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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지금까지 항상 주인 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
립니다.지난 3년 동안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저에게 임
상 전문가의 비전을 품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훌륭한 교수님들과 든든한 버
팀목이 되어 준 동기들과 함께 한 평생 잊지 못 할 시간이었습니다.또 논문 준비
하면서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좌

절할 때마다 용기를 주신 김기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항상 논리적이
고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의 틀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기연 교수님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찾아갈 때 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전문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
고 지도해 주신 리원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
신 임영미 교수님,“논문 쓰느라 힘들지?”하시면서 격려 해 주신 허혜경 교수님
과 안양희 교수님,멀리서 응원해 주신 신윤희 교수님, 날카로운 지적으로 논문
의 방향을 잡아주신 박소미 교수님,더 좋은 논문을 위해 조언해 주신 송희영 교
수님,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심하게 영문초록을 자문해 주신 서미혜 교수님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은희 간호국장님,공부하는

동안 내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경과과장님과 민혜경과장님,프로그램 내
용 타당도 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호흡기 내과 용석중 교수님,김상하 교수님,
심재숙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프로그램 적용할 때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
려해 주신 내과 중환자실 정혜경 과장님,61병동 김연자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대학원 공부를 마치는 지금까지 저의 역할모델이

되어 주시고 격려하고 지도해 주신 김앵도 선생님과 몸 상한다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신 응급중환자실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논



문 쓰는 내내 관심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백지윤 선생님,최향옥 선생님,박미
정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항상 힘이 되어주는 소울 메이트 권소진,박재옥,
부족한 선배지만 항상 잘 따라주는 후배들,논문 쓰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준 후
배 최정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또 환자가 없어서 애 태우던 저에게 용기
를 주시고 찾아 갈 때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신 61병동,내과 중환자실 간호사 선
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항상 최고라고 생각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논문 쓰는 내내 짜증
부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부모님,늘 든든한 쌍둥이 동생 만봉,만강,따
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두분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들,조카 위해
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고모들과 고모부,사촌오빠 만길,사촌 동생 태광,승
아,승해,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2008년 6월 한 소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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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급급성성성 호호호흡흡흡부부부전전전환환환자자자의의의 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환자의 적응 증
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된 방
법론적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문
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기초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범주화하여 프로그
램 구성틀을 작성하였다.

2)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2006년 1
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의무기록 86건
중 열람이 가능한 80건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두 항목에서 일치하
는 주요문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제’,‘공기누출’,‘복부불편감’,‘비구강 건
조증’,‘피부자극과 피부손상’으로 선정하였다.

3)확인된 주요문제를 바탕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
리 프로그램의 구성틀에 따라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수행내용과 설
명지침 ,주요문제 관리지침,환자 모니터링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비 적
응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4)작성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예비 프로그램은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 까지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였다.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CVI가 86%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을 100% 합의
될 때까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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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정 보완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항목에 대해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간
호사 4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하였다.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결과 프로그램 사용 전과 비교하여 환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간호사들에게 자신감이 상승되고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동기화가
되었지만 수행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평가되었다.또한 주요문제 관리
지침이 환자들의 문제 해결 시 유용하지만 구성 형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환자 모니터링 항목은 환자의 상태 파악에 용이하나 동맥혈 가스 분석 시행 시간
간격에 대한 조절이 개선점으로 평가되었다.

6)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후 제시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주요문제 관리지침
안을 제시하였고,환자 모니터링 항목의 내용을 개선하여 최종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은 비침습적 기계환
기 적용 시작 시점부터 기계환기 이탈 시점까지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들에게
관리 지침이 되고,체계적인 환자 교육과 관리를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급성 호흡부전 환자,비침습적 기계환기,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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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천식의 급성 악화,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중증 폐
렴 또는 폐부종 등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AcuteRespiratory
Failure)환자들은 과 탄산증,호흡 곤란,가슴 답답한 증상,낮은 pH 등을 주호소
로 입원하게 되며,주로 기도 삽관을 하고 기계환기(Mechanicalventilation)치료
를 시행하게 된다.최근 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방법으로 인한 병원 감염,폐렴,기
계환기 이탈 실패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환자의 입원 기간의 증가,의료비 부담의
증가,사망률 증가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면서 급성 호흡부전시 비침습적 기
계환기(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방법을 통한 치료에 주목하게 되었
다.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은 기도 삽관 대신 마스크를 통해 기계환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침습적인 시술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과 부작용 또는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AmericanThoracicSociety,2001;BritishThoracic
Society,2002).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이 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호흡곤란 시에
과탄산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성공률도 높은 반면 실패율이
5~40% 가량이며 비침습적 기계환기가 실패할 경우 적절한 기도 삽관의 시기를 놓
치게 되면,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eban,
etal., 2004;Giraultetal.,2003;Morettietal.,2000;Nava& Cerina,2004).비
침습적 기계환기법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환자의 초기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혈중 pH,호흡수,의식 수준,기저 질환의 중증도,비침습적 기
계환기 적용팀의 경험,비침습적 기계환기에 사용되는 기구의 종류 등 이었고
(Confalonierietal.,2005;Merlanietal.,2005),특히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할
때 환자의 적응 정도,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을 적용하는 의료 팀의 교육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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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가이드라인의 사용이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성공률에 많
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raultetal.,2003;Lopez-Camposetal.,
2006;Nava& Ceriana,2004). Sinuff,Kahnamoui,Cook과 Giacomini(2007)은 비
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는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을 위한 수행가이드라인이 치
료 과정과 환자의 결과를 증진시키는 잠재성이 있다고 보았다.또한 다학제적 비
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가이드라인의 사용 후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사용이 증가되
었고,기준에 따른 환자 선정 등 치료 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제시하였
다(Sinuff,Cook,Randoll,& Allen,2007).영미의 흉부학회에서 발간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가이드라인들은 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가능 기준,적용 제
외 기준,적절한 적용 장소,모니터 해야 할 항목,기계환기기를 포함한 마스크와
같은 기구에 대한 설명(AmericanThoraxSociety, 2001;BritichThoracicSociety,
2002)을 포함하고 있으며,Sinuff와 Keenan(2004)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
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사용을 위한 임상 수행 가
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알고리듬,환자 선택 기준,기구와 기계환기기 양식의 최
선의 적용,이용 장소,비침습적 기계환기기의 초기화와 유지,유지 기간,비침습
적 기계환기기 이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비침습적 기계환기기가 많은 장점과 효과가 있지만,비침습적 기계환기기를
적용 받는 환자들은 밀폐 공포증에 의한 불안,얼굴 피부 자극,비강 울혈,비․구
강 건조증,마스크 주변 또는 환자의 입을 통한 공기 누출,기계 소음,복부 팽만
감,치료에의 적응 불가,일상생활 제한 등(설영미 등,2006;이성순 등,1996;조영
복 등,1996;Woodrow,2003;Yantis& Nieman,2000;Yantis,2003)여러 가지 불
편감과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이런 경우 환자의 적응이나 문제 해결에 간호사
의 근무 장소,근무 기간,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를 간호한 경험 등
과 같은 간호사 개인의 능력이 영향을 끼친다(Ho& Boyle,2000).따라서 환자가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환자들의 주호소 또는 주
요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호사 개인의 능력 발전이 요구되고,이를 위
해서 간호 수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Ho& Boy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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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기계환기법으로 주로 치료받게 되는 급성 호흡부전 환자들은 호흡
곤란 시 두려움 또는 공포감을 느끼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되는데(DeVito,1990)이런 환자들이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을 위해 마스크를 착
용하게 될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속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침습적 기계환기법 적용의 성공 요인 중 환자가
비침습적 환기기에 맞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환자의 안위 도모,
치료 과정 설명,적당하게 마스크를 부착하는 기술 등이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의 실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어(Lane,2005),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의 성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자를 얼마나 잘
적응하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환자 관리와 간호사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는 환자를 위한 간호 실무지침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중환자실,
호흡기 병동 또는 일반 병동의 간호사들을 위한,체계적인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
용 환자의 관리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간호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간
호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내의 경우 비침습적 기계환기 가
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또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그러므로 비침습
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호소와 문제점을 간호사가 신속하게 파악하여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질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안위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적응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급성 호흡부전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는 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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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응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급급급성성성 호호호흡흡흡부부부전전전

급성 호흡부전이란 호흡기계의 장애로 인해 동맥혈 내 가스를 유지하기가 어
려운 상태일 때,즉 폐포 내의 가스와 폐장모세혈관의 혈액 사이에 산소 및 이산
화탄소의 교환 장애가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5).급성 호흡부전의 일반적인 진단기준은 급성 호흡곤란을 보이면서,실내 공
기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 50 이하,가 50

이상일 때,동맥혈이 심각한 산성 혈증(pH<7.30)을 보일 때를 말하는데,이중 두
가지 이상만 만족하거나 의식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서 위에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대한결핵 및 호흡
기학회,2005).본 연구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흉벽 이상,척추
만곡증,급성호흡곤란 증후군,폐부종,중증 폐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며,가 50 이하,가 50 이상,동맥혈이 심각
한 산성 혈증(pH<7.30)을 보일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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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은 기관 내 삽관술이나 기관 절개술을 통하지 않고 시행
하는 기계환기를 통칭하며,비침습적 음압환기법(NonInvasiveNegativePressure)
과 비침습적 양압환기법(NonInvasivePositivePressure)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
한결핵 및 호흡기학회,2005).본 연구에서는 2중 양압 환기기(Bilevelpositive
airwaypressureventialtor),인공호흡기(Criticalcareventilator)를 이용하여 비강
마스크 또는 안면마스크를 통해 지속적 양압 환기법,2중 양압 환기법 치료를 받
는 것을 말한다.

333...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

적응이란 인간과 환경의 통합과 인식 작용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감정
과 사고와 관련된 과정과 결과로(이경식 역,2001),상호작용과 반응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변화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Tavlor,Lillis,& Lemone,
2001).본 연구에서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이란 환자가 비침습적 기계환
기 치료 시 불안,호흡 곤란,호흡수 증가를 보이지 않고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를 24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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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AAA...급급급성성성 호호호흡흡흡부부부전전전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급성 호흡부전은 독일 베를린에서는 연간 인구 10만명 당 88.6명
(Lewandowskietal.,1995),5세 이상의 미국 거주자 10만명 당 137.1명(Behrendt,
2000)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급성 호흡부전의 전반적인 사망률
은 32.3~42.7%로(Behrendt,2000;Lewandowskietal.,1995;Luhretal.,1999;
Lui,Zhang,& Ye,2007;TheIrishCriticalCareTrialsGroup,2008)나이가 많
고,다발성 장기 부전이 동반된 경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hrendt,2000;
Flaattenetal.,2003).

급성 호흡부전이란 폐포 내의 가스 교환과 폐장모세혈관의 혈액 사이에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교환 장애가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크게 이산화탄소
분압이 정상 이하(40)인 제 1형 호흡 부전증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50
이상인 제 2형 호흡부전증으로 분류 할 수 있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2005).

급성 호흡부전의 주된 원인은 심인성 폐부종(43%),지역사회 유발 폐렴(35%),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32%),폐색전(18%),급성 천식(3%)의 순서로 보고
되었는데(Rayetal.,2006)원인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발생한 호흡 곤란,공기부족,초조,착란,지남력 상실,공황,둔감이 나타나고 빈
맥,고혈압,발한,청색증,빠른 호흡,호흡 보조근육의 이용 등이 나타난다(대한결
핵 및 호흡기학회,2005;중환자전문간호교육과정협의회,2007).급성 호흡부전의
증상들 중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인 호흡곤란은 폐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으로(Simonetal.,1990)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호소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AmericanThoracicSociety,1999;Joffe& Berend,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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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는 숨 막히는 느낌,숨 쉬는 것이 힘들고,가슴 답답함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호흡곤란과 관련된 불편감을 호소하면서(Mahleretal.,
1996;Moy,Lantin,Harver,& Schwartzteir,1998;Simonetal.,1989)빈호흡,호
흡일 증가를 보인다(Spector,Connolly,& Carson,2007).

