출량 감소라는 간호진단이 합당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전해질 관리’라는 간호중재명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한 경우여서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222)))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 시시시의의의 임임임상상상타타타당당당도도도

무작위로 선택한 23명의 환자에 대해,전문가 집단에게 시스템에서 나타난 관
련 내용을 중심으로 심박출량 감소를 위한 정의적 특성과 구체적 특성,간호결과
명 및 간호결과 지표 내용을 추출하게 하고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 내용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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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선택한 것을 이용하여,각각에 대한 건수를 조사하였다.심
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이 선택된 시점의 환자의 양상을 보면,병실의 환자보다
중환자실 환자가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이
급성기이면서 빠른 판단과 함께 처치가 이루어져야하고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급
성기의 처치는 중환자실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록 내용을 전문가 집단이,본 연구에서 선정한 심박출

량 감소의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에 따라 추출한 내용은 <표 19><표 20>과
같다.
가장 많은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이 추출된 것은 혈압의 변화에 대한 것

으로 16사례(69.6%)에서 추출되었다.그중 BP<80mmHg에 대한 내용은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활력징후기록에서 자동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자료이며 간호사의 기
본적인 사정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추출된 것 같다.
핍뇨에 해당하는 정의적 특성은 5사례(21.7%)에서 추출되었다.특히 소변량이

감소됨이라는 간호진술문은 간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소변색 진해짐이라
는 표현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C.I.와 PAWP는 심박출량 감소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침습적인 방법인 swan-ganzcatheter를 삽입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C.I.는 5사례(21.7%)에서 PAWP는 3사례(2.3%)에서 의미 있는 특성으로 추출되었
다.
심계항진의 경우 환자들의 주관적인 진술문으로 12사례(52.2%)에서 추출되었

다.
EF감소의 경우에는 3사례(2.3%)에서 의미 있는 특성으로 추출되었는데,EF이라

는 용어를 대표할 수 있는 LVEDF의 자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서인지 RVEDF
에 대한 것은 전혀 추출되지 않았다.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자료로 부종이 9사례(39.1%)

에서 추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순환상태나 산소포화도와 같은 내용으로도 표
현되어 진술되기도 하였는데,후부하 변화라는 관련요인과 연관하여 추출된 것이
었다.또한 맥박수>100회/분이 4사례(17.4%),검사결과에 대한 것으로 관상동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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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999>>>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에에에서서서 추추추출출출된된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체체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23

*중복 선택된 값임

정의적 특성 구체적 특성 빈도*

핍뇨
소변량 <1cc/hr 0
소변량 <500cc/일 3
소변색 진해짐 0
소변량 감소됨 4

혈압의 변화

BP<80mmHg 12
Manual로 혈압 측정 안됨 0
어지럽다 함 1
기운없다 함 0
맥박 촉지 잘 되지 않음 7
피부가 차고 축축함 3

C.I. C.I.<2.5 5

심계항진
심장이 막 뛰어요 2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져요 11
가슴이 벌렁거려요 0

EF감소 LVEDF<60% 3
RVEDF<45% 0

PAWP PAWP<4mmHg 1
청진시 rale들림 2

추가내용

부종 순환상태 7
산소포화도(피부색) 5

맥박수 PR>100회/분 4
기타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1

swan-ganzcath.삽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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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에에에서서서 추추추출출출된된된
정정정의의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포포포

n=23

*중복 선택된 값임

영술 결과와 swan-ganzecatheter삽입에 대한 것이 각각 1사례씩 2사례(0.87%)에
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추출한 특성들을 통해 가장 많이 선

택한 관련요인은 후부하의 변화로 43.5%였으며,그다음이 심박동수/리듬의 변화로
21.8%,수축력의 변화가 13.0%,전부하의 변화가 8.7%,일회 심박출량의 변화가
4.3%였다<표 21>.또한 각각의 관련요인에 대해 평균 3.0개의 정의적 특성이 추출
되었다.23사례 중 2사례에서는 관련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편의상 간호활동만을 적용하기 위해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을 선택
한 것이었다.
관련 요인의 경우 본 연구의 간호과정을 적용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지

원하고 있지 못하여 비교하여 보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이 더 추가된다면 관련요인별 간호문제에 대한 간호진단 도

정의적 특성 빈도(%)*

핍뇨 5(21.7)
혈압의 변화 16(69.6)

C.I. 5(21.7)
심계항진 12(52.2)
EF감소 3(2.3)
PAWP 3(2.3)

추추추가가가내내내용용용
부종 9(39.1)
맥박수 4(17.4)
기타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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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도 시스템에서의 지원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중재의 경우 심박출량 감소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사용된 간호

중재명은 부정맥 관리,활력징후 감시,전해질 관리,순환기 간호:동맥부전,심장간
호,순환기 간호:정맥부전,신체에너지 관리,심장간호:급성,혈액역동조절,산-염기
관리,침습적 혈류역학 감시,출혈예방의 10가지로,환자별로 중복되는 것으로 합
치면 41개였다.본 연구의 결과 심박출량 감소에 대해 선정된 간호중재명은 관련
요인별로 평균 22.2개였는데 부정맥 관리와 출혈예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간호중재명에 다 포함된 내용이었다.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된 간호중재명인 부정맥관리는 전체의 26.8%였는데,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을 적용하면서 임상간호사들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심전도 모니터와 심박조율
기에 대한 내용이 간호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었다.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적용
된 간호중재명의 사용율을 보면 활력징후 감시는 24.4%,전해질 관리가 17.0%였
다.순환기간호:동맥부전이 7.3%,심장간호와 순환기 간호:정맥부전,출혈예방이
4.9%,신체에너지 관리,심장간호;급성,혈액역동 조절,산-염기 관리,침습적 혈류
역학 감시는 2.4%였다.본 연구에서 선정되지 않은 출혈 예방의 간호중재명은 간
호중재분류(NIC)에서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중재명으로 따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표표표 222111>>>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에에에서서서 추추추출출출된된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분분분포포포

n=23
간호진단 관련요인 빈도 비율

심박출량 감소

심박동수/리듬의 변화 5 21.8
일회심박출량의 변화 1 4.3
전부하의 변화 2 8.7
후부하의 변화 10 43.5
수축력의 변화 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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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222>>>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에에에서서서 추추추출출출된된된 간간간호호호중중중재재재명명명 분분분포포포
n=23

*중복 선택된 값임

본 연구에서는 간호중재분류(NIC)에서 우선적으로 제안한 중재명만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차이를 보였다<표 22>.
환자별로 간호중재명을 구분하여 보았을 때 평균 1.9개의 간호중재명을 시스템

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채택하여 사용한 간호중재명 개수는
5개였고,간호활동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간호중재명인 활력징후 감시에 대
한 간호활동 13개였다.평균 1개의 간호중재명에 대해 6.8개의 간호활동을 선택하
여 환자간호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간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별로 간호중재명을 재분류하여 간호활동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평균 간호활동
수를 관련요인별로 산출하였는데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간호활동 수는 평균 5.8개
가 선정되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경우 같은 중재명인 경우에도 관련요인별로 선택한 간호

간호진단 간호중재명 빈도* 비율

심박출량 감소

부정맥 관리 9 26.8
활력징후 감시 9 24.4
전해질 관리 7 17.0
순환기 간호:동맥부전 3 7.3
심장간호 2 4.9
순환기 간호:정맥부전 2 4.9
출혈예방 2 4.9
신체 에너지 관리 1 2.4
심장간호:급성 1 2.4
혈액역동 조절 1 2.4
산-염기 관리 1 2.4
침습적 혈류역학 감시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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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2명의 환자 경우에는 편의상 간호활동 내용
만을 사용하기 위해 심박출량 감소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의 경우 본 연구의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

용을 위한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자세한 분석은 어려웠으나 전
문가 집단에게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게 했을 때
전체 23명의 환자 중 39.1%에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다.그 내용은,정상 혈압
을 기록하여 주거나(17.4%)“흉통 및 어지럼증 호소없이 침상안정중임”(4.3%),“혈
압이 안정적임”(8.7%),“말초부위의 청색증이나 사지 청색증 보이지 않음”(4.3%)이
라는 표현과 “산소포화도상태;97%로 오름”(1.3%)이라는 등의 기록이었다<표 23>.
간호중재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까지 제시되어 있어 선택만 하면 되

므로 필요로 되는 내용을 간호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었으나 간호결과
및 간호결과 지표의 경우에는 간호진단의 완료를 위한 지표를 시스템에서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여 간호기록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 있었다.간호결과명과 간
호결과지표만 잘 선정하여 시스템에서 지원된다면 환자의 문제해결 여부를 확실
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표표 222333>>>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에에에서서서 추추추출출출된된된 간간간호호호진진진단단단 심심심박박박출출출량량량 감감감소소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결결결과과과 분분분포포포

n=23

간호진단 추출된 간호결과 내용 빈도 비율

심박출량 감소

혈압기록 4 17.4
흉통 및 어지럼증 호소 없이
침상안정중임 1 4.3

혈압이 안정적임 2 8.7
말초부위의 청색증이나 사지
청색증이 보이지 않음 1 4.3

산소포화도 상태:97%로 오름 3 13.0



- 85 -

VVV...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
색하고자 시도되었다.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이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된 자료들을 바
탕으로 찾고자 원했던 환자의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환자
간호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활동 내용 및 간호문제 해결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 및 선정된 10개 간호진단별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의무기록 사용 시 간호과정을 좀 더 용이
하게 사용하고 시스템에서도 환자별로 적절한 간호활동 및 간호결과지표를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에 따른 내용들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11...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단단단계계계별별별 내내내용용용 도도도출출출
및및및 선선선정정정

본 연구에서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을 위해 수집한 요소
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간호진단은 NANDA의 진단을 이용하였다.
NANDA의 간호진단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 환경 및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
함이 입증된 표준화된 자료이다.또한 NANDA 간호진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만
들어진 간호중재분류(NIC)및 간호결과분류(NOC)를 이용하였으며,간호과정의 전
단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 적용 시 매우 유용하고 수집된 자료내용도
타당하고 적절하다 생각된다.
그러나 NANDA의 정의적 특성은 용어가 매우 포괄적이고 서술문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간호기록을 전자의무기록에 적용하여 간호과정을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
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이와 같은 이유로 간호과정을 임상에 활용하기 위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간호진단 도출과정을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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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유지수,1996;최영희 등,1998;김정애,1999;이지연,2000;
김정애,2000;이진경,2000),그 활용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특성을 도출하였다.심박출량 감소
에 대해 임상타당도를 보았을 때 필요로 되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하는 문제점
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이와 같이 시도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김혜숙
(2004)의 경우에도 특성이나 관련요인을 제시해주고 선택하게 하였고 특성이나 관
련요인을 이용하여 간호진단이 전자의무기록에서 자동으로 제시되게 한 것은 아
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간호진술문에 대해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한 듯하다.김정애(2000)는 그의 연구에서 NANDA에
서 제시한 정의적 특성이나 관련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핵심을 선별하기는 하였
는데,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의 재
정의 또는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이에 본 연구에서 시스템에
서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특히 간호진술문을 분류 할 수 있도록 NNN Taxonomy
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더 많은 간호진단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더 많은 간호진술문들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간호진술문의 의미 있는 자료들을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필수적 과정이다.이에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자의무기록 시 간호진단이
자동으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요인별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을 선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시스템에서는 간호진단의 관련요인

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아 관련요인별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의 적절성
은 알기 어려웠으나 임상의 간호사들은 맞든 맞지 않든 이미 머릿속에서 관련요
인을 생각하고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을 선정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데이터를 유형별로 그룹핑 함
으로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지속적인 사고과정을 이용해 매일 폭발적으
로 증가하는 다량의 정보를 이해(박현애 등,2001)하기 때문일 것이다.김혜숙
(2004)은 동일한 간호진단이라 하더라도 관련요인이 다르면 다른 간호중재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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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야 하므로 무엇보다 간호진단 진술 시 문제 대한 관련요인의 정확한 파악
이 중요하다 하였다.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없이 행하는 의사결정이 올바르고 올바른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을 하여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
을 위한 모형 개발은 더욱 간호과정의 임상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
되는바 더 많은 간호진단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관련 요인에 대한 선별 없이 NANDA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을 선별하였는데,관련요인이 비슷한 경우에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고 필요로 되는 관련 요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간호진단의 경우 윤혜영(2002)이 내외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 프로토콜

을 개발한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중환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다빈도로 도출
된 간호진단에 차이가 있었다.윤혜영(2002)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감염의 위험,
비효율적 기도청결(기도개방유지불능이라 윤혜영의 연구에서는 서술함),통증,피
부 통합성 장애 위험(피부 손상 위험성이라 윤혜영의 연구에서는 서술함)의 4가지
만 일치하였다.이에 대해, 유지수 등(1997)이 3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정보시스
템 구축을 위한 간호진단의 임상적용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각 병원마다 간
호진단의 내용이나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의 규모와 전문화에 따
른 병원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호
진단 순으로 간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감안할 때 심장혈관계
중환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간호진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생각된다.
NANDA에서 제시한 간호진단 중에서는 급성 통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연

구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혜숙(2004),복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유형숙(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급성통증에 대한 사정내용 및 통증조절 간호활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전자의무기록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간호진단이면서
이에 대한 간호활동 및 간호결과지표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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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간호중재명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간호중재명을 관련 요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이에 대한 간호활동을 선정하다보니 관련 요인이 비슷한 경우에는 간호활동 내용
도 거의 같게 선정하는 현상을 보였다.그러므로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필요로
되는 관련 요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보였다.관련 요
인이 틀린 경우에는 간호활동 내용도 다르게 선정되었으나 간호중재명별 사정내
용은 거의 관련 요인별로도 공통적으로 선정되었다.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흔히
발생되지 않는 관련 요인에 대한 간호활동 내용은 사정이 대부분이고 1-2개정도의
간호활동만 선정되었다.윤혜영(2002)의 연구에서는 간호진단별 전체 간호활동 내
용의 43.5%가 사정활동 항목으로 나온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과 사정
이 10%정도였다.그러나 관련요인별로 간호사가 사정해야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
은 것을 보면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모니터링 또는 사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조자 등(1999)은 사정항목을 간호활동
에서 제외하여 따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활동은 제시된 간호활동의 23.7%가 선정되었는데,물