기계환기의 목적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는 만성적으로 호흡기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호흡을 도와주기 위함으로(Christie
& Goldstein,2003)호흡곤란과 호흡일 감소를 위해 기관 내 삽관을 통한 기계환
기 치료가 요구되는 것이 급성 호흡부전의 표준 치료지만,기계환기를 위한 기관
내 삽관은 상기도 손상,병원 감염 폐렴,부비강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있다(Lieshing,Kwok,& Hill,2003).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
은 21.6%,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는 78.4%이고 입원 시 급성호흡부전
이 있었던 환자의 사망률은 55.5%로 보고되었으며 이 환자들 중 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2.25배 더 높은 것으로 (Lopezetal.,2008)나타났
다.급성 호흡부전환자에서 비침습적 양압환기와 전통적인 기계환기법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기계환기 설정에서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이 전통적인 기계환기법 만
큼 가스 교환 증진에 효과적이고 기도 삽관을 피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 특
히 기도 삽관,인공호흡기 치료와 관련된 폐렴의 발생 비율이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ntonellietal.,1998).

급성 호흡부전환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할 경우 기관 삽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병원 감염 폐렴,인공호흡기 유발 폐렴의 발생률이 감소하고 이것
으로 인한 항생제 사용,중환자실 입원 기간,중환자실 입원 중 발생하는 합병증,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Girou etal.,2000;Guerin,Girard,Chemorin,
DeVarax,& Fournier,1997;Honrubiaetal.,2005;Nourdineetal,1999)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로 볼 때 급성 호흡부전 환자들은 여
러 가지 병리학적인 원인에 의해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을
교정하는 부수적인 치료를 하는 동안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이 안전하게 환자의 호
흡곤란과 호흡일을 감소시키는(Antonelli,Pennisi& Montini,2005)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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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BBB...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용용용

비침습적 기계환기는 기관 내 삽관의 필요 없이 폐로 기계환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Mehta& Hill,2001)급성 호흡부전 환자에게 적용 시 기도삽관을 피할
수 있고,증상을 호전 시키며 가스 교환 증진,환자의 편안함을 최대화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다(Vines,2003).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급성 호흡부전의 종류는 만성폐쇄성
페질환,기관지 천식,낭성섬유증,상기도 폐쇄,흉벽 변형,신경근육 질환,비만
저환기,AIDS연관 폐렴,급성 호흡장애 증후군(ARDS),감염성 폐렴,심인성 급성
폐부종 등이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2005).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과 탄산증,저산소증 외에도 천식,기계 환기 이탈
후,수술 후,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저산소증 환자의 기도 삽관 전 산소화 증
가,기도 삽관 또는 발관 후 재 삽관의 예방,면역 저하 환자 등에서도 비침습적
기계환기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Baillard et
al.,2006;Brochardetal.,1995;.Estebanetal.,2004;Hilbertetal.,2001;Nava
etal.,2003; Nava,Navalesi,& Conti,2006;Plant,Owen,& Elliott,2000),비침
습적 기계환기법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의 적용이
기도 삽관의 필요성,합병증 감소,사망률과 병원 재원 기간 감소에 영향을 끼치
고(Brochardetal.,1995),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발생율
과 중환자실에서의 침습적 기계환기법을 감소시키고,60일 생존율 증가,환기기
이탈동안의 생존율과 이탈 성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Nava,Ambrosino,
& Clini,1998).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만성 기도폐쇄환자에게 급성 호
흡부전 시 이중 양압환기법 치료를 시행한 결과 호흡 곤란,동맥혈 가스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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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고(조영복 등,1996)비침습적 환기법은 급성 환기부전에서 급성 산소화부
전에 비해 적용성과 성공률이 높고,분당 호흡수 감소,와 pH가 호전되었
고(이성순 등,1996)만성폐쇄성 폐질환자뿐 아니라 기도삽관 제거 후 만성 폐쇄성
페질환자가 아닌 환자에서 발생한 호흡부전에서 pH,산소분압,이산화탄소 분압이
의미 있게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설영미,등 2006),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비침습적 기계환기가 급성 호흡부전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급성 호흡부전환자들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할 때,환자들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요인은 건강관리 팀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사용 경험, 환자의 적응,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화,높은 체질량 지표(BMI),의
식 수준,기저 질환의 중증도 등으로 다양하다(Demoule,Girou,Richard,Taille,&
Brochard,2006;Estebanetal.,2004;Giraultetal.,2003;Hilbertetal.,2000;
Merlanietal.,2005;Morettietal.,2000).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비침습적 기계
환기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므로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는 환자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팀의 경험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팀의 경험과 기
술이 모든 임상 환경에서 동일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환자 선택 기준,적용 시점,
환자 관리를 위해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위한 임상 수행 가이드라인과 같은 관리
지침이 필요하고(Sinuff,Cook,Randall,& Allen,2003)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그 자체가 비침습적 기계환기 시작과 모니터할 때 수많은 임상적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Hill,2003)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침습적 기계
환기와 관련된 임상 관리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가이드라인들이 있지만 이 가이드라
인들은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응 기준,적용 과정,기구 선택들에 대한 지침은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American ThoraxSociety,2001;Britich Thoracic
Society,2002;Sinuffetal.,2007;Sinuff& Keenan,2004),또한 비침습적 기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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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임상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환자
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고,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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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급성 호흡부전 환자들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적응에 영향
을 끼치는 관련 요인과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이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 진진진행행행 과과과정정정

111...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용용용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구구구성성성틀틀틀 작작작성성성

급성 호흡부전 환자들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할 때,환자들의 비침습
적 기계환기에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건강관리 팀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사용 경험,환자의 적응,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화,높은 체질량 지표(BMI),의
식 수준,기저 질환의 중증도 등으로 다양하다(Demoule,Girou,Richard,Taille,&
Brochard,2006;Estebanetal.,2004;Giraultetal.,2003;Hilbertetal.,2000;
Merlanietal.,2005;Morettietal.,2000).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Zozula와 Rosen(2001)은 정신적
요인,동기화,밀폐 공포증,문제에 대한 적응,합병증과 bedpartner의 부적응,지
속적인 교육과 지지로 분류하였고,Dickerson과 Kennedy(2006)는 CPAP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화(BecomingMotivated),기기에 대한 능숙한 적응,경청과 경
험에 대한 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적응에 영향
을 끼치는 관련 요인에 관한 문헌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
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대한 적응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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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처 및 합병증 관리,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범주화 하여 비침습
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틀을 작성하였다.

222...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용용용 환환환자자자들들들의의의 주주주요요요문문문제제제 선선선정정정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들의 주요문제는 문헌 고찰을 기초로 하여 의무
기록지 분석을 통해 주요문제를 선정하였다.

(1)문헌고찰을 통한 분석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와 관련된 주요 문헌 (Dickerson&

Akhu-Zaheya,2007;Gramlich,2006;Lightowler,2000;Woodrow,2003;Yantis&
Nieman,2000; Yantis,2003)에서 언급되는 주요문제는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마스크로 착용으로 인한 협소공포증,피부자극,피부손상,복부 팽만,비강울
혈,비구강 건조증,눈 자극,구강으로의 공기 누출,비침습적 기계환기기로 인한
소음,흡인,Mucousplugging,두통,치아․인후․입술 통증 등이었다.

(2)의무 기록지를 통한 분석
의무 기록지 분석은 문헌 고찰로 파악된 주요문제에 기초하여 2006년 1월 1

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응급실,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실에서 비침습적 기
계환기를 적용 받은 환자의 의무 기록 총 86개 중 기록이 미비한 의무기록 1개,
진료용으로 대출 중인 의무기록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기록 80개 전수를 분석
하였다.의무기록에 기록된 환자의 주요문제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문헌에서 파
악된 주요문제와 비교하여 일치,주요문제의 빈도 여부를 파악하였다.

(3)주요 문제 선정
문헌 고찰과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문제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

은 주요문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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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예예예비비비 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작작작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의무 기록지 분석을 통해 확인된 비침습적 기계환
기 환자의 주요문제를 바탕으로,선행 임상지침과 문헌조사를 통해 비침습적 기계
환기 적용 시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주요문제 관리지침,환자 모니터링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444...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내내내용용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작성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예비 프로그램의 내
용 타당도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4점 척도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
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2008년 4월 8일에서 4월 23일까지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였다.전문가 집단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3명,간호대학 교수 2명,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있는 내과병동 파트장 1명,중환자실 근무 경력 10년 이상
의 석사학위 소지 간호사 1명 총 7인으로 구성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주요문제 관리지침,환자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를 4점,‘적절하다’를 3점,‘부적절 하다’를 2점,‘매우 부적절하다’를
1점으로 하여 각 항목별 타당도 점수를 산출하였다.또한 배부된 설문지에는 각
항목 별 내용에 대해 추가,수정,삭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예비 프로그램의 각 항목이 ‘적절하다’이상으로 선택된 항목을
채택하고,전문가 집단에서 1인 이라도 ‘부적절하다’가 측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
문가가 100% 합의할 때까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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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임임임상상상 적적적용용용
가가가능능능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프로그램의 각 구성 항목의 임상
적용 가능성은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W시의 Y대학 병원의 응급 중
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은 환자 3명에
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4
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가능성의 평가 절
차는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2)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
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3)간호사들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 후 환자의 주요문제 해결 정도를 평가하였다.

(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666...최최최종종종 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후 최종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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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림 1.연구진행 과정

3단계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 작성
•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 주요문제 관리지침
•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

4단계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검증

 5 단계 :프로그램의 임상적용 가능성 평가

2단계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주요문제 확인
• 문헌고찰
• 의무기록지 분석프로그램

1단계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틀 작성
• 문헌고찰

 6 단계 :최종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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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틀틀틀

앞서 제시된 문헌을 바탕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대한 적응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먼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초기에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구체적인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을 구성하였고,비침습적 기계
환기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주요문제와 합병증을 파악하여 신속한 관리를 위한 주
요문제 관리지침을 제공하였다.주요문제 관리지침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환자의 주요문제를 심리적,신체적,기기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또한 비침습적
기계환기가 목적에 맞게 시행되는 있는지 모니터하기 위해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
용 환자 모니터링 항목을 구성하였다.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 3가지
로 범주화한 이유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초기의 성공은 얼마나 환자에게 자
신감을 주고 환자가 안심하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치료의 필요성과 치
료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또한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지속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불편감,공기누출 등 주요문제가 기계환기기
와 일치하여 호흡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요문제 관리지침이 필요하고 비침
습적 기계환기 환자의 치료 중단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 과정 중 지속적 모니터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항목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틀을 기반으로 시도되
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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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틀

BBB...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주주주요요요문문문제제제

문헌 고찰,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주요문제를 확인하고 가장 빈도가 많은
주요문제 5개를 선정하였다.

111...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을을을 통통통해해해 확확확인인인된된된 주주주요요요 문문문제제제

문헌을 통해 확인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
의료팀,환자

비침습적 기계환기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증진
프로그램

신속한 대처 및
합병증예방:
의료진

주요문제  

관리지침
문제인식 ⇒ 사정 ⇒ 중재 ⇒ 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관리:
의료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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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

문헌
항목

1.
Yantis,
Neiman
(2000)

2.
Lightowler
(2000)

3.
Yantis
(2003)

4.
Woodrow
(2003)

5.
Gramlich
(2006)

6.
Dickerson,

Akhu-Zaheya
(2007)

합계

피부
자극 ✓ ✓ ✓ ✓

6피부
손상 ✓ ✓ ✓

협소
공포증 ✓ ✓ ✓ ✓ ✓ 5
고정 끈
불편감 ✓ ✓ 2
비강
울혈 ✓ ✓ ✓ ✓ 4
콧물
흐름 ✓ 1
비구강
건조증 ✓ ✓ ✓ 3
눈
자극 ✓ ✓ 2
복부
팽만 ✓ ✓ ✓ 3
마스크 주변
공기누출 ✓ ✓ ✓ ✓ ✓ ✓ 6
구강
공기누출 ✓ ✓ 1
Mucous
plugging ✓ 1

흡인 ✓ 1

과탄산증 ✓ 1

소음 ✓ ✓ ✓ ✓ ✓ 5
통증:두통,
치아,인후,
입술

✓ 1

저혈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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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해해해 확확확인인인된된된 주주주요요요 문문문제제제

W시에 위치한 Y대학 병원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을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 86개 중 기록이 미비한 의무기
록 1개,진료용으로 대출 중인 의무기록 5개를 제외하고 80개 전수를 분석하였다.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선정된 주요문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증상 58건(예:답
답함,마스크 착용 불편감,마스크 벗겨냄),복부 불편감 6건,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5건,비구강 건조증 5건,호흡곤란 5건,두통 5건으로 나타났고,나머지
21건은 주요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표 2>.

<표 2>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
N=80

주요문제 항목 빈도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
‘답답하다.’,‘힘들어서 못한다.’,
‘마스크 착용 불편감’,‘마스크 벗겨냄’

58

복부 불편감
‘소화가 안 된다.’,‘속이 더부룩하다.’ 6

비구강 건조증
‘입이 마르다.’,‘코가 건조하다.’ 5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바람이 샌다.’,‘입으로 바람이 나온다.’ 5

두통 5

호흡곤란 5

주호소 기록되지 않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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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끼끼끼치치치는는는 주주주요요요문문문제제제 선선선정정정

문헌과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 중 가장 빈도가 많고,2가지 항목
모두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주된 주요문제로 선정하였다.협소 공포증을 포함한 마
스크 착용과 관련된 증상,마스크 주변의 공기 누출,복부 불편감,비구강 건조증
은 우선순위가 거의 일치하였으나 문헌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한 피부자극과 피부
손상,소음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소음은 비침습적 환기
기의 generator와 관련 있어 환자의 주요문제에서 제외하였고,피부자극과 피부
손상은 비록 문헌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된 주요문제와 일치하지 않았으나,마스
크 착용과 관련된 피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지속할 수 없
는 원인이 되므로 적응 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문제로 선정하였다 <표 3>.

<표 3>문헌과 의무기록 분석으로 확인된 주요문제

주요문제 문헌고찰(No) 의무기록 (n=80)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제 1,2,3,4,6 58건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1,2,3,4,5,6 5건

복부 불편감 2,4,5 6건

비구강 건조증 3,4,5, 5건

피부자극과 피부손상 1,2,3,4,5,6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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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주주주요요요문문문제제제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확인된 환자의 주요문제는 주요문제 관리지침
작성 시 발생 요인에 따라 주요문제 관리지침을 구성하기 위해 신체적,심리적,
기기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주요문제 별 관련 요인 분류는 <표 4>와 같다.

<표 4>주요문제별 관련 요인
요인

주요 문제 심리적 신체적 기기관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제 ○ ○ ○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

복부 불편감 ○

비구강 건조증 ○

피부자극과 피부손상 ○

분류된 주요문제는 문제인식 ⇨ 문제 사정 ⇨ 중재 과정 ⇨ 결과 평가의 순
서로 문제별 중재 영역에 따른 중재 방법과 세부 내용을 작성하였다.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를 환자의 주호소 내용으로 표현하
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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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주요문제 별 주호소 내용

주요문제 주호소 내용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제 “답답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마스크를 벗는 행동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바람이 새요.”
“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복부 불편감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돼요.”

비구강 건조증 “입이 말라요.”
“코가 건조해요.”

피부자극과 피부손상 “콧등이 아파요.”
“얼굴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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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예예예비비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작작작성성성

111...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예예예비비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작작작성성성

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구성 틀에 기초하여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주요문제 관리지침,환자 모니터링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1)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예비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은 문헌의 비침습적 기

계환기 적용 프로토콜(British ThoracicSociety,2002;Gramlich,2006;Sawkins,
2001)을 수정 보완하였다(부록 1참조).

(2)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주요문제 관리지침
예비 주요문제 관리지침 중 5가지 주요문제의 중재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British Thoracic Society Standard of Care Committee(2002), St. John &
Burns(2006), Dickerson & Akhu-Zaheya(2007), Gift & Narsavage(1998),
Gramlich(2006),Hillbertetal.(2000),Lynn-MaHaleWeigand & Carlson(2005),
Woodrow(2003),Yantis(2003),Zozula& Rosen(2001)의 문헌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부록 2~6참조).

(3)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링 항목
환자 모니터 항목은 BritishThoracicSociety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가이드라인

(2002)의 모니터 항목,AmericanThoracicSociety의 급성 호흡부전 의 비침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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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 적용 시 모니터링 항목을 토대로 문헌(Confalonieriet al.,2005;
Demoule et al.,2006;Girault et al.,2003;Meduri,Turner,Abou-Shala,
Wunderink,& Tolley,1996;Merlanietal.,2005;Morettietal.,2000;Nava&
Ceriana,2004;Plant,Owen,& Elliott,2000;Scala,Naldi,Archinucci,Coniglio,
& Nava,2005)을 통해 확인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성공과 실패 예측
요인(부록 10,11참조)포함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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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전전전문문문가가가 집집집단단단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내내내용용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는 각 구성
항목 별로 Downic과 Heath(1974)의 유의한 합의 전문가 수에서 제시된 내용 타당
도 지수(CVI:Contentvalidityindex)를 산출하여 전문가 집단이 7인 일 경우 6인
이상이 3점 또는 4점을 주어 86%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
정하였다.

111...내내내용용용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결결결과과과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항목 중 내용 합의율은 대부
분은 86% 이상이었으나,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수행 내용과 설명 지침의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장점 설명 내용 중 5번 항목은 내용 합의율 71%로 유의한 내용 타당
도 합의율 86% 이하로 나타났다<부록 12>.

내용 타당도 결과 예비 프로그램의 항목 중 ‘적절하다’이상으로 선택된 항목
은 채택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1인 이라도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한 항목은 100%
합의될 때 까지 수정․보완하였다.

222...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용용용 증증증진진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수수수정정정 내내내용용용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1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내용 합의율이
86% 이상이었으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추가,삭제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 수행지침과 설명내용 수정 내용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비침습적 기계환기 수행지침과 설명내용의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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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6>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수정내용

수정 전 수정 후
“혈중 이산화탄소 감소와 산소화를
증가시킵니다.”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게 하고,
산소 수치를 높여줍니다.”로 수정

“비침습적 기계환기는 인공호흡기
의 한 종류로 기도삽관 대신 마스크
를 얼굴에 부착 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얼굴’을 ‘코와 입 주위’로 수정
“마스크를 코와 입 주위에 대고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숨을 쉴 때는 마치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흡할 때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추가
“숨 쉴 때는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밖으
로 머리 내밀고 숨 쉬는 느낌이라서
숨 쉴 때 힘들어요.”로 수정

“기계 환기 치료에 잘 적응해서 숨
찬 증상이 호전되고,혈중 이산화
탄소 수치가 감소하면 기계에서
제공되는 압력을 서서히 줄여
기계 환기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간략하게 수정
“숨 찬 증상이 나아지고,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면 치료를 마치게 됩니
다.”

“인공기도 삽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워 수정
“목에 관을 넣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
다.”

“인공기도 삽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감염 폐렴,인공호흡기 이탈
지연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감소됩니다.“

인공호흡기 이탈 지연을 삭제하고 기
도삽관 으로 인한 부작용을 추가함.
“목에 관을 넣지 않기 때문에 폐렴,
후두 손상,기관지 협착 등과 같은 합
병증 발생이 감소됩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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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수정내용(계속)

수정 전 수정 후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다면 이라
는 단서 추가
“치료를 잘 견디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수정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한다. 가능한 부작용이 있지만,각 부작용에
대한 처치 방법을 설명하여 부작용에
대한 불안 감소 유도함.

“입이나 코가 마르고,입술이 건조해
질 수 있습니다.”

‘입’을 ‘입 안(구강)’으로 수정
“입 안이나 코가 마르고,입술이 건조
해 질 수 있습니다.”

적용할 마스크의 종류를 결정한다. 적용할 마스크의 종류 표기:
안면 또는 비구강 마스크

기계 환기 시작 전 환자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잡게 하고,호흡하는 것이
편안해 질 때까지 얼굴에 대고 숨을
쉬도록 한다.

시술자가 적용하기 전 마스크를 먼저
얼굴에 쓰고 시범을 보이는 것을 추
가

환자가 마스크를 통해 호흡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 고정 끈으로 너무 꽉 조이
지 않게 고정한다.

‘너무 꽉 조이지 않게’를 ‘공기 누출이
되지 않게’로 수정

호흡수,심박동수,호흡곤란 정도의 증
가 또는 감소를 모니터 한다.

모니터 주기를 30분으로 구체화하여
수정

수행 내용과 설명 지침을 체크리스트
의 형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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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 내용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주요문제 관리지침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 내용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문제
사정

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inspiration trigger,expiration
trigger를 확인한다.)

'inspirationtrigger,
expirationtrigger를 확인한
다‘를 ‘Patienttrigger를
확인한다.’로 수정

호흡곤란 척도를 사용하여
호흡곤란 정도롤 확인한다.
호흡부속근(복근,흉쇄유돌근)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가슴-복부의 비동조와 같은
호흡 양상을 확인한다.
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호흡
노력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호흡일량을 확인한다’로
수정 후 각 항목을 호흡일량
을 확인하는 구체적 항목으
로 수정

중재
과정

PaCO₂는 개선되었으나
Pa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FiO₂나 EPAP을 증가시킨다.

‘Pa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
면’을 ‘PaO₂가 증가하지 않
을 경우’로 수정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이 발생 한다면 공기누출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이동한다.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
출이 발생 한다면 공기누출
과 관련된 주요 문제 중재
방법으로 이동한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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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내용(계속)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중재
과정

PaC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산소 공급이 과다한지 평가 후
SpO₂가 85~90%로 유지되도록
FiO₂를 조절 한다.
환자사정 결과 호흡 일량이 증
가하고,기계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1)IPAP,targetpressure또는
volume을 증가시킨다.

2)Inspirationtime,호흡수
증가를 고려한다.

3)가능하다면 다른 기계환기
양식으로 변경을 고려한다.

두 항목의 중재가 동일한
방법이므로 항목을 통합하여
수정
‘PaCO₂가 개선되지 않았
다면 IPAP을 증가시킨다.‘
‘IPAP증가 후 호기량이 적
절한지 모니터한다.’
‘기관지 확장제 투여 시간
간격을 줄인다.’

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신체적 문제가 원인이 아니
라면 심리적 문제 중재방법
으로 이동한다.‘로 수정

Circuit에 문제가 있다면 기기
관련 문제로 이동한다.

‘Circuit에 문제가 있다면
기기관련 문제 중재방법
으로 이동한다.’로 수정

환자의 호흡양상을 관찰한다. 문제 사정과 중복되어 삭제

inspiration trigger,expiration
trigger를 확인한다. 문제 사정 항목으로 이동

I/Eratio,호흡수를 조절한다.
EPAP증가를 고려한다.

중재 과정 수정 후 중복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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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내용(계속)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결과
평가

가슴-복부의 비동조
(chest-abdominal
dyssynchrony)가 나타나지
않는다.

항목 중복으로 삭제

호흡곤란 척도 점수가 증가하
지 않는다.
호흡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이
관찰되지 않는다.

호흡일량의 사정항목에 해당
하므로 ‘호흡일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로 수정

의식수준(GCS)이 감소되지 않
는다.