론 한국의 간호사의 역할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으나 윤혜영(2002)의 연구
결과에서는 60.8%가 선정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간호진단의 내용이 다르다 하여
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이와 같은 이유는,본 연구에서는 관련요인별로 간
호활동을 선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호진단별로 선정했을 때보다 세분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간호중재분류(NIC)에서 나열되어 있는 간호중재
명에 대한 간호활동 내용을 임상현장에 맞도록,선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역할에 따라 분류해보는 연구가 추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활동을 본 연구의 임상타당도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간호진단명 심박

출량 감소 한 가지에 대한 것이지만 임상에서는 간호중재명별로 평균 6.8개의 간
호활동을 선택하여 간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도 간호진단의 관련요
인별로 평균 6.0개,심박출량 감소 1가지의 간호중재명에 대한 간호활동은 5.8개가
선정되어 임상타당도의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윤혜영(2002)의 연구에서는 평균 10
개 이상의 간호활동이 선정되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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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결과분류(NOC)는 간호중재 후 환자결과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포괄적
인 표준화된 용어이다(염영희 등,1999).간호결과분류(NOC)는 Iwoa대학의 간호중
재분류(NIC)팀에서 함께 개발하면서 NIC과의 연결관계를 규명하였고 이를
NANDA와도 연결하여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최영희,1998;유
형숙,2001;박혜진,2003;Allred,2004;이은주,2005;vonKrogh,2005).간호진단
명의 경우 NANDA에서 제시된 것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급성통증이었는데 이
에 대한 간호결과내용을 보면 안위수준,통증조절행위,통증수준으로 나왔다.이는
유형숙(2001)및 김혜숙(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결과명과 간호결과 지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결과 지표의 36.8%가 선정
되고 관련요인별로 간호결과명은 평균 3.2개,간호결과 지표는 관련 요인별로 평
균 6.5개가 선정되었다.본 연구의 임상타당도를 보기위해 적용한 시스템에서는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아 심박출량 감소의
진단명이 종료되는 시점의 간호기록,검사결과 수치,사정내용 등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추출해 보았으나 전체환자의 39.1%에서 아주 간단한 내용만을 찾아 볼 수
밖에 없었다.이와 관련하여 김혜숙(2004)의 결과를 보면 간호중재 전,후의 간호결
과 지표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간호중재 전보다 간호중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간호중재 전,후의 환자상태 비교를 통하여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그 효과를 가
시화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의 시스템 적용은 필
수적으로 필요로 되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간호결과 지표는 평가 시에도 5점 척도로 하여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함으로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
다.특히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에게는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한 scale같은 지표가 필
요로 된다.현재 통증에 대한 scale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여 객관적
자료로 개발이 잘 되어 있으나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
게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어 간호기록 시 매우 모호하게 기록되고 이에 대한 간
호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 전자의무기록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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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 간호결과 지표가 제시
된다면 매우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22...간간간호호호과과과정정정의의의 전전전자자자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모모모형형형

10개 간호진단별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은 간호과정을 기
본으로 하여 개발하였다.그리고 문헌고찰을 통하여 환자요인에 미치는 내용들을
나열하여 보고 이를 다시 NNN Taxonomy에 따라 재분류하여 모형을 완성하였
다.
환자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개발 시 환자 요인에서 administrativedomain

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본 모형 개발 시 제외하였었다.그러나 임상타당도를 통
해 살펴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간호기록이나 간호활동 등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
만 간호과정을 전자의무기록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여도,간호사가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해를 못한다거나 간호내용을 선택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능력은 기본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환자의 요인 중
눈에 보이는 것에는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포함된다는 결론에 내리
게 되었다.전자의무기록 적용 시 어떠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들이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임상타당도를 본 경우,제외된 환자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간호진단

이 합당하여 선택하였다기 보다는 간호활동내용을 선택하기 위하여 심박출량 감
소라는 간호진단을 활용하였다는 것이 administrative domain 중 Clientcare
level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각 간호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
고 있어야하고 환자의 상황 및 상태에 따라 간호활동내용도 선별할 수 있어야하
기 때문이다.
NNN Taxonomy는 본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간호기록으로 기술되지 않

는 영역까지도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간호과정을 전자의무기록에 적용할
경우 가장 분류가 어려운 내용이 간호진술문으로서 이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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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보다 완벽한 간호과정을 전자의무기록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진술문이라 해도 NNN Taxonomy에 따라 분
류가능하리라 생각된다.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해 NNN Taxonomy
를 이용한 연구는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Juntila K.등(2005)은 수술전 간호중재의 기록을 ISO reference
terminology라는 새로운 용어의 틀에 맞추어 재 정의하고 재 그룹화 하여 진술문
에 대한 분류를 해보기도 하였으나 중재에 대한 진술문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외의 간호 진술문 전체를 포함할 만한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은 계속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각 간호진단별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호과정의 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관련 요인별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이 잘 분류되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
명 및 간호결과 지표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그러나 회환부분에 대한
것,관련 요인에서 간호결과명으로 화살표를 표시 한 것,간호결과 지표에서 간호
중재명으로 회환하는 과정은 임상타당도 검증 시 시스템에서의 지원이 어려워 적
용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로 된다.
박혜진(2003)은 간호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NANDA,NOC,NIC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는데 진단에 따른 결과-중재를 연결시켰을 뿐 자동으로 분류되어 제시되는
것은 아니었다.정형외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과정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던 김혜숙(2004)의 연구도 ERP(EnterpriseResourcePlanning)에
서 필요로 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간호과정의 정보화가 한 걸
음 더 발전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간호진단이 자동으로 제시되는 형태는
아니었다.본 연구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
고 바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도를 그릴 수 있는 모형을 개발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리고 흐름도의 사용빈도가 91.3%로
나온 것은 95%(김정애,2002)의 연구결과에는 조금 못미치나 91%(김정애,1992),
85%(이은옥,1996)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 개발을 위해 선정된 내용 중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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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상타당도를 통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기는 하였으나 언제든
지 자료 추가가 가능하도록 모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료 추가 후 이를 시스템
에 적용한다면 간호사들에게 더욱 유용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간호진단만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임상타당도를 보

았으나 추후에는 여러 간호진단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적용하여 간호진단 도출 및
간호중재 및 간호활동 과 간호결과를 더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자의무기록 시 간호과정의 임상적용성은 그 어
느 때보다도 용이하다.그러므로 간호과정을 전자의무기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
형을 개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었다.특히 관련요인을 위한 특성들을
NNN Taxonomy에 따라 분류해 봄으로써 간호진술문을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어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간호진단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 -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지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 본 연구의 모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며,간호사의 의사결정이 올바르도록 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확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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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 론론론 및및및 제제제 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을 통한 Delphi방법을 이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 중 간호진단 도출을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Y대학 부속

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2005년 9월 22일 -10월 21일까지 입실한 환자 중 입실
시를 기준으로, 심장내과 진단명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연구자가 만
나 본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내용 타당도의 연구대상자는 Y대학 부속 병원 중환자실 간호 근무 경력 3
년 이상인 자로서 석사이상 인 일반간호사 6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임상타당도의 연구대상자는 Y대학 부속 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자
로 심장내과 중환자실 간호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6인의 일반간호사로 전문가 집
단을 구성하였다.
간호진단 도출 및 선정 시에는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다빈도 간호진단을 도

출하였다.그 중 3회 이상 도출된 간호진단 10개를 본 연구의 모형을 위한 간호진
단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간호진단별 NANDA의 정의적 특성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전문가 집단

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내용을 작성케 하고 4점 척도로 타당도를
본 후 CVI를 산출하였다.CVI가 0.83이상인 것을 정의적 특성에 따른 자세한 간
호진술문이나 검사결과수치 등을 구체적 특성이라 본 연구에서 명명하고 이를 간
호진단의 관련 요인별로 그리고 간호진단 분류체계인 NNN Taxonomy에 따라 선
별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하였다.
간호중재명은 간호중재분류(NIC 4판,2004)를,간호결과명은 간호결과분류

(NOC3판,2004)을 기본으로 하였으며,이를 관련 요인별로 재분류하여 전문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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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하여금 간호중재명 및 간호결과명을 선정케 하였다.간호활동과 간호결과
지표 역시 관련 요인별로 재분류하여 핵심 간호활동과 간호결과 지표를 전문가
집단에게 선정케 하였다.각각에 대한 내용 선정은 설문지를 통하여 4점 척도로
타당도를 보고 CVI가 0.83이상인 것을 최종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로 확정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하였다.
전체 자료수집기간은 간호진단 도출 기간을 제외하고 2005년 12월 27일-2006

년 6월 15일까지였다.
문헌고찰 및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도출 및 선정된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임상타당도를 보기 위하여 심장혈관계 중환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될 수 있는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것을 일 Y대학 부속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직접 적용해보고자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흐름도로 시스템 전문가와 상
의하여 작성하였다.
본 모형의 적용을 위해 2005년 11월 1일 -2006년 7월 15일까지 Y대학 부속병원
에 재원하고 있던 환자 중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명이 시스템에서 제시되었을
때,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명을 채택한 환자 중 23명
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무작위로 선정된 환자에서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명
이 채택되었을 시점의 간호기록,검사결과수치,임상관찰 기록지 등 심박출량 감
소의 간호진단을 위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과 간호결과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 집단에게 추출케 하였다.이를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및 시스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발한 모형에 따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흐름도를 작성하여 사용빈도 및 임상타당도를 보았다.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은 심박출량 감소가 채택된 시점의 간호중재명 및 간호
활동내용의 건수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심장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다빈도로 도출된 간호진단 중 본 연구에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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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간호진단명은 출혈의 위험,급성 통증,심박출량 감소,비사용증후군의 위
험,감염의 위험,불안,비효율적 기도청결,오심,손상의 위험,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이었다.이중 출혈의 위험은 NANDA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었으나 임상현장
의 간호사들로부터 다빈도로 도출된 것이었다.

2)10개의 간호진단명에 대해 선정된 정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출혈의 위험에 대한 것은 전문가 집단과 상의 하여 예상되는 특성으로 용어변경
을 하여 혈액 응고 타임의 지연,항응고제 투여,oozing관찰됨이었다.급성통증의
경우에는 말이나 기호로 표현,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자세,
얼굴표정,자율신경계 반응이었다.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것은 심계항진,혈압의
변화,C.I.,EF감소,PAWP였으며,비사용증후군의 위험은 심한통증,규정된 부동,
마비,기계에 의한 부동이었다.감염의 위험은 침습적처치,조직파괴와 증가된 환
경적 노출,면역억제,부적절한 일차적 방어였다.불안에 대한 것은 안절부절 1가
지 였다.비효율적 기도청결에 대한 것은 비정상적인 호흡음,비효율적 기침,객담
발생,호흡수와 리듬의 변화였다.오심의 경우에는 오심을 알림,토할 것 같은 기
분이 듬이었으며,손상의 위험은 외적:생화학적 조절기능(감각기능장애),내적:신체
적(파괴된 피부,변화된 운동성)이었다.피부통합성 장애위험에 대해서는 신체적
부동,기계적 요인(마찰력,압력,억제대),습기,배설과 분비,감각의 변화였다.
선정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을 10개의 간호진단에 대해,전문가 집단과

의 합의하에 관련 요인별 및 NNN Taxonomy에 따라 선별하였다.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진단의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에서는 NNN Taxonomy에 해당하
는 것을 선별하지 못하였으나 임상타당도를 통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domain임을 확인하였다.
NANDA 간호진단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사례를 통해 도출된 관련 요

인을 사용한 간호진단은 출혈의 위험,비사용증후군의 위험,감염의 위험,손상의
위험,피부통합성 장애 위험이었다.이들 중 비사용증후군의 마비는 관련 요인 없
이 간호문제로 남겼는데,환자사례 중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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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정된 10개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중재명은 107가지였다.
간호진단의 관련요인별 간호중재명은 평균 8.0개였으며 간호활동은 6.0개였다.또
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정된 간호결과명은 55가지였으며,간호진단의 관련 요인
별 간호결과명은 평균 3.2개,간호결과 지표수는 6.5개였다.

4)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해 10개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를 틀로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5)개발된 모형의 임상타당도는,본 연구에서 선정한 10개의 간호진단 중 심박출
량 감소에 대한 것을 일 Y대학 부속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
았다.시스템 전문가와 모형을 기준으로 작성한 흐름도를 통해 사용하는 빈도 률
살펴보았을 때 전체 23명의 환자 중 21명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91.3%의 높
은 사용 빈도 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심박출량 감소의 정의적 특성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
템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추출해 보면,혈압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16예
(69.6%)에서 추출되었으며,심계항진이 12예(52.2%),핍뇨와 C.I.가 5예(21.7%),EF
감소와 PAWP가 3예(2.3%)에서 추출되었다.그리고 추가로 부종(순환상태,산소포
화도)에 대한 것이 9예(39.1%),맥박수 >100회/분이 4예(17.4%),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와 swan-ganz삽입에 대한 것이 각각 1예씩 2예(0.87%)에서 추출되면서 추가
되어야 할 정의적 특성 및 구체적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요인의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아 전문가 집단을

통해 구분하여 보았을 때 후부하의 변화가 43.5%,심박동수/리듬의 변화가 21.8%,
수축력의 변화가 13.0%,전부하의 변화가 8.7%,일회 심박출량의 변화가 4.3%로
나왔다.
간호중재명의 경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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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명은 부정맥 관리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간호중재명이었다.그 외에
활력징후 감시,전해질 관리,순환기 간호:동맥부전,심장간호,순환기 간호:맥부전,
신체에너지 관리,심장간호:급성,혈액역동조절,산-염기 관리,침습적 혈류역학 감
시,출혈예방의 10가지가 사용되었다.본 연구에서는 관련요인별로 평균 22.2개였
는데 부정맥 관리와 출혈예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간호중재명에
다 포함된 내용이었다.시스템에서 사용된 간호중재명은 평균 1.9개,간호활동은
6.8개였다.본 연구에서는 관련요인별로 평균 8개의 간호중재명과 한 간호중재명
에 대해 평균 6.0개의 간호활동이 선정되었고 간호진단명 심박출량 감소에 대해서
는 5.8개의 간호활동이 선정되었다..
간호결과분류의 경우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아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이

종결된 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출해보았을 때 체 23명의 환자중 39.1%
에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다.정상 혈압을 기록(17.4%)하여 주거나 “흉통 및
어지럼증 호소없이 침상안정중임”(4.3%),“혈압이 안정적임”(8.7%),“말초부위의
청색증이나 사지 청색증 보이지 않음”(4.3%)이라는 표현과 “산소포화도상태;97%
로 오름”(1.3%)이라는 등의 기록이었다.