GCS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하여 ‘의식수준이 GCS≥13으
로 유지 된다.’로 수정

‘마스크를 4시간 이상 지속적
으로 착용한다.’추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문제
사정

‘숨 막힌다’,‘답답하다’와 같은
의사 표현을 하는지 확인한다.

‘숨 막힌다’,‘답답하다’와 같
은 언어적 표현을 확인한다.
‘로 수정

불안한 움직임,안절부절 못하
는 행동을 관찰한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관찰한다.’로 수정

중재
과정

환자와 환자의 지지체계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방법
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필요
시마다 반복 설명한다.

‘환자와 환자의 주 간호 제공
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방법의 필요성과 장점
에 대해 필요시마다 반복 설
명한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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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내용(계속)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중재
과정

환자와 함께 비침습적 기계환
기 치료 지속 시간을 최소 30
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동안 기계환기를 유지하도
록 한다.

‘환자와 함께 비침습적 기계
환기 치료 지속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
정한 시간 동안 기계환기를
유지하도록 격려한다.‘로
수정
‘문제 지속 시 마크스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또는
기기관련 문제로 이동한다.‘
추가

결과
평가

‘숨 막힌다.’, ‘답답하다.’는
언어적 표현의 횟수가 감소
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
관련
문제

문제
사정

Circuit의 공기 누출을 확인한
다.

‘Circuit의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로 수정

중재
과정

‘공기누출 관리지침의 마스크
크기,종류,고정 끈 조임 정
도의 중재방법으로 이동‘
추가

마스크 크기를 sizinggaug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환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교환
한다.
급성기일 경우 24시간이 경과
했거나 또는 환자가 입을 다물
고 숨 쉴 수 있다면 비강 마스
크로 교환한다.

공기누출 관리지침의 마스크
크기,종류,고정 끈 조임 정
도의 중재방법으로 이동 후
항목이 동일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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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내용(계속)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
관련
문제

중재
과정

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
마스크 고정끈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공기누출 관리지침의 마스크
크기,종류,고정 끈 조임 정
도의 중재방법으로 이동 후
항목이 동일하여 삭제

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에서 재조정 한다.

공기누출 관리지침의 마스크
크기,종류,고정 끈 조임 정
도의 중재방법으로 이동 후
항목이 동일하여 삭제

결과
평가

‘Circuit의 공기 누출이 발생
하지 않는다.’추가

공기
누출
관련
문제

문제
사정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양과 누출되는 방향을 확인한
다.

공기 누출 문제가 이미 발생
했으므로 사정 항목에서
삭제

중재
과정

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마스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모니터 간격을 ‘매 30분마다’
로 구체화하여 수정

‘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
를 매 2시간 마다 확인한다.‘
추가

안면 마스크 사용:
1)마스크 조임 정도를 재조정
한다.

2)마스크 조임 정도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한다.

‘안면 마스크 사용:
1)마스크 크기를 확인한다.
2)비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
한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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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내용(계속)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복부
불편감
관련
문제

중재
과정

장음 청진,복부 타진을 통해
복부팽만 증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복부팽만 증상을 매 2시간
마다 확인한다.‘로 수정

‘오심,구토 증상을 매 2시간
마다 확인한다.‘추가

설정된 기도 압이 20cmH₂O
이상일 경우 기도 압을 낮추도
록 한다.

‘설정된 기도압이
20cmH₂O 이상일 경우
기도압을 낮추는 것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다.‘로 수정

비구강
건조증
관련
문제

문제
사정

기계 환기기의 가습 여부 확인
한다.

‘기계 환기기의 가습 작동여
부 확인한다.’로 수정

가습기 온도를 확인한다. ‘설정된 가습기 온도를 확인
한다.’로 수정

중재
과정

구강 섭취가 가능한 환자는 기
계 환기를 쉬는 기간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금기가 아니라면 구강 섭취
가 가능한 환자는 기계 환기
를 쉬는 기간에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한다.’로 수정

‘비구강 건조상태를 매 2시간
마다 확인한다.‘추가

‘가습기 온도를 모니터 한다.’
추가

결과
평가

비․구강 건조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강점막이 갈라져 있지 않
고 촉촉하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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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주요문제 관리지침 수정내용(계속)

주요문제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피부자극
피부손상
관련
문제

중재
과정

피부 손상 없거나,피부 손상
1단계:
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
위에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 드레싱을 부착한
다.

‘피부 보호 드레싱 부착 여
부 확인’의 중재 과정과 동
일하여 ‘피부 보호 드레싱
부착 여부 확인’항목으로 이
동 후 중재 하도록 수정

피부 손상 2단계 이상:
‘호흡부전 환자의 피부는 냉습
하고 건조하여 드레싱이 떨어
질 경우 벗겨지기 쉬우므로 드
레싱 교환 시 2차 피부손상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드레싱 교환 시 2차 피부손
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
다.’로 수정

피부 손상 2단계 이상의 중
재 과정에 ‘매 2시간 마다 피
부 상태를 확인한다.’추가

Hydrocolloid드레싱(Duoderm
CGF)부착 후 피부 상태를 정
기적으로 확인한다.

피부 손상 2단계의 중재 과
정 수정 후 중복 되어 삭제

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 드레싱을 부착한
다.

중재 과정 중복으로 삭제

결과
평가

‘피부 손상이 이미 발생된 경
우는 피부 손상이 더 진행하
지 않는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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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자 모니터링 항목 수정내용
환자 모니터링 항목의 수정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환자 모니터링 항목 수정내용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인공
호흡기
영역

I-PAP,E-PAP,마스크 종류를
1~2시간,4~6시간,24시간 후,
48시간 후 표시

I-PAP,E-PAP,마스크 종류는 설
정을 바꿀 때 마다 기록하는 것으
로 수정

의식
수준

GCS점수 측정 항목과 점수를 표
시하고 합산하도록 추가

복부
팽만

주요문제 사정 체크리스트로 위치
이동하도록 수정

공기
누출

공기 누출량 기록 추가
주요문제 사정 체크리스트로 위치
이동하도록 수정

피부
상태

피부손상 발생 위치 기록 추가
주요문제 사정 체크리스트로 위치
이동하도록 수정

시간 항목에 15분 후 추가

주요문제 사정 항목 추가
-마스크 답답함 추가
-비구강 건조 추가

주요문제 사정 시 질문과 신체
사정을 모두 시행하여 표시 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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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된된된 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
당도 검증을 통하여 수정,보완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은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

도 결과를 반영하여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구성하여 수행과 설명 후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표 9>.

<표 9>수행내용과 설명지침
구성
내용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체크

적용
과정

1.환자 침상 30~40°로 조절

2.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목적 주의 깊게 설명
(환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게 하고,산소 수치를 높여 줍니다.”
“숨 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숨 쉴 때 힘이 덜 들게 합니다.”

3.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과정 설명
“비침습적 기계환기는 마스크를 코와 입 주위에 대고 숨을 쉬는 방법
입니다.”
“마스크를 통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인공호흡기계에서 바람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숨을 쉴 때는 마치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숨 쉴 때 힘들어요.”
“숨찬 증상이 나아지고,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면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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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수행내용과 설명지침(계속)
구성
내용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체크

적용
과정

4.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장점 설명
“이산화탄소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목에 관을 넣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공기도 삽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렴,후두 손상,기관지 협착 등
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감소됩니다.”
“숨 쉬는 것을 도와주어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덜 피로하게
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
고,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도 있습니다.“
“치료를 잘 견디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도 중환자실에 머무는 기간 이
짧아집니다.”
“병원 재원 기간이 짧아집니다.”

5.가능한 부작용과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해결 가능함 설명
“답답함을 느끼거나,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닿은 얼굴의 피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주변으로 공기가 새어 나와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입 안이나 코가 마르고,입술이 건조해 질 수 있습니다.”
“머리,치아,입술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ECG,NBP,SpO₂모니터 부착

7.SpO₂모니터 알람을 환자의 현재 SpO₂의 5% 아래로 설정

8.적용할 마스크 결정 (안면,구강)

9.Sizinggauge로 마스크 크기 측정 후 적절한 크기 선택

10.비골 부위에 Hydrocolloid드레싱 (DuodermCGF)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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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수행내용과 설명지침(계속)

※ 설명 지침은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변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주요문제 관리지침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주요문제 관리지침은 문제인식⇒ 문제사정⇒

중재과정⇒ 결과평가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표 10>.

구성
내용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체크

적용
과정

11.시작 전 시술자(간호사 또는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범 보임

12.환자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잡게 하고,마스크를 통해 호흡이
편안해 질 때까지 얼굴에 대고 숨 쉬도록 함

13.흡기압,호기압,호흡수, 설정

14.환자가 마스크를 통해 호흡하는 것에 적응 되면 고정 끈으로
공기 누출 되지 않게 고정

15.마스크 고정 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임

16.마스크 부착 후 마스크의 정확한 위치,공기 누출 여부
매 30분마다 확인

17.호흡수,심박동수,호흡곤란 정도 변화 매 30분마다 확인

18.산소포화도 증가,분당 환기량 감소,호기량 증가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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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마스크를 벗는 행동

문제
사정

1.혈압,호흡수,호흡음,심박동수를 확인한다.
2.SpO₂를 확인한다.
3.호흡일량을 확인한다
1)호흡곤란 척도(VASscale,10점 척도)를 사용하여 호흡곤
란 정도를 확인한다.

2)호흡 부속근(복근,흉쇄유돌근)사용여부를 확인한다.
3)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와 같
은 호흡양상을 확인한다.

4) 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 여부를 확인한다
4.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1)Patienttrigger를 확인한다.

5.의식수준을 GCS점수로 확인한다.

중재
과정

1.혈압,SpO₂감소 시 담당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비침습적
기계환기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호흡수,심박동수가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하기 전보다
증가 하였다면 ABGA 실시하여 pH,PaO₂,PaCO₂확인
한다.
1)PaCO₂는 개선되었으나 PaO₂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FiO₂나 EPAP을 증가시킨다.

2)PaC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IPAP을 증가시킨다.
3)IPAP증가 후 호기량이 적절한지 모니터한다.

3.의식 수준이 감소했다면(GCS≤13)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
린다.
1)의식 수준이 <13면 담당 의사에게 알려 기도삽관을 고
려한다.

2)의식수준 모니터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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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중재
과정

4.호흡음이 감소되었다면 기관지 확장제 투여 시간 간격을
줄인다.

5.신체적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6.마스크 주변으로 공기 누출이 발생한다면 공기누출과 관련
된 주요문제 관리지침으로 이동한다.

7.Circuit에 문제가 있다면 기기관련 문제 관리지침으로 이동
한다.

결과
평가

1.혈압,호흡수,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2.SpO₂가 90% 이상 유지된다.
3.호흡일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4.기계환기와의 호흡노력이 일치한다.
5.의식수준이 ≥13이상으로 유지된다.
6.마스크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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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마스크를 벗는 행동

문제
사정

1.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관찰한다.
2.마스크를 떼어내려는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3.‘숨 막힌다’,‘답답하다’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하는지 확인
한다.

중재
과정

1.환자와 환자의 주 간호제공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방법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필요시마다 반복 설명한다.

2.치료에 대해 동기부여 되도록 격려하고 코칭 한다.
(의료진& 지지체계)

3.환자와 함께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지속 시간을 최소 30
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 동안 기계환기를 유지하
도록 격려한다.

4.마스크 적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능한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5.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시작 후 4~6시간 경과했다면
15~30분 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둔다.

6.문제 지속 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또는
기기관련 문제로 이동한다.

결과
평가

1.불안한 움직임,마스크를 떼어내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
다.

2.‘숨 막힌다’,‘답답하다’는 언어적 표현의 횟수가 감소한다.
3.마스크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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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
관련
문제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마스크를 벗는 행동

문제
사정

1.적절한 마스크의 크기,종류를 확인한다.
2.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3.공기 필터,circuit의 꼬임 여부,길이를 확인한다.
4.Circuit의 공기 누출을 확인한다.

중재
과정

1.마스크 크기,종류,고정끈의 조임 정도와 관련되었다면
공기누출 관리지침의 마스크 크기,종류,고정 끈 조임 정
도의 중재방법으로 이동한다.

2.공기 필터를 세척․교환한다.
3.Circuit의 꼬임 또는 길이를 조절한다.
4.Circuit의 공기 누출을 차단하거나,Circuit을 교환한다.

결과
평가

1.마스크 부착 후 4시간 이상 유지한다.
2.Circuit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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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공기
누출
관련
문제

문제
인식

‘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문제
사정

1.마스크의 위치를 확인한다.
2.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확인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4.적절한 마스크 크기를 확인한다.
5.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6.비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중재
과정

1.마스크의 위치를 재 고정한다.
2.마스크의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을 매 30분마다 모니터한다.
3.마스크의 위치를 매 30분마다 모니터한다.
4.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조정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인 정도를 매 2시간 마다 확인하다.
6.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이 2개 들어갈 정도
로 유지한다.

7.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8.Sizinggauge를 사용하여 적절한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한
다.

9.환자에게 적당한 크기의 마스크로 교환한다.
10.비강마스크 사용:
1)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므로 입을 다물고 숨을
쉬도록 교육 한다.

2)입을 다물지 못 할 경우 턱 고정 끈을 사용하거나
안면 마스크로 교체 한다.

11.안면 마스크 사용:
1)마스크 크기를 확인한다.
2)비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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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공기
누출
관련
문제

중재
과정

11.비․위관 삽입 중:
1)마스크 주변 공기 누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비․위관
을 위치시킨다.

2)비위관 제거가 가능하다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결과
평가

1.마스크 주변으로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2.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3.눈으로 공기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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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복부
불편감
관련
문제

문제
인식 ‘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문제
사정

1.복부 팽만 여부를 확인한다.
2.오심,구토 증상을 확인한다.
3.설정된 기도 압을 확인한다.

중재
과정

1.복부 팽만 없음:
1)복부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hotbag을 적용하여 복부 불
편감을 완화한다.

2)장음 청진,복부 타진을 통해 복부 팽만 증상을 매 2시간
마다 확인한다.

2.복부 팽만 있음:
1)금식한다.
2)담당 주치의와 비위관 삽입 여부 상의한다.

3.오심,구토 증상 시 항구토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4.구토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흡인되
지 않도록 한다.

5.오심․구토 지속 시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주치의와 상의
한다.

6.오심․구토 증상을 매 2시간마다 확인한다.
7.설정된 기도 압이 20cmH₂O 이상일 경우 기도 압을 낮추
는 것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다.

결과
평가

1.복부 팽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2.복부 불편감이 감소한다.
3.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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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비구강
건조증
관련
문제

문제
인식 ‘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문제
사정

1.비․구강 점막 건조 상태(Mucousplugging포함)를 확인한
다.

2.기계 환기기의 가습기 작동 여부 확인한다.
3.설정된 가습기 온도를 확인한다.
4.가습기 증류수 용량을 확인한다.
5.사용 중인 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중재
과정

1.금기가 아니라면 구강 섭취가 가능한 환자는 기계 환기를
쉬는 기간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2.개인의 요구에 맞게 구강 간호를 2~4시간 마다 시행한다.
3.비구강 건조 상태를 매 2시간마다 확인한다.
4.가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기계 환기기의 가습을 시작한다.
4.기계 환기기 가습을 유지한다.
5.가습기 온도를 35~37°로 조절한다.
6.가습기 온도를 모니터한다.
7.가습기에 증류수 공급하여 증류수 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한다.

8.비강 마스크를 사용 중이라면 입을 다물고 호흡하도록
교육 한다.

9.입을 다물고 호흡할 수 없는 경우 비강 마스크를 안면
마스크로 교체한다.

결과
평가

1.구강 점막이 갈라져 있지 않고 촉촉하다.
2.환자가 비․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 47 -

<표 10>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주요문제 과정 관리지침

피부자극
피부손상
관련
문제

문제
인식 ‘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문제
사정

1.마스크가 닿는 부위의 피부 손상 여부를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 확인한다.

2.마스크가 닿는 얼굴 피부의 피부 보호 드레싱 부착 여부를
확인 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4.마스크 착용 후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중재
과정

1.피부 손상 없거나,피부 손상 1단계:
1)피부보호 드레싱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2)드레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Hydrocolloid드레싱을
부착한다.

3)매 2시간마다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2.피부 손상 2단계 이상:
1)담당 주치의와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상의한다.
2)Hydrocolloid 드레싱을 손상부위를 포함하여 넓게 부착
한다.

3)드레싱 교환 시 2차 피부 손상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기계환기 지속 시 손상된 피부에 압력이 덜 가해지는
마스크로 교환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
로 유지 한다.

4.마스크 고정 끈 조임 정도를 지속 모니터한다.
5.마스크 착용 4시간 경과 후 15~30분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
면서 쉬는 기간을 제공한다.

6.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제거하고 얼굴 세안하는 것으로 피부
손상을 지연 또는 예방한다.

결과
평가

1.콧등(비골)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얼굴 피부의 자극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3.피부손상이 이미 발생된 경우는 피부손상이 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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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링 항목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링 항목은 시간 흐름에 따라 환자의 주

요문제 사정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록지 형태로 작성하였다 <그
림 3>.

<그림 3>환자 모니터링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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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임임임상상상 적적적용용용 가가가능능능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된 급성 호흡부전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항목에 관한 임
상 적용 가능성 평가는 W시에 위치한 Y대학병원에서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
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

(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특성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비침습적 기계환기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기간 동안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
용 받은 환자 중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환자는 총 3명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환자였다.이들은 침습적 기계환기 이탈
후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PaO₂44인 저산소증 또는 PaCO₂63 인
과탄산증을 보였으며 호흡수는 24회 이상,의식수준은 GCS12점 이상이었다.

(2)프로그램 사용자의 특성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5.5세(범위:26~44세)였고,4명 모두 여자였다(100%).

교육 수준은 RN-BSN과정 재학 중 1명,전문학사 1명,학사 1명,석사 1명이었다.
대상자들의 총 근무 경력은 평균 11.87년,대상자 모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
사로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평균 7.87년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간호
경험은 평균 연간 3~4회로 나타났다.비침습적 기계환기 및 적용 방법에 관한 교
육 경험은 기계환기 위크샵 또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위크샵을 통해 교육 받은 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2명,병실 내 자체 교육 또는 경력 간호사를 통한 1:1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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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임임임상상상 적적적용용용 가가가능능능성성성 평평평가가가 결결결과과과

(1)프로그램의 사용 빈도
프로그램의 구성 항목 중 수행지침과 설명내용은 4명의 간호사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작 시 모두 3회 사용하였다.
주요문제 관리지침은 환자의 주요문제 발생 또는 환자 호소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으로 간호사 2인에 의해서 사용되었는데,그 중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
인 것은 비구강 건조증과 관련된 주요문제 관리지침으로 총 3회 사용되었고,그
다음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주요문제 관리지침으로 신체적,기기관련 문제와 관
련된 관리지침이 총 1회,심리적 문제 관리지침이 총 1회,다음으로 공기 누출,복
부 불편감,피부자극 및 피부손상 관리지침이 각각 1회 씩 사용되었다.

주요문제 관리지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1인은 관리지침을 항상 사
용하였고 간호사 1인은 가끔 사용하였다고 답했다.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는 환자 3명 모두 사용하였고,4명의 간호사가 모두 사
용하였다.

(2)프로그램 적용 전․후 경험
대상자들은 전반적인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를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

램 사용 전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프로그램 사용 후 환자 관
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설명이나 중재 시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간호사
자신이 동기화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평가하였다.반면 ‘직접 간호 수행 시간이
증가하여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부담이 되었다’고 답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을 단점으로 기술하였다.

주요문제 관리지침은 사용 후 문제 해결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
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제 중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
복부 불편감 관리지침의 문제 해결 시 도움 정도는 보통으로,공기 누출,비구강
건조증,피부자극 및 피부손상 관리지침의 문제 해결 시 도움 정도는 대체로 도움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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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관리 프로그램의 사용 전․후 경험
은 다음 표와 같다<표 11>.

<표 1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경험 비교

구분 내용

프로그램
적용 전

-예방적 간호 수행 부족
-적극적 수행 부족
-간호 수행 불명확성,불확실성
-간호 수행 시 자신감 부족

프로그램
적용 후

-절차 수행 정확성
-체계적 환자 관리,교육 가능
-예방적 간호 수행 시행
-환자의 신뢰감 상승
-간호 수행 시 자신감 상승
-간호 수행 시 불안감 감소
-적극적 간호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간호 수행에 대한 만족도 상승
-대처 능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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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개선점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 프로그램의 각 구성 항목 별 장·단점과 개선점

은 다음과 같다.

①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의 장․단점과 개선점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의 장점은 체크리스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작 시점의 수행 과정과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고,
설명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특히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경험이 적은 간호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그러나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고 일일이 체
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② 주요문제 관리지침의 장․단점 및 개선점
주요문제 관리지침은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대상자들의 문제 호소 빈도

가 낮거나,환자의 기저 질환으로 인한 인지 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 하였다.그러나 주요문제 관리지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2인은 관리지침을 항상 사용하였고,사용 후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주요문제 관리지침의 장점으로는 문제별로 사정과 중재 내용이 구성
되어 있어 사용 시 편리하나,구성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따라
서 구성 형태를 보기 쉽게 재구성할 것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③ 환자 모니터링 항목의 장․단점 및 개선점
모니터링 항목은 먼저 치료 과정과 치료 결과,환자의 상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었다.동맥혈 가스 분석의 결
과나 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으며,주요문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환자가 ‘주요문제를 호소하기 전에 미리 사정하여 문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단점으로는 프로그램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의 업무
량이 증가하였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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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개
선점은 다음과 같다<표 12>.

<표 12> 장․단점 및 개선점

항목 장점 단점 개선점

설명내용
수행지침

-적극적 중재 가능
-정확한 절차 수행
-중재 효율성
-체계적 구성
-지침서 역할
-교육 자료 역할

-시간 소요 증가

주요문제
관리지침

-체계적 접근 가능
-신속한 문제해결
-발생 가능 문제
예측용이

-문제별 구분으로
사용 편리함

-구성형태 불편함 -구성 형태 변경

환자
모니터링
항목

-환자정보 파악용이
-치료경과 파악용이
-문제발생 전 대처
가능

-직접간호 수행
증가

-시간 소요 증가
-침습적 검사 시행
횟수 증가

-용어변경
-환자 주요문제
호소 빈도
기록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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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최최최종종종 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완완완성성성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
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최종 환자 관
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개발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
리 프로그램은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주요문제 관리지침,환자 모니터링 기록지로
구성되어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는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후 제시된 개선점에 따
라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15분 후의 동맥혈 가스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수정
했다.또 주요문제 사정 체크 항목을 ‘질문’,‘사정’으로 변경하였다.주요문제 관리
지침은 형태 변경에 대한 개선점 지적에 따라 논의에서 의사결정 틀 형태로 주요
문제 관리지침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 완성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은 다
음과 같다<그림 4>.



- 55 -

<그림 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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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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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환자 관리 프로그램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환자의 적응 증진을 돕기 위해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문헌을 통해 확인한 후 각 요소들을 범주화 하여 구성틀을 작성하였고,이 구성틀에
따라 Lane(2005)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관리에서 간호사가 중심적 역할
을 하도록 디자인하고,생리적 지표,산소포화도,비침습적 기계환기기의 설정 상
태,FiO₂,환자의 편안함의 항목으로 구성된 간호 기록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간호 기록지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주화하여 환자 관리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 차이점이다.