결론적으로 임상의 간호사들이 간호과정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간호진단의 관련요인별로 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
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가 제시되어야 환자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간호기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진술문을 시스템
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분류체계를 적용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구현될 때 간호과정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그렇기 때문에 간
호진단의 관련요인별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은 간호과정의 활용 률
을 높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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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 시 간호과정의 전 과정을 포함한 시스템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
다.

3)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간호과정이 적용되었을 때 제시되는 정의적 특성 및 구
체적 특성,관련요인,간호중재명 및 간호활동,간호결과명 및 간호결과 지표의 내
용이 임상 간호사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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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명간호진단명간호진단명간호진단명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심장이 내뿜는 혈액량이 신체의 대사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상태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심박동수/리듬의 변화

일회심박출량의 변화

전부하의 변화

후부하의 변화

수축력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I-1. 심장간호 -  심장기능 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심근의 산소공급 및 수용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햡병증을 

        제한하기

CI-2. 심장간호(급성) - 심장기능 장애로 인하여 심근의 산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최근에 경험하는 환자에

        게서 합병증을 제한하기

CI-3. 순환기 간호(동맥부전) - 동맥순환 촉진하기

CI-4. 순환기 간호(보조장치) - 기계장치나 펌프를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보조해주기

CI-5. 순환기 간호(정맥부전) - 정맥순환 촉진하기

CI-6. 혈액역동조절 - 심박동수, 전박출, 후박출, 수축성을 최고로 적절하게 하기

CI- 7. 쇼크관리(심장) - 심장의 펌핑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에게 적절한 관류를 증진하기

CI-8. 산-염기 감시- 산염기 균형을 규제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CI-9. 기도관리- 공기흐름의 개방(patency)을 용이롭게 하기

CI-10. 심장간호(재활)- 심근의 산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심장기능 장애를 경험했던 했던 환자

          에게 최대한의 기능활동 수준을 도모하기

CI-11. 응급상황관리- 생명유지를 위한 비상조치 조정하기

CI-12. 전해질 관리- 전해질 균형의 증진 및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혈청 전해질 단계에서 생기

          는 합병증 예방하기

CI-13. 전해질관리(저칼슘혈증)- 칼슘 균형 증진 및 혈청 칼슘 적정수준의 미달에서 생기는 합병증 예방하기

CI-14. 전해질관리(저마그네슘혈증)- 마그네슘 균형 증진 및 혈청마그네슘 적정수준의 미달에서 생기

          는 합병증 예방하기



CI-15. 전해질 감시-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CI-16. 신체에너지 관리- 피로를 예방하고 모든 기능을 최대화하기위해 에너지사용을 규제하기

CI-17. 수액/전해질 관리- 수액과 전해질 수준의 변경에서 생기는 합병증을 규제하고 예방하기

CI-18. 수액관리- 수액균형을 증진하고 비정상적인 수액수준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CI-19. 수액감시- 수액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CI-20. 혈액투석 요법- 투석기계를 이용하여 환자 혈액의 체외 통로 관리하기

CI-21. 약물투여- 처방약과 비처방약물을 준비, 처방하고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

CI-22. 투약관리- 처방약물과 처방이 필요없는 약물에 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CI-23. 신경학적 감시- 신경계 합병증의 예방 및 극소화를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CI-24. 산소요법- 산소의 주입과 그 효과를 모니터하기

CI-25.  PIC 관리- 말초부위로 삽입되는 중심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기

CI-26. 호흡기 감시- 기도개방과 적절한 가스교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CI-27. 심폐소생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비상조치 취하기

CI-28. 쇼크관리 - 심하게 조직관류가 변형된 환자에게서 세포의 폐기물을 제거함으로써 산소나 영양분을 계통

          조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CI-29. 쇼크예방- 쇼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기

CI-30. 활력징후 감시- 합병증을 판단, 예방하기 위해 심혈관, 호흡 및 체온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CO-1.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 내적 또는 외적 출혈/ hemorrhage의 심한 정도

CO-2. 심박효율 - 전신의 관류 압력을 유지하기위해 혈액이 1분당 좌심실에서 배출되는 정도

CO-3. 순환상태 - 혈액이 체순환과 폐순환의 넓은 혈관을 통해 방해 받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며 흐르는 정도

CO-4. 조직관류(심장) - 혈액이 관상동맥관을 통해 흐르며, 심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

CO-5. 조직관류(말초) - 혈액이 사지의 작은 혈관을 통해 흘러서 ,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

CO-6. 조직관류(폐) - 혈액이 폐포/모세혈관을 관류하면서 적절한 혈압과 양을 유지한 상태로 혈관을 통해 흐르는 

          정도

CO-7. 활력징후상태 - 기대범위 내의 체온, 맥박, 호흡 및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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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4-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부색

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4-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8

CI-4-3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5-1 종합적인 말초순환상태(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전, 피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평가한다.
0.88

CI-5-2 흉부의 불편감이나 흉통의 정도를 모니터한다.
0.83

CI-5-3 폐동맥압, 혈압, 심박출량, systemic vascular resistance를 평가한다.
0.83

CI-5-4 매일 수분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5-5 보조장치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0.83

CI-5-6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0.88

CI-6-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 피부색깔, 사지온도 등)

를 시행한다. 0.88

CI-6-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6-3 불편감이나 통증의 정도를 사정한다.
0.83

CI-6-4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7-1 감소된 심박출량의 증상과 징후을 기록한다.
0.83

CI-7-2 적절하다면 불충분한 관상 동맥 관류(예, 심전도상 ST변화, 협심증)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7-3
적절하다면 PT(prothrombin time), PTT(partial thromboplastin time), fibrinogen, FDP, 그리고

혈소판 수를 포함하는 혈액응고검사를 모니터한다. 0.83

CI-7-4 적절하다면 정맥수액 또는 이뇨제를 주입하여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0.83

CI-8-1
산증 또는 염기증이 보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H수준,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과 중

탄산염 수치를 모니터한다.
0.83

CI-8-2 과호흡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을 진정시킨다.
0.83

CI-9-1 최대의 환기가 가능한 상태로 체위를 취한다.
0.83

CI-9-2 실재적/잠재적으로 기도삽관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0.83

CI-9-3 기침을 시키거나 흡입법으로 분비물을 제거한다.
0.83

CI-9-4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0.88

CI-9-5 효과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0.83

CI-9-6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0.83

CI-9-7 적절하다면 호흡과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0-1 환자의 활동 지속성을 모니터한다.
0.83

CI-10-2 허용된 범위안에서 활동계획대로 시행한다.
0.83

CI-11-1 기도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시행한다.
0.83

CI-11-2 심장모니터를 부착하고 리듬을 관찰한다.
0.83

CI-11-3 필요하면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이나 제세동법(defibrillation)을 시행한다.
0.83

CI-3

순환기간호

(동맥부전)

CI-4

순환기간호

(보조장치)

CI-5

순환기 간호

(정맥부전)

CI-7

쇼크관리(심장)

CI-8             산

-염기 감시

CI-9             기

도관리

CI-10

심장간호(재활)

CI-11

응급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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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1-4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공기도관 삽입을 돕는다.
0.83

CI-11-5 필요하면 IV라인을 확보하고 수액주사를 투여한다.
0.83

CI-11-6
각각의 의료인이 ①약을 준비하며, ②약을 투여하고, ③EKG를 판독하면서 필요시 심율동전환/제

세동을 시행하며, ④기록하는 지 확인한다. 0.83

CI-11-7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요원을 부른다.
0.83

CI-12-1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12-2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히 기록한다.
0.83

CI-12-3 강심제나 이뇨제를 투약받고 있는 환자의 혈청 포타슘수치를 주의깊게 모니터한다.
0.83

CI-12-4 적절하다면 심장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13-1 혈중 칼슘농도(예, 칼슘이온 등)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0.83

CI-13-2 다량의 수형을 받은 환자의 경우 주의깊게 칼슘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3-3
저칼슘혈증과 함께 전해질 불균형(예, 고인혈증, 저마그네슘혈증, alkalosis 등)의 증상을 모니터

한다. 0.83

CI-13-4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하여 체액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3-5 개방된 IV경로를 유지한다.
0.83

CI-13-6
필요시 처방된 칼슘염을 투여한다. (예, Calcium carbonate, Calcisum chloride, Calcium

gluconate 등). 0.83

CI-13-7
저칼슘혈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근육계의 증상(예, 테타니, 근육경직, 경련, 얼굴을 찌푸림,

seizure, 심부건반사의 변화, spasm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13-8
저칼슘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 증상(예, 심근수축력의 저하, 심박출량의 저하, 저혈압,

ST 분절의 연장, QT간격의 연장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14-1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혈한다.
0.83

CI-14-2 마그네슘 농도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0.83

CI-14-3
저마그네슘혈증과 동반된 전해질 불균형(예, 저칼륨혈증, 저칼슘혈정, hypochloremic alkalosis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14-4

저마그네슘혈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증상을 모니터한다. (예, ectopy, 빈맥, ventricular

tachycardia, 넓고 평평하고 오목한 T파, ST분절의 하강, QT간격의 연장, digitalis intoxication,

심박출량의 감소, 저혈압 등). 0.83

CI-15-1 전해질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5-2

저칼륨혈증의 증상과 증후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근육 허약, 불규칙한 리듬(PVC), QT 간격의 연

장, T파의 소실이나 전위,  ST 분절의 전위, U파의 출현, 부전마비, 반사 감소, 식욕부전, 위장운

동의 저하, 어지러움, 혼돈, 디지스탈리스에 대한 민감성 증가, 호흡수의 감소
0.88

CI-15-6

고칼륨혈증의 증세를 모니터한다: 불안정, 안절부절, 불안, 오심, 구토, 부적절한 강직, 이완성 마

비, 순환성 무감각과 통증, 서맥으로 진행되는 빈맥, 심실성 빈맥/세동, 높게 나타나는 T파, P파

의 소실, 분명하지 않은 QRS, 부전수축기로 진행되는 심장의 block
0.88

CI-15-7
저칼슘혈증의 증세나 증상을 모니터한다: 불안정, 근육 강직, 근육 경련, 심박출량의 감소, ST 분

절과 QT 감각의 연장, 출혈, 골절
0.88

CI-15-8
고칼슘혈증의 증세와 증상을 모니터한다: 과도한 갈증, 식욕부진, 기면, 약화된 근육, 짧아진 QT

분절, 넓어진 T파, 넓어진 QRS복합군, 연장된 PR 간격
0.88

CI-15-9
저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호흡 근육의 억제, 무감동, 혼돈, 안면 경련, 경련,

심장의 부정맥
0.88

CI-12           전

해질관리

CI-13

전해질 관리

(저칼슘혈증)

CI-14

전해질관리

(저마그네슘혈

증)

CI-11

응급상황관리

CI-15

전해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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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5-10
고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근강도의 허약, 연하 불능, 저반사증, 저혈압, 서

맥, CNS 억제, 호흡 억제, 기면, 혼수, 우울
0.88

CI-15-11 처방된 전해질을 투여한다.
0.83

CI-16-1 피로의 원인을 확인한다(치료, 통증,약 등)
0.83

CI-16-2
활동에 대한 심호흡계의 반응에 대하여 모니터한다(빈맥, 리듬의 변화, 호흡곤란, 발한 , 창백, 혈

역학적 수치, 호흡수 등)
0.88

CI-17-1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고 경향을 모니터한다.
0.83

CI-17-2 수분 균형과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Hct, BUN, Total protein, S-osm, U-SG).
0.83

CI-17-3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예, SG증가, BUN상승, Hct감소, U-osm 증가)
0.83

CI-17-4 정확히 섭취 배설량을 기록한다.
0.83

CI-17-5 수분정체의 증상징후를 모니터한다.
0.83

CI-17-6 활력증후를 모니터한다.
0.88

CI-17-7 수분상실을 모니터한다(예, 출혈, 설사, 구토, 빈맥, 발한)
0.83

CI-18-1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고 경향을 모니터한다.
0.83

CI-18-2 정확히 섭취-배설량을 기록한다.
0.83

CI-18-3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예, 비중의 증가, BUN 증가, Hct 감소, Uosm 증가).
0.83

CI-18-4
중심정맥압(CVP), 평균 동맥압(MAP), 폐동맥압(PAP), 폐동맥쐐기압(PCWP)를 포함한 혈류역학

적인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8-5 활력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19-1 수분섭취와 배설 양상 및 양을 확인한다.
0.83

CI-19-2
수분 불균형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한다(예, 고체온증, 이뇨요법, 신장질환, 심부전, 발한, 간

기능 부전, 격렬한 운동, 열에 대한 노출, 감염, 수술 후, 구토, 설사, 다뇨)
0.83

CI-19-3 체중을 모니터한다.
0.83

CI-19-4 섭취량과 배설양을 모니터한다.
0.83

CI-19-5 침습적 혈류역학적 지표를 모니터한다.
0.83

CI-19-6 적절한 정맥 주사 경로(venous access device)를 모니터한다.
0.83

CI-19-7 필요시 수액을 투여한다.
0.83

CI-19-8 필요시 수분섭취를 제한하거나 변화시킨다.
0.83

CI-20-1
처치전에 채혈하여 혈액 화학 검사결과를 검토한다(예, BUN, 혈청 크레아틴, 혈청 나트륨, 칼륨,

인산수준). 0.83

CI-20-2 투석전 활력증후를 기록한다 : 체중, 체온, 맥박, 호흡, 혈압
0.83

CI-20-3 혈액투석의 처치와 목적을 설명한다.
0.83

CI-20-4 투석하는 동안 혈압, 맥박, 호흡, 체온, 환자의 반응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21-1 약물 투여의 5가지 원칙(five rights)을 따른다.
0.83

CI-21-2 약물 투여하기 전에 활력증후와 검사치를 모니터한다.
0.83

CI-19

수액감시

CI-20

혈액투석요법

CI-16

신체에너지관리

CI-17

수액/전해질관리

CI-15

전해질감시

CI-18

수액관리

CI-21

약물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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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1

약물투여
CI-21-3 투여된 약물의 치료적 효과를 모니터한다.