본 프로그램은 의료팀과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신속한 대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요문제 관리지침,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로 구성되어 비침습적 기
계환기 적용 시작 시점부터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늦은 실패
가 발생할 수 있는 48시간까지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구성되었다.따
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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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비비비침침침습습습적적적 기기기계계계환환환기기기 적적적응응응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환환환자자자 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및및및 평평평가가가

111...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프로그램 중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과정에 따른 수
행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수행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구성하였으며,특히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중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마스크 착용 시 시행자가 환자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마스크 고정 끈 부착 전 환자가
직접 마스크를 잡고 얼굴에 대고 숨을 쉬게 함으로써,환자가 마스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수행내용 항목 중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사용
자들이 공통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치료 과정 및 비침습적 기계환
기법의 필요성,장점,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와 연령에
따라 핵심 단어는 유지하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변경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
다.특히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필요성과 장점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함으로써 환자
가 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게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자인
간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의료팀의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비침습적 기계환
기의 장점 및 필요성에 대한 의료팀의 인식이 환자의 적응 증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환자에게 환자 개인의 치료를 지속하고자하는 마음가짐과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통해 치료 초기에 호흡곤란 증상의 완화를 경험한 후 환자
가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지속하는 행동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피
드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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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는 비침습적 기계환기기의 기구 유지를 위한 기구의 부착과 수행에 도움
을 제공하고 기기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
행 연구와 부합한다(Dickerson& Akhu-Zaheya,2007).

본 프로그램의 주요문제 관리지침은 문제 발생 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중
재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불편감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선행
연구에서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원하고,발생 가능한 불편감들을 미리 설명하고 충분히 적응할 수 있
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신현자,2007).본 프로그램의 주요문
제 관리지침은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초로 하였고,관리지
침을 각 문제마다 문제인식,문제사정,중재과정,결과평가의 간호 과정 순서로 구
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제시하기 때문에 예방적 중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록지 형태의 환자 모니터링 항목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가이드라인에
서 제시한 환자 모니터링 항목을 기초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과 주요문제 사정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는 주로 비침습적 기계환기 과정 중 치료의 효과와 주요 문
제의 발생을 파악하기 위한 것 외에 치료 중단 상황 발생 및 중단 시점을 파악하
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이것은 규칙적인 동맥혈 가스 분석 모니터가
기도삽관 시점 선택을 위한 정확한 임상 모니터링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
용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Guraultetal.,2003).또한
각 모니터 항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게 하여 환자의 상태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환자 모니터링 항목에 주요문제 체크리스트를 포함시
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문제 사정 시 질문과 신체 사정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
기 때문에 환자가 주요 문제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신체 사정을 통해 의료팀이 문
제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주요문제 관리지침에 포함되는 주요문제들은 문헌 고
찰과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제,마스크 주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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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공기 누출,복부 불편감,비구강 건조증,피부자극과 피부손상의 5가지로 선
정되었다.관리지침에 포함된 5가지 주요문제는 문헌과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서
만 확인되었고 직접적인 환자 관찰을 통한 문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
이 있으나,신현자(2007)의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의 불편감과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가 경험한 신체적 불편감 중
‘마스크로 인한 답답함’,‘마스크로 인해 얼굴이 아픈 것‘,’입이 마른 것’,‘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대부분의 문제들에서 문
헌과 의무기록지가 거의 일치됨을 보였으나,피부자극과 피부손상의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났고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지에서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또한 분석에 사용한 의
무기록지 80건 중 환자의 주호소 또는 주요문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이것은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는 환자들
에게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적 간호 수행을 하지 않았거나,수행 후 기록 누락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이다.따라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발생 가능한 주요문제와
문제발생 시 해결방법과 기록의 중요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본 프로그램의 주요문제 관리지침의 개발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
겠다.

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는 적용 대상자와 사용자의 수가 적어 일
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결과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
용 프로그램 사용 전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사용 후에는 환자에게 명확
한 근거에 의해 수행되므로 수행 시 자신감이 있고 간호사 자신의 만족도가 높아
지고 불안감이 덜 하며,환자에게 신뢰감 제공하였다고 평가되어 본 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임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이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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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ff(2007)등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임상 수행 가이드라인이 치료를 적용하는 임
상가의 개인적 임상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편안
하게 하고,환자의 안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또한 침습적 기계환기 치료가 필요
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경험이 적은 간호사들을 긴장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Sawkins,2001)본 프로그램 사용 후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응처럼 본 프로그램은
경험이 적은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의 사용 후에는 환자에게 수행해야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게 되었으며,간호 수행 또는 환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간호 수행에
도 만족도가 높았지만,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낀다
고 평가되었다.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환자 3명이 모두
응급 중환자실과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이 중환자
실의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은 1:4또는 1:5이고 환자의 중증도를 포함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환경을 고려할 때 임상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간호사들이 본 수
행내용 및 설명지침의 사용에 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중환
자실에서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이 1:1또는 1:2이거나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팀의
구성이 의사와 간호사외에도 호흡 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선
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가이드라인에서도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을 1:1로 제시하고 있어(Sinuffetal.,2003)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간호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환자 관리 활동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들의 역할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문제 관리지침은 적용 빈도가 낮았는데,이것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환자
의 문제 호소 빈도가 낮은 이유도 있겠으나 주요문제 관리지침의 구성 형식이 사
용하기 불편함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가이드라인 사
용 장애 요인 중 한 가지가 가이드라인의 구성 형태인데 그 구성이 너무 길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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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해 응급 상황에서 따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Sinuff(2007)등의 연구
결과로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추후 주요문제 관리지침의 구성 내용을 바탕으로
임상 의사 결정에 유용한 형태의 주요문제 관리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이에 본 연구자는 주요문제 관리지침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틀 형태로 주요문제 관리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5>.그 외 주
요문제 관리지침 안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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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사결정 틀 형태의 주요문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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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사결정 틀 형태의 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 65 -

<그림 4>의사결정 틀 형태의 주요문제 관리지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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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는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파악
하는데 용이하다는 평가 외에 동맥혈 가스 분석을 15분,1~2시간,4~6시간 간격
으로 시행하도록 해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과 더불어 시행 초기에 간호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고 평가되었다.Chevrolet,Jolliet,Abajo,Toussi와 Louis(1991)는 비침
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시 환자가 잘 적응하는지 모니터하는 것이 간호사들에게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제시한 반면 Hilbert(2000)등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하였다.다른 연구에서도 적
용 시작 후 첫 8시간 또는 12시간이 지나면 간호사들의 간호업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Navaetal.,1997;Plant,Qwen,& Elliott,2000)주로 비침습적 기
계환기 적용 초기에 간호사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본 프로그램의
구성 상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작 시점에서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을 사용하
고,환자 모니터링 항목 중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작 후 6~8시간까지 시행할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과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모니터 사항이므로 인
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시행과 추후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포함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급성 호흡부전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환자의 적응 증
진을 위한 임상 수행 지침의 필요성에 따라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 증진,합병
증 예방 관리,적극적인 환자 모니터를 시행하여 급성 호흡부전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전문가 타당도를 통해 확인된 구성 항목들은 추후 의사
결정틀의 형태로 임상 의사 결정 틀의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적용 대상
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개발된 임상 지침이 임상 간호사
들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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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의 프로그램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는 위해 W시의 Y대학 병원 응급
중환자실과 내과계 중환자실에 이루어졌다.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기간 동안 본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환자와 사용자의 수가 적고,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적어
본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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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시 환자의 적응 증
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된 방
법론적 연구이다.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틀을 작성하였으며,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은 환
자들의 주요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주요문제
를 확인하고,가장 빈도가 많고 2가지 항목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주요문제를 선정
하였다.프로그램의 구성틀과 확인된 주요문제를 기반으로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
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작성된 예비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
까지 W시에 위치한 Y대학 병원에서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는 만성 폐쇄
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환자 3명에게 수정․보완된 프로그
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4명에게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문
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기초로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에 대한 적응 증진,신속한 대처 빛 합병증 관리,모니
터링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범주화 하여 구성틀을 작성하였다.

2)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문제는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주요문제에 기초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W
시에 위치한 Y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실,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동에서 비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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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계환기를 적용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 총 86개 중 열람이 가능했던 80개 전
수를 분석하여,2가지 항목에서 일치하는 주요문제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
제’,‘공기누출’,‘복부불편감’,‘비구강 건조증’,‘피부자극과 피부손상’으로 주요문제
를 선정하였다.

3)비침습적 기계환지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틀에 따
라 문헌을 기초로 하여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주요문제 관리지침,환자 모니터링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
을 작성하였다.

4)작성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예비 프로그램은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 까지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였다.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CVI가 86%이상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을 100% 합의
될 때까지 수정․보완하여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5)수정 보완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항목에 대해 W시에 위치한 Y
대학병원에서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간호사 4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결과 프로그램 사용 전과 비교하여 환자관리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간호사들에게 자신감과 프로
그램 사용에 대한 동기화가 되었지만 수행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평
가되었다.또한 주요문제 관리지침이 환자들의 문제 해결 시 유용하지만 구성 형
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환자 모니터링 항목은 환자의 상태 파악에 용이하
나 동맥혈 가스 분석 시행 시간 간격에 대한 조절이 개선점으로 평가되었다.

6)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 후 제시된 개선점에 따라 주요문제 관리지침을 의
사결정 틀 형태로 제안하였고,환자모니터링 항목의 동맥혈 가스분석 시행 시간을
조절하여 최종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은 비침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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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 적용 시작 시점부터 기계환기 이탈 시점까지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들
에게 관리 지침이 되고,체계적인 환자 교육과 관리를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에 대한 의료진들의 인식과 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
를 제언한다.

2.주요문제 관리지침의 구성 항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틀 형태의 관리지침
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3.장기간에 걸친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71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김기연 (2001).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
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5).호흡기학.서울 :군자출판사.
설영미,박영은,김서린,이재형,이수진,김기욱 등 (2006).호흡부전 환자에서 비

침습적 양압환기법의 적용.결핵 및 호흡기질환,61(1),26-33.
신현자 (2007).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의 불편감과 간호요구,성균관대학

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식,김춘길 외 공역 (2001).로이 적응 모형.서울 :현문사.
이성순,임채만,김백남,고윤석,박평환,이상도 등 (1996).급성 환기부전과 산소

화부전에서 비침습적 환기법의 비교.결핵 및 호흡기질환,43(6),987-996.
조영복,김기범,이학준,정진흥,이관호,이현우 (1996).만성 기도폐쇄환자에서 급

성 호흡 부전시 BiPAP 환기법의 치료 효과.결핵 및 호흡기질환,43(2),
190-200.

중환자전문간호교육과정협의회 역(2007).순환․호흡기계 중환자 간호.서울:군자
출판사

American Thoracic Society (1999). Dyspnea mechanisms, assessment, and
management:A consensus statement.American JournalofRespiratory
CriticalCareMedicine,159,321-340.

American Thoracic Society (2001).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 in
IntensiveCareMidicine:NoninvasivePositivePressure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 Failure.American JournalofRespiratory and Critical
CareMedicine,163,283-291.

Antonelli,M.,Conti,G.,Rocco,M.,Bufi,M.,DeBlasi,R.A.,& Vivino,G.et
al.(1998).A comparisonofnoninvasivepositive-pressureventilationand
conventionalmechanicalventilation in patientswith acuterespiratory



- 72 -

failure.Thenew EnglandJournalofMedicine,139(7),429-435.
Antonelli,M.,Pennisi,M.A.,& Montini,L.(2005).Clinicalreview:Noninvasive

ventilation in theclinicalsetting experiencefrom thepast10years.
CriticalCare,9(1),98-103.

Baillard,C.,Fosse,J.P.,Sebbane,M.,Chanques,G.,Vincent,F.,& Couroubla,P.
etal.(2006).Noninvasiveventialtion improvespreoxygenation before
intubation of hypoxic patients.American JournalofRespiratory and
CriticalCareMedicine,174(2),171-177.

Behrendt,C.E.(2000).AcuterespiratoryfailureintheUnitedState.Incidence
and31-Daysurvival.Chest,118,1100-1105.

British Thoracic Society Standard ofCare Committee (2002).Non-invasive
ventilationin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Brochard,L.,Mancebo,J.,Wysocki,M.,Lofaso,F.,Conti,G.,& Rauss,A.et
al.(1995).Noninvasiveventilation foracuteexacerbationsofchronic
obstructivepulmonary disease.Thenew EnglandJournalofMedicine,
333(13),817-822.

Chevrolet,J.C.,Jolliet,P.,Abajo,B.,Toussi,A.,& Louis,M.(1991).Nasal
positivepressureventilation in patientwith acuterespiratory failure.
Chest,100(3),775-782.

Christie,H.A.& Goldstein,L.S.(2003).Egan'sFundermentalofRespiratory
Care.editedbyWilkinsRL,StollerJK,& ScanlanCL.8thed.St.Lous:
Mosby

Churay,M.,& Burns,S.M.(2005).AACN EssentialsofCriticalCareNursing.
New york.McGraw Hill.543.

Confalonieri,M.,Garuti,G.,Cattaruzza,M.S.,Osborn,J.F.,Antonelli,M.,&
Conti,G.etal.(2005).A chartoffailureriskfornoninvasiveventilaiton
inpatientwithCOPD exacerbation.EurRespirJ,25(Nov2),348-355.

Demoule,A.,Girou,E.,Richard,J.C.,Taille,S.,& Brochard,L.(2006).Increased



- 73 -

useofnoninvasiveventilationinFrenchintensivecareunits.Intensive
CareMed,32,1747-1755.

DeVito,A.J.(1990).Dyspneaduringhospitalizationsforacutephaseofillness
as recalled by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ulmonaryCare,19(2),186-191.

Dickerson,S.S.& Akhu-Zaheya,L.(2007).Lifechangeinindividualsdiagnosed
with sleep apneawhileaccommodating to continuouspositiveairway
pressure(CPAP)devices.RehabilitationNursing,32(60),241-250.

Dickerson,S.S.& Kennedy,M.C.(2006).CPAP Devices:Encouragingpatients
withsleepapnea.RehabilitationNursing,31(3),114-122.

Esteban, A., Frutos-Vivar, F., Ferguson, N.D., Arabi, Y., Apezguia, C.,
& Gonzalez,M.etal.(2004).Noninvasivepositivepressure ventilation
for respiratory failure after extubatio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350(24),2452-2460.

Flaatten,H.,Gjerde,S.,Guttormsen,A.B.,Haugen,O.,Hoivik,T.,& Onarheim,
H.et al.(2003).Outcome after acute respiratory failure is more
dependentondysfunctioninothervitalorgansthanontheseverityof
therespiratoryfailure.CriticalCare,7(4).

Gift,A.G.& Narsavage,G.(1998).Validityofthenumericratingscaleasa
measureofdyspnea.AmericanJournalofCriticalCare,7(3),200-204.

Girault,C.,Briel,A.,Hellot,M.F.,Tamion,F.,Woinet,D.,& Leroy,J.etal.
(2003).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inclinicalpractice:A 2-year
experience in a medicalintensive care unit.Crit Care Med,31(2),
552-559.

Girou,E.,Schortgen,F.,Delclaux,C.,Brun-Buisson,C.,Blot,F.,& Lefort,Y.et
al. (2000). Association of noninvasive ventilation with nosocomial
infectionsandsurvivalincriticallyillpatients.JAMA,284(18),2361-2367.

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and clinicalapplication.



- 74 -

EditedbyPilbeam,S.P.& Cairo,J.M.2nded.St.Lous:Mosby
Guerin,C.,Girard,R.,Chemorin,C.,DeVarax,R.,& Fournier,G.(1997).

Facialmask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reducestheincidenceof
nosocomialpneumonia.IntensiveCareMed,23,1024-1032.

Hill,N.S.(2003).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for respiratory
failurecausedbyexacerbationsof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
astandardcare?.CritCare,7(6),400-401.

Hillbert,G.,Gruson,D.,Vargas,F.,Valentino,R.,Gbikpi-Benissan,G.,&
Dupon,M.etal.(2001).Noninvasiveventilation in immunosuppressed
patientswithpulmonaryinfiltrates,fever,and acuterespiratoryfailure.
NewEnglandJournalofMedicine,344(7),481-487.

Hillbert,G.,Gruson,D.,Vargas,F.,Valentino,R.,Portel,L.,& Gbikpi-Benissan,
G.(2000).Noninvasiveventilationforacuterespiratoryfailure.Quitelow
timeconsumptionfornurses.EurRespirJ,16,710-716

Ho,R.& Boyle,M.(2000).Non-invasivepositivepressreventilationinacute
respiratory failure:providing competentcare.Australian CriticalCare,
13(4),135-143.

Honrubia,T.,GarciaLopez,F.,Tranco,N.,Mas,M.,Guevara,M.,& Daguerre,
M.etal.(2005).Noninvasivevsconventionalmechanicalventilationin
acuterespiratoryfailure.Chest,128,3916-3924.

Joffe,D.& Berend,N.(1997).Assessmentand managementofdyspnea.
Respirology,2,33-43.

Lane,S.(2005).Theimplementation ofanurse-provided,ward-based bilevel
non-invasiveventilationservice.IrMedJ,98(3),80-83.

Lewandowski,K.,Metz,J.,Deutschmann,C.,Preib,H.,Kuhlen,R.,& Artgas,
A.etal.(1995).Incidence,severity,and mortalityofacuterespiratory
failurein Berlin,Germany.American JournalofRespiratoryCriticalCare
Medicine,151,1121-1125.



- 75 -

Liesching,T.,Kwok,H.,& Hill,N.S.(2003).Acuteapplicationofnoninvasive
positivepressureventilation.Chest,124(2),699-713.

Lightowler,J.V.& Elliott,M.W.(2000).Predictingtheoutcomefrom NIV for
acuterespiratoryexacerbationofCOPD.Chest,55(10),815-816.

Lopez,E.B.,Diaz,J.S.,Lopez,S.,Florez,J.V.,& Olivares,P.G. etal.(2008).
Epidemiology and outcome in acute respiratory failure.CriticalCare,
12(suppl2),493.

Lopez-Campos,J.L.,Polo,C.G.,Jimenez,A.L.,Arnedillo,A.,Gonzalez-Moya,E.,
& Berni,J.J.F.(2006).Stafftraininginfluenceonnon-invasiveventilation
outcomeforacutehypercapnicrespiratoryfailure.MonaldiArchChestDis,
65(3),145-151.

Luhr,O.R.,Antonsen,K.,Karlsson,M.,Aardal,S.,Thorsteinsson,A.,& Frostell,
C.G.etal.(1999).Incidenceandmortalityafteracuterespiratoryfailure
and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Sweden,Denmark,and
Iceland.American Journal ofRespiratory Critical Care Medicine,159,
1849-1861.

Lui,H.,Zhang,T.,& Ye,J.(2007).Analysisofrisk factorsforhospital
morta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requiringinvasivemechanicalventilation.ChinMedJ,120(4),287-293.

Lynn,M.R.(1986).Determinationandquantificationofcontentvalidity.Nursing
Research,35(6),382-385.

Lynn-MaHaleWeigand,D.J.& Carlson,K.K.(2005).AACN ProcedureManual
forCriticalCare5thed.St.Lous:ElsevierSaunders

Mahler,D.A.,Harver,A.,Lentine,T.,Scott,J.A.,Beck,K.,& Schwartzstein,
R.M.(1996).Descriptorsofbreathlessnessin cardiorespiratory disease.
AmericanJournalofCriticalCareMedicine,154,1357-1363.

Meduri,G.U.,Turner,R.E.,Abou-Shala,N.,Wunderink,R.,& Tolley,E.(1996).
Noninvasivepositivepressureventilation viafacemask.Chest,109(1),



- 76 -

179-193.
Mehta,S.& Hill,N.S.(2001).Noninvasive ventilation.American Journalof

CriticalCareMedicine,163,540-577.
Merlani,P.G.,Pasquina,P.,Granier,J.M.,Treggiari,M.,Rutschmann,O.,&

Ricou,B.(2005).Factorsassociated withfailureofnoninvasivepositive
pressureventilation in theemergency department.AcademicEmergency
Medicine,12(12),1206-1215.

Moretti,M.,Cilione,C.,Tampieri,A.,Francchia,C.,Marchioni,A.,& Nava,S.
(2000).Incidence and causes of non-invasive mechanicalventilation
failureafterinitialsuccess.Thorax,55(10),819-825.

Moy,M.L.,Lantin,M.L.,Harver,A.,& Schwartzstein,R.M.(1998).Languageof
dyspnea in assessmentofpatients with acute asthma treated with
nebulized albuterol.American JournalofRespiratory and CriticalCare
Medicine,158,749-753.

Nava,S.,Ambrosino,N.,Clini,E.,Prato,M.,Orlando,G.,& Vitacca,M.etal.
(1998).Noninvasivemechanicalvantilarionintheweaningofpatient
withrespiratoryfailuredueto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
AnnInternalMed,128,721-728.

Nava,S.,Carbone,G.,DiBattista,N.,Bellone,A.,Baiardi,P.,& Cogentini,R.et
al.(2003).Non-invasiveventilationincardiogenicpulmonaryoedema:a
multicenterrandomizedtrial.Am JRespirCritCareMed,168,1432-1437.

Nava,S.& Ceriana,P.(2004).Causesoffailureofnoninvasivemechanical
ventilation.RespiratoryCare,49(3),295-303.

Nava,S.,Evangelisti,I.,Rampulla,C.,Compagnoni,M.L.,Fracchia,C.,&
Rubini,F.(1997).Human andfinancialcostsofnoninvasivemechanical
ventialtion in patientsaffected byCOPD and acuterespiratoryfailure.
Chest,111(6),1631-1638.

Nava,S.,Navalesi,P.& Conti,G.(2006).Timeofnon-invasiveventilation.



- 77 -

IntensiveCareMed,32,361-370.
Nourdine,K.,Combes,P.,Carton,M.J.,Beuret,P.,Cannamela,A.,& Ducreux,

J.C.(1999).Does noninvasive ventilation reduce the ICU nosocomial
infection risk? A prospective clinicalsurvey.IntensiveCareMed,25,
567-573.

Plant,P.K.,Owen,J.L.,& Elliott,M.W.(2000).Early use ofnon-invasive
ventilation for acute exacerbations of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n general respiratory wards: a multicentre randomised
controlledtrial.Lancet,355(June3),1931-1935.

Quinnell,T.G.,Pilsworth,S.,Shneerson,J.M.,& Smith,I.E.(2006).Prolonged
invasiveventilation followingacuteventilatoryfailurein COPD.Chest,
129(1),133-139.

Ray,P.,Birolleau,S.,Lefort,Y.,Becquemin,M.,Beig,C.,& Isnard,R.etal.
(2006).Acuterespiratoryfailureintheelderlyelman:etiology,emergency
diagnosisandprognosis.CriticalCare,10(3),151-162.

Sawkins,D.(2001).Non-invasivepositivepressureventilation.NTPLUS,97(26),
52-54.

Scala,R.,Naldi,M.,Archinucci,I.,Coniglio,G.,& Nava,S.(2005).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in patients with acute exacerbations of
COPD andvaryinglevelsofconsciousness.Chest,128(3),1657-1666.

Simon,M.,Schwartzstein,R.M.,Woddrow Weiss,J.,Lahive,K.,Fenci,V.,&
Teghtsoonian,M.etal.(1989).Distinguishablesensationofbreathlessness
induced in normalvolunteers.AmericanReview RespiratoryDisease,140,
1021-1027.

Simon,M.,Schwartzstein,R.M.,Woodrow Weiss,J.,Fenci,V.,Teghtsoonian,
M.,& Weinberger,S.E.(1990).Distinguishable types ofdyspnea in
patientswithshortnessofbreath.AmericanReviewRespiratoryDisease,142,
1009-1014.