0.83

CI-22-1 약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한다.
0.83

CI-22-2 약품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나 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2-3 약품의 역작용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22-4 혈액검사(예 : electrolytes, prothrombin, 약물 등)를 모니터한다.
0.83

CI-23-1 의식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3-2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3-3 체온, 맥박, 혈압 및 호흡 등 활력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4-1 처방된 산소를 주입한다.
0.83

CI-24-2 산소 유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4-3 처방된 산소농도가 주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산소 주입 장치를 체크한다.
0.83

CI-24-4 산소요법의 효과를 모니터한다(예, Pulse oxymetry, ABG).
0.83

CI-25-1
카테터의 사용 목적과 필요한 유형을 확인한다.(점도있고 혈관에 자극적인 약물은 중심정맥도관

을 통해 주입해야 한다)
0.83

CI-25-2 카테터 삽입목적 및 이점, 그리고 카테터 삽입과 관련된 위험을 설명한다.
0.83

CI-25-3 삽입시술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0.83

CI-25-4 일반적인 예방처치(universal precaution)를 유지한다.
0.83

CI-26-1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한다.
0.83

CI-26-2
호흡 양상을 모니터한다 : 호흡 완서(bradypnea), 빈호흡, 과호흡, 쿠스말(Kussmaul) 호흡, 체인

-스톡스(Cheyne-Stokes) 호흡, 무호흡, 비오(Biot)호흡, 운동실조성(ataxic) 양상.
0.83

CI-26-3 환자의 효과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모니터한다.
0.88

CI-26-4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0.83

CI-27-1 의식/감각/운동기능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7-2 기도확보를 위해 머리를 젖히거나 턱을 내미는 기술을 사용한다.
0.83

CI-27-3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0.83

CI-27-4 개방적인 흉부마사지를 보조한다.
0.85

CI-27-5 준비된 응급 장비를 제공한다(응급약과 함께)
0.83

CI-27-6 심장/무호흡 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27-7 전기장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체크한다.
0.83

CI-27-8 심전도를 시행한다.
0.83

CI-27-9 흉통의 변화를 평가한다.
0.83

CI-27-10 기관내관삽입을 보조한다.
0.83

CI-27-11 삽입후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폐음을 청진한다
0.83

CI-27-12 기관삽입후 흉부 X-선 촬영하는 것을 돕는다.
0.83

CI-22

투약관리

CI-23

신경학적감시

CI-24

산소요법

CI-25

PIC관리

CI-26

호흡기감시

CI-27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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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9-1
혈압, 피부색, 피부온도, 심음, 심박동수와 리듬, 말초 맥박의 존재와 특성, 모세혈관 충만 등 순

환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29-2 불충분한 조직 산소화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29-3 염려, 증가된 불안, 정신상태의 변화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29-4 체온과 호흡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29-5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9-6
임상검사치, 특히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혈액응고 검사, ABG와 전해질 수준, 세균배양검사,

일반화학검사를 모니터한다. 0.83

CI-29-7 적절하다면, 침습적 혈류역학적 지표를 모니터한다.
0.83

CI-29-8
체액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조기 보상기전을 모니터한다 : 증가된 심박동수, 혈압감소, 직립성 저

혈압, 뇨배출량 감소, 맥압의 감소, 감소된 모세혈관 충만, 불안, 창백, 차가운 피부 그리고 발한.
0.92

CI-29-9
심인성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 감소된 심박출량과 감소된 소변량, 증가된 전신혈관저항

(SVR) 그리고 폐동맥쐐기압(PCWP), 악설음(crackle), S3와 S4심음, 그리고 빈맥.
0.92

CI-29-10 굵은 정맥관을 삽입 및 유지한다.
0.88

CI-29-11 적절하다면 산소 또는 기계적 환기기를 사용한다.
0.88

CI-30-1 혈압, 맥박, 체온, 호흡상태를 적절하게 모니터한다.
0.88

CI-30-2 혈압의 변화를 주시한다.
0.83

CI-30-3 환자가 누워있고, 앉아 았고 서 있을 때의 혈압을 적절하게 모니터한다.
0.85

CI-30-4 가능하다면 투약후 혈압을 모니터한다.
0.83

CI-30-5 양팔 모두의 혈압을 재고 비교한다.
0.83

CI-30-6 활동전과 후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30-7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30-8 호흡횟수와 리듬을 모니터한다.(깊이와 대칭성)
0.83

CI-29

쇼크예방

CI-30

활력징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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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 0.83

CI-2-2
즉각적이고 계속적으로 간호사를 호출할 수단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즉시 도움을  받

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0.83

CI-2-3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2-3 심음을 청진한다. 0.83

CI-2-4
적절하게 부정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해질의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예, 혈청 포타슘, 마그

네슘).
0.88

CI-2-5
가능하면 혈압과 혈류역학적 지표들의 변화를 모니터한다(예, 중심정맥압(CVP), 폐동맥쐐기

압(PCWP)).
0.83

CI-2-6 Valsalva maneuver를 초래하는 활동(배변시 힘을 주는 것)은 피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한다. 0.88

CI-2-7 Valsalva maneuver를 피하기 위한 약물을 적절하게 투약한다(예, 변완화제, 항구토제 등). 0.88

CI-4-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부

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4-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4-3 운동시, 밤에, 휴식시의 불편감이나 통증의 정도를 사정한다. 0.92

CI-4-4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5-1 종합적인 말초순환상태(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전, 피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평가한다. 0.88

CI-5-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를 항상 준비해 놓는다. 0.88

CI-5-3 심근수축제를 필요시 투여한다. 0.88

CI-5-4 시간당 소변량을 모니터한다 0.88

CI-5-5 매일 수분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6-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 피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6-2 불편감이나 통증의 정도를 사정한다. 0.83

CI-6-3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6-1 혈압의 변화를 확인한다. 0.83

CI-6-2 적절하게 심박출량과 심장지수 그리고 좌심실 박출지수를 모니터한다. 0.83

CI-6-3 심근 수축제를 적용한다 0.83

CI-6-4 필요시 섭취량/배설량, 소변량, 체중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7-1 감소된 심박출량의 증상과 징후을 기록한다. 0.88

CI-7-2 적절하다면 불충분한 관상 동맥 관류(예, 심전도상 ST변화, 협심증)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7-3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0.83

CI-7-4
심부전을 최소화하고 수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부하(preload)를 적절하게 조절한다(예,

nitroglycerin을 투여하고 처방된 범위내에서 폐동맥쐐기압을 유지하는 것).
0.83

CI-7-5
적절하다면 후부하(afterload)를 감소시킨다(예, 혈관확장 또는 대동맥내 풍선 펌프(intraaortic

balloon pumping)).
0.83

CI-7-6
적절하다면 관상 동맥 관류를 촉진한다(예, 평균 동맥압이 60mmHg보다 크도록 유지하고 빈

맥을 조절함).
0.88

CI-5

순환기간호

(정맥부전)

CI-6

혈액역동조절

CI-7

쇼크관리(심장)

CI-2

심장간호

(급성)

CI-3

순환기간호

(동맥부전)

CI-4

순환기간호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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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8-1 적절하다면 산소요법을 적용한다. 0.83

CI-8-2 적절하다면 항생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0.85

CI-9-1 최대의 환기가 가능한 상태로 체위를 취한다. 0.83

CI-9-2 실재적/잠재적으로 기도삽관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0.83

CI-9-3 기침을 시키거나 흡입법으로 분비물을 제거한다. 0.83

CI-9-4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0.83

CI-9-5 효과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0.83

CI-9-6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0.83

CI-9-7 적절하다면 호흡과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0

심장간호(재활)
CI-10-1 환자의 활동 지속성을 모니터한다. 0.83

CI-11-1 기도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시행한다. 0.83

CI-11-2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응급 코드를 부른다. 0.83

CI-11-3 침대로 응급 cart를 가져간다. 0.83

CI-11-4 심장모니터를 부착하고 리듬을 관찰한다. 0.83

CI-11-5 필요하면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이나 제세동법(defibrillation)을 시행한다. 0.83

CI-11-6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공기도관 삽입을 돕는다. 0.83

CI-11-7 필요하면 IV라인을 확보하고 수액주사를 투여한다. 0.83

CI-11-8
각각의 의료인이 ①약을 준비하며, ②약을 투여하고, ③EKG를 판독하면서 필요시 심율동전

환/제세동을 시행하며, ④기록하는 지 확인한다.
0.83

CI-11-9 누군가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지 확인한다. 0.83

CI-11-10 누군가 그 병동의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0.83

CI-11-11 잘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급처치후 행동을 점검한다. 0.83

CI-15-1 전해질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5-2 산-염기 불균형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15-3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가능한 원인을 확인한다. 0.83

CI-15-4 비정상 K, Ca, Mg 농도와 관련된 EKG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0.83

CI-15-5

저칼륨혈증의 증상과 증후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근육 허약, 불규칙한 리듬(PVC), QT 간격의

연장, T파의 소실이나 전위,  ST 분절의 전위, U파의 출현, 부전마비, 반사 감소, 식욕부전, 위

장운동의 저하, 어지러움, 혼돈, 디지스탈리스에 대한 민감성 증가, 호흡수의 감소

0.88

CI-15-6

고칼륨혈증의 증세를 모니터한다: 불안정, 안절부절, 불안, 오심, 구토, 부적절한 강직, 이완성

마비, 순환성 무감각과 통증, 서맥으로 진행되는 빈맥, 심실성 빈맥/세동, 높게 나타나는 T파,

P파의 소실, 분명하지 않은 QRS, 부전수축기로 진행되는 심장의 block

0.83

CI-15-7
저칼슘혈증의 증세나 증상을 모니터한다: 불안정, 근육 강직, 근육 경련, 심박출량의 감소, ST

분절과 QT 감각의 연장, 출혈, 골절
0.83

CI-8

산 /염기감시

CI-9

기도관리

CI-11

응급상황관리

CI-15

전해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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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5-8
고칼슘혈증의 증세와 증상을 모니터한다: 과도한 갈증, 식욕부진, 기면, 약화된 근육, 짧아진

QT분절, 넓어진 T파, 넓어진 QRS복합군, 연장된 PR 간격
0.83

CI-15-9
저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호흡 근육의 억제, 무감동, 혼돈, 안면 경련, 경

련, 심장의 부정맥
0.83

CI-15-10
고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근강도의 허약, 연하 불능, 저반사증, 저혈압,

서맥, CNS 억제, 호흡 억제, 기면, 혼수, 우울
0.83

CI-15-11 처방된 전해질을 투여한다. 0.83

CI-15-12
만약 체액 또는 전해질의 불균형이 계속되거나 더 악화되는 증세가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한

다.
0.88

CI-16-1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결정한다. 0.83

CI-16-2 피로의 원인을 확인한다(치료, 통증,약 등) 0.83

CI-16-3
활동에 대한 심호흡계의 반응에 대하여 모니터한다(빈맥, 리듬의 변화, 호흡곤란, 발한 , 창백,

혈역학적 수치, 호흡수 등)
0.83

CI-16-4 방문객의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0.83

 CI-17-1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고 경향을 모니터한다. 0.83

CI-17-2 수분 균형과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Hct, BUN, Total protein, S-osm, U-SG). 0.83

CI-17-3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예, SG증가, BUN상승, Hct감소, U-osm 증가) 0.83

CI-17-4 가능하면 CVP, MAP, PAP, PCWP를 포함한 혈액역동학적인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7-5 정확히 섭취 배설량을 기록한다. 0.83

CI-17-6 수분정체의 증상징후를 모니터한다. 0.83

CI-17-7 활력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17-8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의사에게 의뢰한다. 0.83

CI-17-9 수분상실을 모니터한다(예, 출혈, 설사, 구토, 빈맥, 발한) 0.83

CI-18-1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고 경향을 모니터한다. 0.83

CI-18-2 정확히 섭취-배설량을 기록한다. 0.83

CI-18-3
중심정맥압(CVP), 평균 동맥압(MAP), 폐동맥압(PAP), 폐동맥쐐기압(PCWP)를 포함한 혈류

역학적인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8-4 활력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18-5
체액과다와 정체의 징후를 적절하게 모니터한다(예, 악설음, 중심정맥압 혹은 폐동맥쐐기압

상승, 부종, 경정맥 확장, 복수).
0.83

CI-18-6 처방대로 정맥요법을 시행한다. 0.83

CI-18-7 적절하다면 수액을 공급한다. 0.83

CI-18-8 체액량 과다나 부족의 증상 징후가 있으면 의사에게 의뢰한다. 0.83

CI-19-1 수분섭취와 배설 양상 및 양을 확인한다. 0.83

CI-19-2
수분 불균형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한다(예, 고체온증, 이뇨요법, 신장질환, 심부전, 발한,

간 기능 부전, 격렬한 운동, 열에 대한 노출, 감염, 수술 후, 구토, 설사, 다뇨)
0.83

CI-15

전해질감시

CI-16

신체에너지

관리

CI-17

수액

/전해질관리

CI-18

수액관리

CI-19

수액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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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9-3 체중을 모니터한다. 0.83

CI-19-4 섭취량과 배설양을 모니터한다. 0.83

CI-19-5 혈압, 맥박, 호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9-6 직립시 혈압과 심장 리듬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0.83

CI-19-7 침습적 혈류역학적 지표를 모니터한다. 0.83

CI-19-8 섭취량/배설양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한다. 0.83

CI-19-9 경정맥 확장, 악설음, 말초 부종, 체중 증가를 모니터한다. 0.83

CI-19-10 적절한 정맥 주사 경로(venous access device)를 모니터한다. 0.83

CI-19-11 처방된 정맥주입속도를 유지한다. 0.83

CI-19-12 필요시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약한다. 0.83

CI-20-1
처치전에 채혈하여 혈액 화학 검사결과를 검토한다(예, BUN, 혈청 크레아틴, 혈청 나트륨, 칼

륨, 인산수준).
0.83

CI-20-2 투석전 활력증후를 기록한다 : 체중, 체온, 맥박, 호흡, 혈압 0.83

CI-20-3

질병이나 치료의 부작용으로부터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다(예, 경련, 피로,

두통, 소양감, 빈혈, 신체상의 변화, 뼈의 무기질 소실(Bone Demineralization), 역할파괴(role

disruption)).

0.83

CI-21-1 약물 투여의 5가지 원칙(five rights)을 따른다. 0.83

CI-21-2 약물의 과민성, 상호작용, 금기 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1-3 각 약물을 주기 전에 환자의 과민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물을 중단한다. 0.83

CI-21-4 약물 용기의 폐기 날짜를 확인한다. 0.83

CI-21-5 약물 투여하기 전에 활력증후와 검사치를 모니터한다. 0.83

CI-21-6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도록 돕는다. 0.83

CI-21-7 적절한 기술과 경로를 사용하여 약물을 투여한다. 0.83

CI-21-8 투여된 약물의 반작용과 독성과 상호작용을 모니터한다. 0.83

CI-22-1 약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한다. 0.83

CI-22-2 약품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나 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2-3 약품의 역작용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23

신경학적감시
CI-23-1 체온, 맥박, 혈압 및 호흡 등 활력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4-1 적절하다면 구강, 비강 및 기관의 분비물을 제거한다. 0.83

CI-24-2 처방된 산소를 주입한다. 0.83

CI-24-3 산소 유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4-4 산소요법의 효과를 모니터한다(예, Pulse oxymetry, ABG). 0.83

CI-26-1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한다. 0.83

CI-26-2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 정맥혈 산소포화도(SvO2), end tidal CO2, 그리고 동맥혈 가스분

석(ABG)의 변화를 적절하게 기록한다.
0.88

CI-19

수액감시

CI-20

혈액투석요법

CI-21

약물투여

CI-22

투약관리

CI-24

산소요법

CI-26

호흡기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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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26

호흡기감시
CI-26-3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0.83

CI-27-1 의식/감각/운동기능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7-2 기도확보를 위해 머리를 젖히거나 턱을 내미는 기술을 사용한다. 0.83

CI-27-3 입,코,기관 분비물을 깨끗하게 한다. 0.83

CI-27-4 수동 환기를 적용한다.(manual ventilation) 0.83

CI-27-5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0.83

CI-27-6 개방적인 흉부마사지를 보조한다. 0.83

CI-27-7 Code를 부르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0.83

CI-27-8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83

CI-27-9 ECG monitor를 연결한다. 0.83

CI-27-10 필요하면 IV line을 시작하고 IV fluid를 주입한다. 0.83

CI-27-11 준비된 응급 장비를 제공한다(응급약과 함께) 0.83

CI-27-12 심장/무호흡 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27-13 전기장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체크한다. 0.83

CI-27-14 심전도를 시행한다. 0.83

CI-27-15 흉통의 변화를 평가한다. 0.83

CI-27-16 기관내관삽입을 보조한다. 0.83

CI-27-17 삽입후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폐음을 청진한다 0.83

CI-27-18 기관삽입후 흉부 X-선 촬영하는 것을 돕는다. 0.83

CI-30-1 혈압, 맥박, 체온, 호흡상태를 적절하게 모니터한다. 0.88

CI-30-2 혈압의 변화를 주시한다. 0.88

CI-30-3 가능하다면 투약후 혈압을 모니터한다. 0.83

CI-30-4 양팔 모두의 혈압을 재고 비교한다. 0.83

CI-30-5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30-6 호흡횟수와 리듬을 모니터한다.(깊이와 대칭성) 0.83

CI-30-7 pulseoxymetry를 모니터한다. 0.83

CI-30-8
비정상적인 호흡양상을 모니터한다(예, 쿠스말(Kussmaul) 호흡, 체인-스톡스(Cheyne-

Stokes) 호흡, 무호흡, 비오(Biot)호흡, 운동실조성(ataxic) 호흡과 과도한 한숨).
0.83

CI-30

활력징후감시

CI-27

심폐소생술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1-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

인).
0.83

CI-1-2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

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1-3 부정맥의 여부를 기록한다. 0.83

CI-1-4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증상과 증후가 있으면 보고한다. 0.83

CI-1-5 활력징후를 자주 모니터한다. 0.83

CI-1-6 심혈관계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7 수분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모니터한다(예, 섭취량/배설량, 매일의 체중) 0.88

CI-1-8 검사결과치를 모니터한다.(예, 심장효소, 전해질 수준) 0.83

CI-1-9 혈압의 변화를 관찰한다. 0.83

CI-2-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

인).
0.83

CI-2-2 CK, LDH, AST 수준을 확인한다. 0.83

CI-2-3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2-4 CK, LDH, AST 수준을 확인한다. 0.83

CI-2-5 흉부 x-ray를 찍는다. 0.83

CI-2-6
가능하면 혈압과 혈류역학적 지표들의 변화를 모니터한다(예, 중심정맥압(CVP), 폐동맥쐐

기압(PCWP)).
0.83

CI-2-7
산소 운반량의 결정인자를 적절하게 모니터한다(예, 동맥혈 산소분압(PaO2), 헤모글로빈

수준, 심박출량).
0.83

CI-3-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

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3-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3-3 흉부의 불편감이나 흉통의 정도를 모니터한다. 0.83

CI-3-4 폐동맥압, 혈압, 심박출량, systemic vascular resistance를 평가한다. 0.83

CI-3-5 매일 수분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4-1 흉부의 불편감이나 흉통의 정도를 모니터한다. 0.83

CI-4-2 폐동맥압, 혈압, 심박출량, systemic vascular resistance를 평가한다. 0.83

CI-4-3 매일 수분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5-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 피부색깔, 사지온

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5-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5-3 섭취량,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6-1 혈압의 변화를 확인한다. 0.83

CI-6-2 심박동수와 리듬, 그리고 맥박을 모니터하고 기록한다. 0.83

CI-5

순환기간호

(정맥부전)

CI-1

심장간호

CI-3

순환기간호

(동맥부전)

CI-2

심장간호

(급성)

CI-4

순환기 간호

(보조장치)

CI-6

혈액역동조절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6-3 적절하게 심박출량과 심장지수 그리고 좌심실 박출지수를 모니터한다. 0.83

CI-6-4 심근 수축제를 적용한다 0.83

CI-6-5 필요하면 trendelenburg  체위를 취하게 한다. 0.83

CI-6-6 폐동맥쐐기압과 중심정맥압을 모니터한다. 0.83

CI-6-7 필요시 혈관확장제나 혈관수축제를 사용한다. 0.83

CI-6-8 필요시 섭취량/배설량, 소변량, 체중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7-1 감소된 심박출량의 증상과 징후을 기록한다. 0.83

CI-7-2 적절하다면 불충분한 관상 동맥 관류(예, 심전도상 ST변화, 협심증)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7-3 적절하다면 정맥수액 또는 이뇨제를 주입하여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0.83

CI-7-4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0.88

CI-7-5
심부전을 최소화하고 수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부하(preload)를 적절하게 조절한다(예,

nitroglycerin을 투여하고 처방된 범위내에서 폐동맥쐐기압을 유지하는 것).
0.88

CI-7-6
적절하다면 후부하(afterload)를 감소시킨다(예, 혈관확장 또는 대동맥내 풍선 펌프

(intraaortic balloon pumping)).
0.88

CI-7-7
적절하다면 관상 동맥 관류를 촉진한다(예, 평균 동맥압이 60mmHg보다 크도록 유지하고

빈맥을 조절함).
0.83

CI-8-1
산증 또는 염기증이 보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H수준,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

과 중탄산염 수치를 모니터한다.
0.83

CI-8-2 적절하다면 산소요법을 적용한다. 0.83

CI-10

심장간호(재활)
CI-10-1 환자의 활동 지속성을 모니터한다. 0.83

CI-15-1 전해질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5-2 혈중 알부민과 총 단백질의 수준을 모니터한다. 0.79

CI-15-3 산-염기 불균형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15-4 전해질의 손실과 관련된 수액의 손실을 모니터한다. 0.83

CI-15-5 혈장, 소변의 삼투압 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5-6

저칼륨혈증의 증상과 증후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근육 허약, 불규칙한 리듬(PVC), QT 간격

의 연장, T파의 소실이나 전위,  ST 분절의 전위, U파의 출현, 부전마비, 반사 감소, 식욕부

전, 위장운동의 저하, 어지러움, 혼돈, 디지스탈리스에 대한 민감성 증가, 호흡수의 감소

0.83

CI-15-7

고칼륨혈증의 증세를 모니터한다: 불안정, 안절부절, 불안, 오심, 구토, 부적절한 강직, 이완

성 마비, 순환성 무감각과 통증, 서맥으로 진행되는 빈맥, 심실성 빈맥/세동, 높게 나타나는

T파, P파의 소실, 분명하지 않은 QRS, 부전수축기로 진행되는 심장의 block

0.83

CI-15-8
저칼슘혈증의 증세나 증상을 모니터한다: 불안정, 근육 강직, 근육 경련, 심박출량의 감소,

ST 분절과 QT 감각의 연장, 출혈, 골절
0.83

CI-15-9
고칼슘혈증의 증세와 증상을 모니터한다: 과도한 갈증, 식욕부진, 기면, 약화된 근육, 짧아

진 QT분절, 넓어진 T파, 넓어진 QRS복합군, 연장된 PR 간격
0.83

CI-15-10
저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호흡 근육의 억제, 무감동, 혼돈, 안면 경련,

경련, 심장의 부정맥
0.83

CI-15-11
고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근강도의 허약, 연하 불능, 저반사증, 저혈압,

서맥, CNS 억제, 호흡 억제, 기면, 혼수, 우울
0.83

CI-15-12 처방된 전해질을 투여한다. 0.83

CI-8

산/염기기감시

CI-7

쇼크관리

(심장)

CI-15

전해질감시

CI-6

혈액역동조절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16-1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결정한다. 0.88

CI-16-2 피로의 원인을 확인한다(치료, 통증,약 등) 0.83

CI-16-3 과도한 신체적, 정서적 피로를 모니터한다. 0.83

CI-16-4 침상 안정/활동 제한을 증진시킨다(안정의 기간을 증가시킨다) 0.83

CI-18-1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고 경향을 모니터한다. 0.88

CI-18-2 정확히 섭취-배설량을 기록한다. 0.88

CI-18-3 적절하다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0.83

CI-18-4 가능하면 수화상태를 모니터한다(예, 촉촉한 점막, 맥박, 기립성 혈압). 0.88

CI-18-5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예, 비중의 증가, BUN 증가, Hct 감소, Uosm

증가).
0.88

CI-18-6
중심정맥압(CVP), 평균 동맥압(MAP), 폐동맥압(PAP), 폐동맥쐐기압(PCWP)를 포함한 혈

류역학적인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8-7 활력증상을 모니터한다. 0.67

CI-18-8 부종의 부위와 범위를 모니터한다. 0.83

CI-18-9 섭취된 음식/수분을 모니터하고 매일의 칼로리 섭취를 계산한다 . 0.83

CI-18-10 처방대로 정맥요법을 시행한다. 0.83

CI-18-11 적절하다면 수액을 공급한다. 0.83

CI-18-12 적절하다면 수액공급을 24시간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0.83

CI-18-13 체액량 과다나 부족의 증상 징후가 있으면 의사에게 의뢰한다. 0.83

CI-19-1 수분섭취와 배설 양상 및 양을 확인한다. 0.83

CI-19-2
수분 불균형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한다(예, 고체온증, 이뇨요법, 신장질환, 심부전, 발

한, 간 기능 부전, 격렬한 운동, 열에 대한 노출, 감염, 수술 후, 구토, 설사, 다뇨)
0.83

CI-19-3 체중을 모니터한다. 0.83

CI-19-4 섭취량과 배설양을 모니터한다. 0.83

CI-19-5 혈청 전해질과 뇨중 전해질 수치를 모니터한다. 0.83

CI-19-6 혈압, 맥박, 호흡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9-7 침습적 혈류역학적 지표를 모니터한다. 0.83

CI-19-8 섭취량/배설양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한다. 0.83

CI-19-9 점막, 피부의 탄력성, 갈증을 모니터한다. 0.83

CI-19-10 소변의 색, 양, 비중을 모니터한다. 0.79

CI-19-11 적절한 정맥 주사 경로(venous access device)를 모니터한다. 0.83

CI-19-12 필요시 수액을 투여한다. 0.83

CI-19-13 필요시 수분섭취를 제한하거나 변화시킨다. 0.83

CI-19-14 처방된 정맥주입속도를 유지한다. 0.83

CI-18

수액관리

CI-19

수액 감시

CI-16

신체에너지관리

CI-16

신체에너지관리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22-1 약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한다. 0.83

CI-22-2 약품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나 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2-3 약품의 역작용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23-1 체온, 맥박, 혈압 및 호흡 등 활력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3-2 침습적 혈류 역학적 지표들을 모니터한다. 0.83

CI-23-3 환자상태 변화를 담당의에게 보고한다. 0.83

CI-24-1 기도 개방성을 유지한다. 0.88

CI-24-2 처방된 산소를 주입한다. 0.83

CI-24-3 산소 유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4-4 산소요법의 효과를 모니터한다(예, Pulse oxymetry, ABG). 0.83

CI-26-1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한다. 0.83

CI-26-2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0.83

CI-27-1 의식/감각/운동기능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7-2 기도확보를 위해 머리를 젖히거나 턱을 내미는 기술을 사용한다. 0.83

CI-27-3 입,코,기관 분비물을 깨끗하게 한다. 0.83

CI-27-4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0.83

CI-27-5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83

CI-27-6 ECG monitor를 연결한다. 0.83

CI-27-7 필요하면 IV line을 시작하고 IV fluid를 주입한다. 0.83

CI-27-8 준비된 응급 장비를 제공한다(응급약과 함께) 0.83

CI-27-9 심장/무호흡 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27-10 전기장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체크한다. 0.83

CI-27-11 심전도를 시행한다. 0.83

CI-27-12 흉통의 변화를 평가한다. 0.83

CI-27-13 기관내관삽입을 보조한다. 0.83

CI-27-14 기관삽입후 흉부 X-선 촬영하는 것을 돕는다. 0.83

CI-29-1
혈압, 피부색, 피부온도, 심음, 심박동수와 리듬, 말초 맥박의 존재와 특성, 모세혈관 충만

등 순환상태를 모니터한다.
0.88

CI-29-2 체온과 호흡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29-3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9-4
임상검사치, 특히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혈액응고 검사, ABG와 전해질 수준, 세균배양

검사, 일반화학검사를 모니터한다.
0.83

CI-24

산소요법

CI-23

신경학적감시

CI-26

호흡기감시

CI-29

쇼크예방

CI-27

심폐소생술

CI-22

투약관리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29-5 적절하다면, 침습적 혈류역학적 지표를 모니터한다. 0.83

CI-29-6

체액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조기 보상기전을 모니터한다 : 증가된 심박동수, 혈압감소, 직립

성 저혈압, 뇨배출량 감소, 맥압의 감소, 감소된 모세혈관 충만, 불안, 창백, 차가운 피부 그

리고 발한.

0.83

CI-29-7
심인성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 감소된 심박출량과 감소된 소변량, 증가된 전신혈

관저항(SVR) 그리고 폐동맥쐐기압(PCWP), 악설음(crackle), S3와 S4심음, 그리고 빈맥.
0.83

CI-29-8
패혈증성의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온기, 홍조, 건조된 피부, 증가된 심박출량, 높

아진 체온, 감소하는 전신혈관저항(SVR)과 폐동맥압(PAP).
0.83

CI-29-9
체액 손실의 가능한 원인을 모니터한다 : 흉관배액, 상처, 비위관 배액, 설사, 구토, 복부 및

사지둘레의 증가.
0.83

CI-29-10 적절하다면 전부하(preload)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리를 올린 양와위로 환자를 눕힌다. 0.83

CI-29-11
적절하다면 심장에 부가된 압력, 심박출량, 소변량을 모니터하면서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한

다.
0.83

CI-29-12 적절하다면 정맥 및 경구로 수액을 투여한다. 0.83

CI-29-13 적절하다면 적혈구 농축액과 신선동결 혈장을 투여한다. 0.83

CI-30-1 환자가 누워있고, 앉아 았고 서 있을 때의 혈압을 적절하게 모니터한다. 0.83

CI-30-2 활동전과 후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30-3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30

활력징후감시

CI-29

쇼크예방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1-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

인).
0.83

CI-1-2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

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1-3 부정맥의 여부를 기록한다. 0.83

CI-1-4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증상과 증후가 있으면 보고한다. 0.83

CI-1-5 활력징후를 자주 모니터한다. 0.83

CI-1-6 심혈관계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7 수분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모니터한다(예, 섭취량/배설량, 매일의 체중) 0.83

CI-1-8 심박동조율기의 기능을 모니터한다. 0.83

CI-1-9 혈압의 변화를 관찰한다. 0.83

CI-2-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

인).
0.83

CI-2-2
즉각적이고 계속적으로 간호사를 호출할 수단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0.83

CI-2-3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2-4 심음을 청진한다. 0.83

CI-2-5 섭취량/배설량, 소변량, 매일의 체중을 모니터한다. 0.83

CI-2-6
가능하면 혈압과 혈류역학적 지표들의 변화를 모니터한다(예, 중심정맥압(CVP), 폐동맥쐐

기압(PCWP)).
0.83

CI-3-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

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3-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7

쇼크관리(심장)
CI-7-1 적절하다면 불충분한 관상 동맥 관류(예, 심전도상 ST변화, 협심증)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8-1
산증 또는 염기증이 보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H수준, 동맥혈 이산화탄소분

압과 중탄산염 수치를 모니터한다.
0.83

CI-8-2 적절하다면 산소요법을 적용한다. 0.83

CI-9-1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0.83

CI-9-2 적절하다면 호흡과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0

심장간호(재활)
CI-10-1 환자의 활동 지속성을 모니터한다. 0.83

CI-11-1 기도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시행한다. 0.83

CI-11-2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응급 코드를 부른다. 0.83

CI-11-3 심장모니터를 부착하고 리듬을 관찰한다. 0.88

CI-11-4 필요하면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이나 제세동법(defibrillation)을 시행한다. 0.88

CI-11-5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공기도관 삽입을 돕는다. 0.83

CI-11-6 필요하면 IV라인을 확보하고 수액주사를 투여한다. 0.83

CI-11-7
각각의 의료인이 ①약을 준비하며, ②약을 투여하고, ③EKG를 판독하면서 필요시 심율동

전환/제세동을 시행하며, ④기록하는 지 확인한다.
0.83

CI-1

심장간호

CI-2

심장간호(급성)

CI-3

순환기간호

(동맥부전)

CI-8

산/염기감시

CI-9

기도관리

CI-11

응급상황관리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12-1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0.83

CI-12-2 적절하다면 심장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15-1 전해질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5-2 산-염기 불균형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15-3

저칼륨혈증의 증상과 증후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근육 허약, 불규칙한 리듬(PVC), QT 간

격의 연장, T파의 소실이나 전위,  ST 분절의 전위, U파의 출현, 부전마비, 반사 감소, 식

욕부전, 위장운동의 저하, 어지러움, 혼돈, 디지스탈리스에 대한 민감성 증가, 호흡수의 감

소

0.83

CI-15-4

고칼륨혈증의 증세를 모니터한다: 불안정, 안절부절, 불안, 오심, 구토, 부적절한 강직, 이

완성 마비, 순환성 무감각과 통증, 서맥으로 진행되는 빈맥, 심실성 빈맥/세동, 높게 나타

나는 T파, P파의 소실, 분명하지 않은 QRS, 부전수축기로 진행되는 심장의 block

0.83

CI-15-5
저칼슘혈증의 증세나 증상을 모니터한다: 불안정, 근육 강직, 근육 경련, 심박출량의 감소,

ST 분절과 QT 감각의 연장, 출혈, 골절
0.83

CI-15-6
저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호흡 근육의 억제, 무감동, 혼돈, 안면 경련,

경련, 심장의 부정맥
0.83

CI-16

신체에너지관리
CI-16-1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결정한다. 0.83

CI-21-1 약물 투여의 5가지 원칙(five rights)을 따른다. 0.83

CI-21-2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약 처방을 확인한다. 0.83

CI-21-3 처방의 지침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고 추천한다. 0.83

CI-22-1 약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한다. 0.83

CI-22-2 약품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나 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2-3 약품의 역작용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23-1 체온, 맥박, 혈압 및 호흡 등 활력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3-2 침습적 혈류 역학적 지표들을 모니터한다. 0.83

CI-24-1 기도 개방성을 유지한다. 0.83

CI-24-2 처방된 산소를 주입한다. 0.83

CI-24-3 산소 유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6-1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한다. 0.83

CI-26-2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0.83

CI-27-1 의식/감각/운동기능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7-2 기도확보를 위해 머리를 젖히거나 턱을 내미는 기술을 사용한다. 0.83

CI-27-3 입,코,기관 분비물을 깨끗하게 한다. 0.83

CI-27-4 수동 환기를 적용한다.(manual ventilation) 0.83

CI-27-5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0.83

CI-27-6 개방적인 흉부마사지를 보조한다. 0.83

CI-12

전해질관리

CI-15

전해질감시

CI-21

약물투여

CI-22

투약관리

CI-23

신경학적감시

CI-24

산소요법

CI-26

호흡기감시

CI-27

심폐소생술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27-7 Code를 부르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0.83

CI-27-8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88

CI-27-9 ECG monitor를 연결한다. 0.83

CI-27-10 필요하면 IV line을 시작하고 IV fluid를 주입한다. 0.83

CI-27-11 준비된 응급 장비를 제공한다(응급약과 함께) 0.83

CI-27-12 심장/무호흡 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27-13 전기장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체크한다. 0.83

CI-27-14 심전도를 시행한다. 0.83

CI-27-15 흉통의 변화를 평가한다. 0.83

CI-27-16 기관내관삽입을 보조한다. 0.83

CI-27-17 삽입후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폐음을 청진한다 0.83

CI-27-18 기관삽입후 흉부 X-선 촬영하는 것을 돕는다. 0.83

CI-29-1
혈압, 피부색, 피부온도, 심음, 심박동수와 리듬, 말초 맥박의 존재와 특성, 모세혈관 충만

등 순환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29-2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9-3 적절하다면, 침습적 혈류역학적 지표를 모니터한다. 0.83

CI-29-4

체액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조기 보상기전을 모니터한다 : 증가된 심박동수, 혈압감소, 직

립성 저혈압, 뇨배출량 감소, 맥압의 감소, 감소된 모세혈관 충만, 불안, 창백, 차가운 피부

그리고 발한.

0.83

CI-29-5
심인성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 감소된 심박출량과 감소된 소변량, 증가된 전신혈

관저항(SVR) 그리고 폐동맥쐐기압(PCWP), 악설음(crackle), S3와 S4심음, 그리고 빈맥.
0.83

CI-29-6
패혈증성의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온기, 홍조, 건조된 피부, 증가된 심박출량,

높아진 체온, 감소하는 전신혈관저항(SVR)과 폐동맥압(PAP).
0.83

CI-29-7
알러지 반응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 천명음(wheezing), 쉰 목소리,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가려움, 발진, 부스럼, 혈관 부종, 소화불량, 불안, 안절부절함.
0.83

CI-29-8
체액 손실의 가능한 원인을 모니터한다 : 흉관배액, 상처, 비위관 배액, 설사, 구토, 복부

및 사지둘레의 증가.
0.83

CI-29-9 적절하다면 전부하(preload)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리를 올린 양와위로 환자를 눕힌다. 0.83

CI-29-10
적절하다면 심장에 부가된 압력, 심박출량, 소변량을 모니터하면서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

한다.
0.83

CI-29-11 적절하다면 정맥 및 경구로 수액을 투여한다. 0.83

CI-29-12 적절하다면 적혈구 농축액과 신선동결 혈장을 투여한다. 0.83

CI-29-13 굵은 정맥관을 삽입 및 유지한다. 0.83

CI-29-14 적절하다면 피하, 정맥 또는 기관지내에 에피네피린(epinephrine)을 투여한다. 0.83

CI-30-1 환자가 누워있고, 앉아 았고 서 있을 때의 혈압을 적절하게 모니터한다. 0.83

CI-30-2 가능하다면 투약후 혈압을 모니터한다. 0.83

CI-30-3 양팔 모두의 혈압을 재고 비교한다. 0.83

CI-30

활력징후감시

CI-29

쇼크예방

CI-27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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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30-4 심음를 모니터한다. 0.83

CI-30-5 피부색,온도, 습도를 모니터한다 0.83

CI-30-6 청색증 여부를 모니터한다 0.83

CI-30

활력징후감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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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1-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

인).
0.83

CI-1-2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

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1-3 부정맥의 여부를 기록한다. 0.83

CI-1-4 활력징후를 자주 모니터한다. 0.83

CI-1-5 심혈관계 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1-6 리듬과 전도사이의 장애를 포함한 심부정맥을 모니터한다. 0.83

CI-1-7 수분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모니터한다(예, 섭취량/배설량, 매일의 체중) 0.83

CI-1-8 검사결과치를 모니터한다.(예, 심장효소, 전해질 수준) 0.83

CI-2-1
흉통을 평가한다(예, 강도, 위치, 방사통, 지속시간, 통증을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

인).
0.83

CI-2-2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2-3 섭취량/배설량, 소변량, 매일의 체중을 모니터한다. 0.83

CI-2-4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해 최적의 EKG lead를 선택한다. 0.83

CI-2-5 12-lead 심전도를 찍는다. 0.83

CI-2-6
가능하면 혈압과 혈류역학적 지표들의 변화를 모니터한다(예, 중심정맥압(CVP), 폐동맥쐐

기압(PCWP)).
0.83

CI-3-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capillary refill), 피

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3-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4-1
종합적인 말초순환상태(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전, 피부색깔, 사지온도 등)를 평가한

다.
0.83

CI-4-2 흉부의 불편감이나 흉통의 정도를 모니터한다. 0.83

CI-4-3 폐동맥압, 혈압, 심박출량, systemic vascular resistance를 평가한다. 0.83

CI-5-1
말초혈액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예, 말초맥박, 부종, 모세혈관 충만, 피부색깔, 사지온

도 등)를 시행한다.
0.83

CI-5-2 말초부위의 부종과 맥박을 평가한다. 0.83

CI-6-1 심박동수와 리듬, 그리고 맥박을 모니터하고 기록한다. 0.83

CI-6-2 전해질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6-3 적절하게 심박출량과 심장지수 그리고 좌심실 박출지수를 모니터한다. 0.83

CI-6-4 심근 수축제를 적용한다 0.83

CI-6-5 수액 주입이나 이뇨제로 수분 균형을 유지한다. 0.83

CI-6-6 필요시 섭취량/배설량, 소변량, 체중 등을 모니터한다. 0.83

CI-7-1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0.83

CI-7-2
심부전을 최소화하고 수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부하(preload)를 적절하게 조절한다(예,

nitroglycerin을 투여하고 처방된 범위내에서 폐동맥쐐기압을 유지하는 것).
0.83

CI-1

심장간호

CI-2

심장간호(급성)

CI-3

순환기간호

(동맥부전)

CI-4

순환기간호

(보조장치)

CI-5

순환기간호

(정맥부전)

CI-6

혈액역동조절

CI-7

쇼크관리(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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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7-3
적절하다면 후부하(afterload)를 감소시킨다(예, 혈관확장 또는 대동맥내 풍선 펌프

(intraaortic balloon pumping)).
0.83

CI-7-4
적절하다면 관상 동맥 관류를 촉진한다(예, 평균 동맥압이 60mmHg보다 크도록 유지하고

빈맥을 조절함).
0.83

CI-8

산/염기감시
CI-8-1

산증 또는 염기증이 보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H수준,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

과 중탄산염 수치를 모니터한다.
0.83

CI-9-1 천천히 심호흡과 체위변경, 기침을 권장한다. 0.83

CI-9-2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0.83

CI-11-1 기도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시행한다. 0.88

CI-11-2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응급 코드를 부른다. 0.92

CI-11-3 침대로 응급 cart를 가져간다. 0.83

CI-11-4 심장모니터를 부착하고 리듬을 관찰한다. 0.88

CI-11-5 필요하면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이나 제세동법(defibrillation)을 시행한다. 0.92

CI-11-6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공기도관 삽입을 돕는다. 0.83

CI-11-7 필요하면 IV라인을 확보하고 수액주사를 투여한다. 0.88

CI-11-8
각각의 의료인이 ①약을 준비하며, ②약을 투여하고, ③EKG를 판독하면서 필요시 심율동전

환/제세동을 시행하며, ④기록하는 지 확인한다.
0.88

CI-11-9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요원을 부른다. 0.83

CI-11-10 누군가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지 확인한다. 0.83

CI-11-11 누군가 그 병동의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0.83

CI-11-12 잘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급처치후 행동을 점검한다. 0.83

CI-15-1 전해질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한다. 0.88

CI-15-2 산-염기 불균형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8

CI-15-3 전해질의 손실과 관련된 수액의 손실을 모니터한다. 0.83

CI-15-4 혈장, 소변의 삼투압 농도를 모니터한다. 0.83

CI-15-5

저칼륨혈증의 증상과 증후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근육 허약, 불규칙한 리듬(PVC), QT 간격

의 연장, T파의 소실이나 전위,  ST 분절의 전위, U파의 출현, 부전마비, 반사 감소, 식욕부

전, 위장운동의 저하, 어지러움, 혼돈, 디지스탈리스에 대한 민감성 증가, 호흡수의 감소

0.83

CI-15-6

고칼륨혈증의 증세를 모니터한다: 불안정, 안절부절, 불안, 오심, 구토, 부적절한 강직, 이완

성 마비, 순환성 무감각과 통증, 서맥으로 진행되는 빈맥, 심실성 빈맥/세동, 높게 나타나는

T파, P파의 소실, 분명하지 않은 QRS, 부전수축기로 진행되는 심장의 block

0.83

CI-15-7
저칼슘혈증의 증세나 증상을 모니터한다: 불안정, 근육 강직, 근육 경련, 심박출량의 감소,

ST 분절과 QT 감각의 연장, 출혈, 골절
0.83

CI-15-8
저마그네슘혈증의 증상과 증세를 모니터한다: 호흡 근육의 억제, 무감동, 혼돈, 안면 경련,

경련, 심장의 부정맥
0.83

CI-15-9 처방된 전해질을 투여한다. 0.83

CI-16-1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결정한다. 0.83

CI-16-2 피로의 원인을 확인한다(치료, 통증,약 등) 0.83

CI-16-3 침상 안정/활동 제한을 증진시킨다(안정의 기간을 증가시킨다) 0.83

CI-7

쇼크관리(심장)

CI-9

기도관리

CI-11

응급상황관리

CI-16

신체에너지관리

CI-15

전해질감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20-1 투석전 활력증후를 기록한다 : 체중, 체온, 맥박, 호흡, 혈압 0.83

CI-29-2 혈액투석의 처치와 목적을 설명한다. 0.83

CI-21-1 약물 투여의 5가지 원칙(five rights)을 따른다. 0.83

CI-21-2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약 처방을 확인한다. 0.83

CI-22-1 약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한다. 0.83

CI-22-2 약품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나 증후를 모니터한다. 0.83

CI-22-3 약품의 역작용에 대하여 모니터한다. 0.83

CI-23-1 의식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3-2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한다. 0.83

CI-24-1 기도 개방성을 유지한다. 0.83

CI-24-2 처방된 산소를 주입한다. 0.83

CI-24-3 산소 유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5-1 카테터 삽입목적 및 이점, 그리고 카테터 삽입과 관련된 위험을 설명한다. 0.83

CI-25-2 삽입시술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0.83

CI-26-1 호흡수, 리듬, 깊이 그리고 호흡 노력을 모니터한다. 0.83

CI-26-2 필요시 호흡 치료 요법(예, 분무기)을 실시한다. 0.83

CI-27-1 기도확보를 위해 머리를 젖히거나 턱을 내미는 기술을 사용한다. 0.83

CI-27-2 입,코,기관 분비물을 깨끗하게 한다. 0.83

CI-27-3 수동 환기를 적용한다.(manual ventilation) 0.83

CI-27-4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0.83

CI-27-5 Code를 부르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0.83

CI-27-6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83

CI-27-7 ECG monitor를 연결한다. 0.83

CI-27-8 필요하면 IV line을 시작하고 IV fluid를 주입한다. 0.83

CI-27-9 준비된 응급 장비를 제공한다(응급약과 함께) 0.83

CI-27-10 심장/무호흡 모니터를 적용한다. 0.83

CI-27-11 전기장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체크한다. 0.83

CI-27-12 심전도를 시행한다. 0.83

CI-27-13 흉통의 변화를 평가한다. 0.83

CI-27-14 기관내관삽입을 보조한다. 0.83

CI-27-15 삽입후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폐음을 청진한다 0.83

CI-20

혈액투석요법

CI-21

약물투여

CI-22

투약관리

CI-23

신경학적감시

CI-27

심폐소생술

CI-24

산소요법

CI-25

PIC관리

CI-26

호흡기감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27

심폐소생술
CI-27-16 기관삽입후 흉부 X-선 촬영하는 것을 돕는다. 0.83

CI-28-1 활력증후, 직립시 혈압, 의식 상태, 소변량을 모니터한다. 0.88

CI-28-2 부적절한 조직 관류의 임상검사치를 모니터한다.(예, 젖산의 증가, PH의 감소) 0.83

CI-28-3 혈관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0.83

CI-28-4 필요하다면 산소요법과 기계적 환기를 제공한다. 0.83

CI-28-5 혈류 역학적 지표의 경향을 모니터한다.(예, 중심정맥압, 폐동맥쐐기압) 0.83

CI-28-6 개방된  IV경로를 유지한다. 0.83

CI-28-7 혈압과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을 투여한다. 0.83

CI-28-8
가능하다면 조직의 산소 운반 결정요소를 모니터한다.(PaO₂, SaO₂, 헤모글로빈 수준, 심

박출량)
0.83

CI-28-9
빈맥, 서맥, 감소된 혈압, 창백함, 청색증, 발한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은 대동맥압에

주목한다.
0.83

CI-28-10 혈압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위해 동맥압모니터(Arterial line monitoring)를 한다. 0.83

CI-28-11 섭취량과 배설량을 포함한 체액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29-1
혈압, 피부색, 피부온도, 심음, 심박동수와 리듬, 말초 맥박의 존재와 특성, 모세혈관 충만

등 순환상태를 모니터한다.
0.83

CI-29-2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한다. 0.83

CI-29-3

체액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조기 보상기전을 모니터한다 : 증가된 심박동수, 혈압감소, 직립

성 저혈압, 뇨배출량 감소, 맥압의 감소, 감소된 모세혈관 충만, 불안, 창백, 차가운 피부 그

리고 발한.

0.83

CI-29-4
심인성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 감소된 심박출량과 감소된 소변량, 증가된 전신혈

관저항(SVR) 그리고 폐동맥쐐기압(PCWP), 악설음(crackle), S3와 S4심음, 그리고 빈맥.
0.83

CI-29-5
패혈증성의 쇼크의 조기증상을 모니터한다.: 온기, 홍조, 건조된 피부, 증가된 심박출량, 높

아진 체온, 감소하는 전신혈관저항(SVR)과 폐동맥압(PAP).
0.83

CI-29-6
체액 손실의 가능한 원인을 모니터한다 : 흉관배액, 상처, 비위관 배액, 설사, 구토, 복부 및

사지둘레의 증가.
0.83

CI-29-7 적절하다면 전부하(preload)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리를 올린 양와위로 환자를 눕힌다. 0.83

CI-29-8
적절하다면 심장에 부가된 압력, 심박출량, 소변량을 모니터하면서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한

다.
0.83

CI-29-9 적절하다면 정맥 및 경구로 수액을 투여한다. 0.83

CI-29-10 굵은 정맥관을 삽입 및 유지한다. 0.83

CI-30-1 혈압, 맥박, 체온, 호흡상태를 적절하게 모니터한다. 0.83

CI-30-2 혈압의 변화를 주시한다. 0.83

CI-30-3 가능하다면 투약후 혈압을 모니터한다. 0.83

CI-30-4 양팔 모두의 혈압을 재고 비교한다. 0.88

CI-30-5 활동전과 후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모니터한다. 0.88

CI-30

활력징후감시

CI-28

쇼크관리

CI-29

쇼크

예방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

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간호중재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핵심 간호활동 CVICVICVICVI

CI-30-6 맥박의 현상태의 특징을 모니터한다. 0.83

CI-30-7 심장리듬과 횟수를 모니터한다. 0.83

CI-30-8 피부색,온도, 습도를 모니터한다 0.83

CI-30-9 청색증 여부를 모니터한다 0.83

CI-30

활력징후감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심박동수심박동수심박동수심박동수////리듬의 변화리듬의 변화리듬의 변화리듬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1-1 보여지는 혈액손실이 없음 0.96

CO-1-2 체온 손실 이 없음 0.83

CO-1-3 피부나 점막의 창백증이 없음 0.83

CO-1-4 불안 0.85

CO-1-5 인지능력 저하가 없음 0.80

CO-1-6 정상범위내의 Hgb 저하 0.83

CO-1-7 정상범위내의 Hct  저하 0.83

CO-2-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92

CO-2-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2-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5

CO-2-4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지수 0.95

CO-2-5 기대범위내의 방출량 0.95

CO-2-6 기대범위내의 활동내구성 0.83

CO-2-7 강한 말초맥박 0.92

CO-2-8 정상적인 심장의 크기 0.88

CO-2-9 24시간동안의 섭취량/배설량의 균형이 맞음 0.88

CO-2-10 경정맥 팽창이 없음 0.88

CO-2-11 리듬장애가 없음 0.88

CO-2-12 비정상적인 심음이 없음 0.83

CO-2-13 협심증이 없음 0.83

CO-2-14 말초부종이 없음 0.83

CO-2-15 폐부종이 없음 0.83

CO-3-1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83

CO-3-2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3

CO-3-3 기대범위내의 맥압 0.83

CO-3-4 기대범위 내의 평균 혈압 0.88

CO-3-5 기대범위내의 중심정맥압 0.88

CO-3-6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88

CO-3-7 기대범위내의 산소농도 0.83

CO-3-8 기대범위내의 산소포화도 0.83

CO-3-9 말초 부종이 없음 0.83

CO-1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CO-2

심박효율

CO-3

순환상태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심박동수심박동수심박동수심박동수////리듬의 변화리듬의 변화리듬의 변화리듬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4-1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 0.83

CO-4-2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3

CO-5-1 활발한 손가락의 모세혈관 보충 0.83

CO-5-2 활발한 발가락의 모세혈관 보충 0.83

CO-5-3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83

CO-5-4 기대범위내의 이완기 혈압 0.83

CO-5-5 말초부종이 없음 0.83

CO-5-6 괴사가 없음 0.83

CO-6-1 정상범위내의 환기-관류 scan 0.83

CO-6-2 정상범위내의 폐동맥압 0.83

CO-6-3 정상범위내의 호흡기 기능 0.83

CO-6-4 정상범위내의 호흡수 0.83

CO-6-5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83

CO-6-6 기대범위내의 이완기 혈압 0.83

CO-6-7 정상범위내의 산소농도 0.83

CO-6-8 정상범위내의 이산화탄소농도 0.83

CO-6-9 정상범위내의 동맥혈의 pH 0.83

CO-6-10 산소포화도 0.83

CO-7-1 체온 0.88

CO-7-2 심첨맥박수 0.88

CO-7-3 요골맥박수 0.88

CO-7-4 호흡수 0.88

CO-7-5 수축기 혈압 0.92

CO-7-6 이완기 혈압 0.92

CO-7-7 맥압 0.92

CO-5

조직 관류(말초)

CO-7

활력징후 상태

CO-6

조직관류(폐)

CO-4

조직관류(심장)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번호번호번호번호 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1-1 보여지는 혈액손실이 없음 0.96

CO-1-2 외과적 수술후 출혈이 없음 0.83

CO-1-3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감소 0.88

CO-1-4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감소 0.88

CO-1-5 기대범위내의 심박동율 0.88

CO-1-6 체온 손실 이 없음 0.88

CO-1-7 피부나 점막의 창백증이 없음 0.83

CO-1-8 정상범위내의 Hgb 저하 0.92

CO-1-9 정상범위내의 Hct  저하 0.92

CO-2-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2-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2-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2-4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지수 0.92

CO-2-5 기대범위내의 방출량 0.92

CO-2-6 기대범위내의 활동내구성 0.83

CO-2-7 강한 말초맥박 0.88

CO-2-8 정상적인 심장의 크기 0.83

CO-2-9 피부색 0.83

CO-2-10 요변량 0.83

CO-2-11 경정맥 팽창이 없음 0.88

CO-2-12 리듬장애가 없음 0.83

CO-2-13 비정상적인 심음이 없음 0.83

CO-2-14 협심증이 없음 0.79

CO-2-15 말초부종이 없음 0.83

CO-2-16 폐부종이 없음 0.83

CO-2-17 호흡곤란이 없음 0.83

CO-3-1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3-2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3-3 기대범위내의 맥압 0.83

CO-3-4 기대범위 내의 평균 혈압 0.92

CO-3-5 기대범위내의 중심정맥압 0.83

CO-3

순환상태

CO-2

심박효율

CO-1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번호번호번호번호 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3-6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83

CO-3-7 기대범위내의 우경동맥박수 0.88

CO-3-8 기대범위내의 좌경동맥박수 0.88

CO-3-9 기대범위내의 우상완동맥박수 0.88

CO-3-10 기대범위내의 좌상완동맥박수 0.88

CO-3-11 기대범위내의 우요골동맥박수 0.88

CO-3-12 기대범위내의 좌요골동맥박수 0.88

CO-3-13 기대범위내의 우대퇴동맥박수 0.88

CO-3-14 기대범위내의 좌대퇴동맥박수 0.88

CO-3-15 기대범위내의 우족배동맥박수 0.88

CO-3-16 기대범위내의 좌족배동맥박수 0.88

CO-3-17 기대범위내의 산소농도 0.88

CO-3-18 기대범위내의 이산화탄소농도 0.83

CO-3-19 기대범위내의 산소포화도 0.88

CO-3-20 기대범위내의 동정맥산소차이 0.83

CO-3-21 체온 0.83

CO-3-22 피부색 0.83

CO-3-23 우발적인 호흡음이 없음 0.83

CO-3-24 경정맥의 팽창이 없음 0.83

CO-3-25 말초 부종이 없음 0.88

CO-4-1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4-2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92

CO-4-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 지수 0.92

CO-4-4 정상범위내의 심전도결과 0.92

CO-4-5 정상범위내의 관상동맥 혈관 촬영결과 0.92

CO-4-6 정상범위내의 운동 스트레스 결과 0.83

CO-4-7 정상범위내의 Thallium scan결과 0.92

CO-4-8 기대범위내의 심첨맥박수 0.92

CO-4-9 기대범위내의 요골동맥박수 0.92

CO-4-10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 0.92

CO-4-1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4

조직관류(심장)

CO-3

순환상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일회 심박출량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번호번호번호번호 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5-1 활발한 손가락의 모세혈관 보충 0.88

CO-5-2 활발한 발가락의 모세혈관 보충 0.88

CO-5-3 정상적인 감각수준 0.92

CO-5-4 정상적인 피부색 0.92

CO-5-5 완전한 근육의 기능 0.83

CO-5-6 완전한 피부상태 0.88

CO-5-7 따뜻한 사지의 온도 0.88

CO-5-8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5-9 기대범위내의 이완기 혈압 0.88

CO-5-10 말초혈관에서의 이상음이 없음 0.88

CO-5-11 말초부종이 없음 0.88

CO-5-12 국소적인 사지 통증이 없음 0.92

CO-5-13 괴사가 없음 0.88

C0-6-1 정상범위내의 환기-관류 scan 0.88

C0-6-2 정상범위내의 폐동맥압 0.88

C0-6-3 정상범위내의 호흡기 기능 0.88

C0-6-4 정상범위내의 호흡수 0.88

C0-6-5 정상범위내의 산소농도 0.88

C0-6-6 정상범위내의 이산화탄소농도 0.88

C0-6-7 정상범위내의 동맥혈의 pH 0.88

C0-6-8 산소포화도 0.83

CO-7-1 체온 0.92

CO-7-2 심첨맥박수 0.92

CO-7-3 요골맥박수 0.92

CO-7-4 호흡수 0.92

CO-7-5 수축기 혈압 0.92

CO-7-6 이완기 혈압 0.92

CO-7-7 맥압 0.88

CO-5

조직 관류(말초)

CO-5

조직 관류(말초)

CO-7

활력징후 상태

CO-6

조직관류(폐)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1-1 보여지는 혈액손실이 없음 0.88

CO-1-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감소 0.92

CO-1-3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감소 0.88

CO-1-4 기대범위내의 심박동율 0.83

CO-1-5 피부나 점막의 창백증이 없음 0.83

CO-1-6 정상범위내의 Hgb 저하 0.83

CO-1-7 정상범위내의 Hct  저하 0.83

CO-2-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2-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2-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2-4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지수 0.92

CO-2-5 기대범위내의 방출량 0.88

CO-2-6 강한 말초맥박 0.92

CO-2-7 정상적인 심장의 크기 0.83

CO-2-8 피부색 0.83

CO-2-9 24시간동안의 섭취량/배설량의 균형이 맞음 0.83

CO-2-10 경정맥 팽창이 없음 0.88

CO-2-11 말초부종이 없음 0.83

CO-2-12 호흡곤란이 없음 0.83

CO-4-1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4-2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92

CO-4-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 지수 0.92

CO-4-4 정상범위내의 심전도결과 0.92

CO-4-5 정상범위내의 관상동맥 혈관 촬영결과 0.92

CO-4-6 정상범위내의 운동 스트레스 결과 0.83

CO-4-7 정상범위내의 Thallium scan결과 0.92

CO-4-8 기대범위내의 심첨맥박수 0.88

CO-4-9 기대범위내의 요골동맥박수 0.88

CO-4-10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 0.88

CO-4-1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1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CO-2

심박효율

CO-4

조직관류(심장)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 : : 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전부하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codecodecodecode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7-1 체온 0.92

CO-7-2 심첨맥박수 0.92

CO-7-3 요골맥박수 0.92

CO-7-4 호흡수 0.92

CO-7-5 수축기 혈압 0.92

CO-7-6 이완기 혈압 0.92

CO-7-7 맥압 0.88

CO-7

활력징후 상태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후부하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번호번호번호번호 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핵심 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1-1 보여지는 혈액손실이 없음 0.92

CO-1-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감소 0.83

CO-1-3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감소 0.88

CO-1-4 기대범위내의 심박동율 0.83

CO-1-5 피부나 점막의 창백증이 없음 0.83

CO-1-6 정상범위내의 Hgb 저하 0.83

CO-1-7 정상범위내의 Hct  저하 0.83

CO-2-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96

CO-2-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2-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2-4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지수 0.96

CO-2-5 기대범위내의 방출량 0.92

CO-2-6 기대범위내의 활동내구성 0.83

CO-2-7 강한 말초맥박 0.88

CO-2-8 정상적인 심장의 크기 0.83

CO-4-1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4-2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92

CO-4-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 지수 0.96

CO-4-4 정상범위내의 심전도결과 0.92

CO-4-5 정상범위내의 관상동맥 혈관 촬영결과 0.92

CO-4-6 정상범위내의 운동 스트레스 결과 0.92

CO-4-7 정상범위내의 Thallium scan결과 0.92

CO-4-8 기대범위내의 심첨맥박수 0.83

CO-4-9 기대범위내의 요골동맥박수 0.88

CO-4-10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 0.92

CO-4-1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92

CO-7-1 체온 0.88

CO-7-2 심첨맥박수 0.88

CO-7-3 요골맥박수 0.92

CO-7-4 호흡수 0.92

CO-7-5 수축기 혈압 0.92

CO-7-6 이완기 혈압 0.92

CO-7-7 맥압 0.88

CO-7

활력징후 상태

CO-1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CO-2

심박효율

CO-4

조직관류(심장)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번호번호번호번호 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1-1 보여지는 혈액손실이 없음 0.88

CO-1-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감소 0.88

CO-1-3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감소 0.83

CO-1-4 기대범위내의 심박동율 0.88

CO-2-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2-2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92

CO-2-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2-4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지수 0.96

CO-2-5 기대범위내의 방출량 0.92

CO-2-6 기대범위내의 활동내구성 0.83

CO-2-7 강한 말초맥박 0.92

CO-2-8 정상적인 심장의 크기 0.83

CO-2-9 24시간동안의 섭취량/배설량의 균형이 맞음 0.83

CO-2-10 리듬장애가 없음 0.83

CO-3-1 기대범위내의 수축기 혈압 0.88

CO-3-2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3

CO-3-3 기대범위 내의 평균 혈압 0.92

CO-3-4 기대범위내의 중심정맥압 0.83

CO-3-5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83

CO-3-6 기대범위내의 우경동맥박수 0.88

CO-3-7 기대범위내의 좌경동맥박수 0.88

CO-3-8 기대범위내의 우상완동맥박수 0.88

CO-3-9 기대범위내의 좌상완동맥박수 0.88

CO-3-10 기대범위내의 우요골동맥박수 0.88

CO-3-11 기대범위내의 좌요골동맥박수 0.88

CO-3-12 기대범위내의 우대퇴동맥박수 0.88

CO-3-13 기대범위내의 좌대퇴동맥박수 0.88

CO-3-14 기대범위내의 우족배동맥박수 0.83

CO-3-15 기대범위내의 좌족배동맥박수 0.83

CO-3-16 기대범위내의 산소농도 0.83

CO-3-17 기대범위내의 산소포화도 0.88

CO-3-18 소변량 0.83

CO-3

순환상태

CO-1

혈액손실의 심한정도

CO-2

심박효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간호진단 : : : : CCCC. . . . 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심박출량 감소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관련요인 : : : : 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수축력의 변화

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간호결과명 번호번호번호번호 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간호결과지표 CVICVICVICVI

CO-4-1 기대범위내의 심박출율 0.92

CO-4-2 기대범위내의 폐쐐기압 0.88

CO-4-3 기대범위내의 심박출 지수 0.96

CO-4-4 정상범위내의 심전도결과 0.92

CO-4-5 정상범위내의 관상동맥 혈관 촬영결과 0.92

CO-4-6 정상범위내의 운동 스트레스 결과 0.83

CO-4-7 정상범위내의 Thallium scan결과 0.92

CO-4-8 기대범위내의 심첨맥박수 0.83

CO-4-9 기대범위내의 요골동맥박수 0.88

CO-4-10 기대범위내의 수축기혈압 0.92

CO-4-11 기대범위내의 이완기혈압 0.88

CO-7-1 체온 0.83

CO-7-2 심첨맥박수 0.83

CO-7-3 요골맥박수 0.88

CO-7-4 수축기 혈압 0.83

CO-7-5 이완기 혈압 0.83

CO-4

조직관류(심장)

CO-7

활력징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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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to EMR (Electric Medical Records) will increase 

the use of nursing diagnosis in clinical situations. It is meaningful to develop a 

classification model for nursing statements, which are the largest part of the nursing 

record.  

   This study was a methodological study using the Delphi method with an expert group 

and a literature review. Ten nursing diagnoses for cardiovascular patients admitted to 

the CCU (Coronary Care Unit) were selected. To identify core characteristics for 

selected nursing diagnoses from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used in NANDA, an expert 

group was used.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ed nursing statements, laboratory data 

and other relevant data. The expert group rated each specific characteristic and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was calculated for each characteristic, which were then     

sorted according to the NNN Taxonomy. On the basis of NIC (4th, 2004) and NOC (3rd, 

2004), nursing interventions and nursing activities,  nursing outcomes and outcome 

indicators were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lated factors  suggested by NANDA. 

The expert group rated the nursing interventions and nursing outcomes using a 4 point 

scale. Final nursing interventions, nursing activities, nursing outcomes and nursing 

outcome indicators were items with a CVI greater than 0.83. These results were 

adapted to the model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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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l for applying nursing diagnosis to the nursing process to EMR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consensus of the expert group. In order to confirm the 

clinical efficiency of the developed model, one nursing diagnosis was chosen, 

"Decreased cardiac output", which is most frequently used with cardiology patients. 

This diagnosis was used with the EMR system of Y University Hospital. It was made 

congruent with the system operator.  

   Twenty-three patients who had the nursing diagnosis "Decreased cardiac output" 

suggested by the system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e nursing records, laboratory 

result and vital signs were evaluated to identify defining/specific characteristics and 

nursing outcome indicators for this nursing diagnosis.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check the use rate of the flow chart and the adequacy of the data collected for the 

model. The number of selected nursing interventions and nursing activities at the 

moment when the nursing diagnosis "Decreased cardiac output" was chosen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mong the frequently used nursing diagnoses for cardiologic patients, the 10 nursing 

diagnose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risk of bleeding, acute pain, decreased cardiac 

output, risk of disused syndrome, risk of infection, anxiety,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nausea, risk for injury and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After obtaining consensus 

from an expert group, the selected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lated factors of the nursing diagnosis and NNN Taxonomy were 

chosen. The expert group selected 107 nursing interventions & 55 nursing outcomes. A 

conceptualized model was made for each nursing diagnosis. The clinical validity for 

“Decreased cardiac output” was checked according to the conceptualized model. For 

this diagnosis, the flow chart had 91.3% for clinical validity. The most frequently shown 

defining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in the EMR was change in blood pressure (69.6%).  

Content for edema and pulse rate should be added. Change in afterload as a related 

factor (43.5%) was most frequently chosen by the expert group.  Among the nursing 

diagnosis, the nurses selected the nursing intervention, management of arrhythmia 

(26.8%) most frequently and 9 other nursing interventions which had an average of 6.8 

nursing activities for each nursing intervention. Related factors had an average of 8 

nursing interventions and nursing interventions had an average of 5.8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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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When the expert group searched the content of the records for nursing 

outcomes/ nursing outcome indicators in the system, only 39.1% were found and the 

most frequent of these was a recording of blood pressure (17.4%).  

    

   Use of this model for EMR should improve patient problem solving and prompt 

decision making.  
1 

                                            

Key Words : Nursing Process, Electric Medical Records  


	차 례
	국문 요약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목적
	3.용어 정의

	Ⅱ.문헌고찰
	1.간호과정의 정보화 현황
	2.심장혈관계 중환자의 간호

	Ⅲ.연구방법
	1.연구설계
	2.연구대상
	3.연구도구
	4.연구과정
	5.분석방법

	IV.연 구 결 과
	1.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단계별 내용 도출 및 선정
	2.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

	V.논 의
	1.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단계별 내용 도출및 선정
	2.간호과정의 전자의무기록 적용을 위한 모형

	VI.결 론 및 제 언
	1.결론
	2.제언

	참 고 문 헌
	부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