- 78 -

Sinuff,T.,Cook,D.J.,Randoll,J.,& Allen,C.J.(2003).Evaluationofapractice
guideline for noninvasive positive-pressure ventilation for acute
respiratoryfailure.Chest,123(6),2062-2073.

Sinuff,T.,Kahnamoui,K.,Cook,D.J.,& Giacomini,M.(2007).Practice
Guidelinesasmultipurposetools:A QualitativeStudyofNoninvasive
Ventilation.CritCareMed,35(3),776-782.

Sinuff,T.& Keenan,S.P.(2004).Clinicalpracticeguidelinefortheuseof
noninvasivepositivepressureventilation in COPD patienrswith acute
respiratoryfailure.JournalofCriticalCare,19(2),82-91.

Spector,N.,Connolly,M.A.,& Carson,K.K.(2007).Applying research to
bedsidepractice.AACN AdvancedCriticalCare,18(1),45-60.

St.John,R.E.& Burns,S.M.(2006).AACN EssentialsofCriticalCareNursing.
EditedbyChulayM,BurnsSM.New york.McGraw Hill.543.

Sullivan,C.E.,BerthonJones,M.,& Issa,F.G.(1983).Reversalofobstructive
sleepapnoeabycontinuouspositiveairwaypressureappliedthroughthe
nares.Lancet,1,862-865.

Tavlor,C.,Lillis,C.,& LeMone,P.(2001).Fundamentalsofnursing:TheArtof
ScienceofNursingCare,4thed.Philadelphia:Lippincott.

TheIrishCriticalCareTrialsGroup.(2008).Acutelunginjuryandthe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Ireland: a prospective audit of
epidemiologyandmanagement.CriticalCare,12(1).

Vines,D.L.(2003).Egan'sFundermentalofRespiratoryCare.editedbyWilkins
RL,StollerJK,& ScanlanCL.8thed.St.Lous:Mosby

Woodrow,P.(2003).Using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ward:part1.
NursingStandard,18(1),39-44.

Yantis,M.N.(2003).Assistingpatientsusingpositiveairwaypressuretherapy.
HomeCareNurse,21(3),160-167.

Yantis,M.N.& Nieman,W.(2000).RestingeasywithPAPtherapy.Nursing,



- 79 -

30(4),62-64.
Zozula,R.& Rosen,R.(2001).Compliancewith continuouspositiveairway

pressuretherapy:assessingand improvingtreatmentoutcomes.Current
OpinioninPumonaryMedicine,7,391-398.



부 록



- 81 -

<부록 1>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

구성 내용 수행 내용 및 설명 지침

적용 과정

1.환자의 침상을 30~40°가 되도록 조절한다.
2.환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목적,방법,장점,가능한
부작용 등을 주의 깊게 설명한다.(따옴표 안은 설명 내용임)
1)“혈중 이산화탄소 감소와 산소화를 증가시킵니다.”
2)“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3)“숨 쉴 때 힘이 덜 힘들게 합니다.”
3.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는 인공호흡기의 한 종류로 기도삽관

대신 마스크를 얼굴에 부착 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2)“마스크를 통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인공호흡기계에서 바람
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3)“숨을 쉴 때는 마치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
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 “기계 환기 치료에 잘 적응해서 숨찬 증상이 호전되고,혈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면 기계에서 제공되는 압력을 서
서히 줄여 기계 환기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4.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장점을 설명한다.
1)“이산화탄소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인공기도 삽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인공기도 삽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감염 폐렴,인공호흡

기 이탈 지연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감소됩니다.“
4)“숨 쉬는 것을 도와주어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덜 피로
하게 됩니다.”

5)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도 있습니다.“
7)“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8)“경우에 따라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도 중환자실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9) “병원 재원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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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예비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의 구체적 구성 내용(계속)

구성 내용 수행내용 및 설명 지침

적용 과정

5.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한다.
1)“마스크를 얼굴에 부착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거나,질식

할 것 같은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마스크가 닿은 얼굴의 피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코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마스크 주변으로 공기가 새어 나와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6)“입 안이나 코가 마르고,입술이 건조해 질 수 있습니다.”
7)“머리,치아,입술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ECG,NBP,SpO₂모니터를 부착한다.
7.SpO₂모니터의 알람을 환자의 현재 SpO₂의 5% 아래로
설정하여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것을 방지한다.

8.적용할 마스크를 결정한다.
9.Sizinggauge를 사용하여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고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10.비골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한 Hydrocolloid드레싱 (Duoderm
CGF)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부착한다.

11.기계 환기 시작 전 환자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잡게 하고,호흡
하는 것이 편안해 질 때까지 얼굴에 대고 숨을 쉬도록 한다.

12.인공호흡기에 흡기압과 호기압,호흡수,투여할 산소분압을 설
정 한다.

13.환자가 마스크를 통해 호흡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 고정 끈으
로 너무 꽉 조이지 않게 고정한다.

14.마스크 고정 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인다.
15.마스크 부착 후 마스크의 정확한 위치,공기 누출 여부를

매 30분마다 확인한다.
16.호흡수,심박동수,호흡곤란 정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매 30분
마다 확인한다.

17.산소포화도 증가,분당 환기량 감소,호기량 증가를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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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예비 수행내용 및 설명지침의 구체적 구성 내용(계속)

구성 내용 수행내용 및 설명 지침

적용 과정 18.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15분 후 ABGA를 실시하여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의 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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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관리지침
간호 과정 관리 지침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마스크를 벗는 행동
-신체적 문제

문제 사정

1.혈압,호흡수,호흡음,심박동수를 확인한다.
2.SpO₂를 확인한다.
3.호흡곤란 척도(VASscale,10점 척도)를 사용하여 호흡곤란 정
도를 확인한다.

4.호흡 부속근(복근,흉쇄유돌근)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와 같은 호
흡양상을 확인한다.

6.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 여부를 확인한다
(호흡 일량 증가 여부 사정).

7.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8.의식수준을 GCS점수로 확인한다.

중재 과정

1.혈압,SpO₂감소 시 담당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비침습적 기
계환기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호흡수,심박동수가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하기 전보다 증
가 하였다면 ABGA 실시하여 pH,PaO₂,PaCO₂확인한다.

1)PaCO₂는 개선되었으나 Pa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FiO₂
나 EPAP을 증가시킨다.

2)PaC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산소 공급이 과다한지 평가
후 SpO₂가 85~90%로 유지되도록 FiO₂를 조절 한다.

3.환자사정 결과 호흡 일량이 증가하고,기계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1)IPAP,targetpressure또는 volume을 증가시킨다.
2)Inspirationtime,호흡수 증가를 고려한다.
3)가능하다면 다른 기계환기 양식(mode)으로 변경을 고려한
다.

4.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5.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 한다면 공기누출과 관
련된 주요 문제로 이동한다.

6.Circuit에 문제가 있다면 기기관련 문제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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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관리지침(계속)

간호 과정 관리 지침

중재 과정

7.환자의 호흡양상을 관찰한다.
8.inspirationtrigger,expirationtrigger를 확인한다.
9.I/Eratio,호흡수를 조절한다.
10.EPAP증가를 고려한다.
11.의식 수준이 감소했다면(GCS≤13)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린

다.
12.의식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결과 평가

1.혈압,호흡수,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2.SpO₂가 90% 이상 유지된다.
3.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와 같은
호흡양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4.호흡곤란 척도 점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5.호흡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6.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이 관찰되지 않는다.
7.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이 일치한다.
8.의식수준(GCS)이 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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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관리지침
간호 과정 관리지침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마스크를 벗는 행동
-심리적 문제

문제 사정
1.불안한 움직임,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관찰한다.
2.마스크를 떼어내려는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3.‘숨 막힌다’,‘답답하다’와 같은 의사 표현을 하는지 확인한다.

중재 과정

1.환자와 환자의 지지체계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방법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필요시마다 반복 설명한다.

2.치료에 대해 동기부여 되도록 격려하고 코칭 한다.
(의료진& 지지체계)

3.환자와 함께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지속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 동안 기계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4.마스크 적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능한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5.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시작 후 4~6시간 경과했다면 15~30분
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둔다.

결과 평가
1.불안한 움직임,마스크를 떼어내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2.‘숨 막힌다’,‘답답하다’는 의사 표현의 횟수가 감소한다.
3.마스크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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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관리지침

간호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마스크를 벗는 행동
-기기관련 문제

문제 사정

1.적절한 마스크의 크기,종류를 확인한다.
2.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3.공기 필터,circuit의 꼬임 여부,길이를 확인한다.
4.Circuit의 공기 누출을 확인한다.

중재 과정

1.마스크 크기를 Sizinggaug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환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교환한다.
3.급성기일 경우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환자가 입을 다물고
숨 쉴 수 있다면 비강 마스크로 교환한다.

4.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6.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조정 한다.

7.공기 필터를 세척․교환한다.
8.Circuit의 꼬임 또는 길이를 조절한다.
9.Circuit의 공기 누출을 차단하거나,Circuit을 교환한다.

결과 평가 1.마스크 부착 후 4시간 이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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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예비 공기 누출 관리지침

간호 과정 관리지침

문제 인식 ‘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문제 사정

1.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양과 누출되는 방향을 확인한다.
2.마스크의 위치를 확인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확인한다.
4.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5.적절한 마스크 크기를 확인한다.
6.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7.비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중재 과정

1.마스크의 위치를 재 고정한다.
2.마스크의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3.마스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4.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조정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이 2개 들어갈 정도로
유지한다.

6.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7.Sizinggauge를 사용하여 적절한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한다.
8.환자에게 적당한 크기의 마스크로 교환한다.
9.비강마스크 사용:
1)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므로 입을 다물고 숨을
쉬도록 교육 한다.

2)입을 다물지 못 할 경우 턱 고정 끈을 사용하거나
안면 마스크로 교체 한다.

10.안면 마스크 사용:
1)마스크 조임 정도를 재조정한다..
2)마스크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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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예비 공기 누출 관리지침(계속)

간호 과정 관리지침

중재 과정

11.비․위관 삽입 중:
1)마스크 주변 공기 누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비․위관을
위치시킨다.

2)비위관 제거가 가능하다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결과 평가
1.마스크 주변으로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2.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3.눈으로 공기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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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예비 복부 불편감 관리지침

간호 과정 관리지침
문제 인식 ‘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문제 사정
1.복부 팽만 여부를 확인한다.
2.오심,구토 증상을 확인한다.
3.설정된 기도 압을 확인한다.

중재 과정

1.복부 팽만 없음:
1)복부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hotbag을 적용하여 복부 불편감
을 완화한다.

2)장음 청진,복부 타진을 통해 복부 팽만 증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복부 팽만 있음:
1)금식한다.
2)담당 주치의와 비위관 삽입 여부 상의한다.
3.오심,구토 증상 시 항구토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4.구토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흡인되지 않
도록 한다.

5.오심․구토 지속 시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주치의와 상의한다.
6.설정된 기도 압이 20cmH₂O 이상일 경우 기도 압을 낮추도록
한다.

결과 평가
1.복부 팽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2.복부 불편감이 감소한다.
3.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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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예비 비․구강 건조증 관리지침

간호 과정 관리지침

문제 인식 ‘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문제 사정

1.비․구강 점막 건조 상태(Mucousplugging포함)를 확인한다.
2.기계 환기기의 가습 여부 확인한다.
3.가습기 온도를 확인한다.
4.가습기 증류수 용량을 확인한다.
5.사용 중인 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중재 과정

1.구강 섭취가 가능한 환자는 기계 환기를 쉬는 기간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2.개인의 요구에 맞게 구강 간호를 2~4시간 마다 시행한다.
3.가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기계 환기기의 가습을 시작한다.
4.기계 환기기 가습을 유지한다.
5.가습기 온도를 35~37°로 조절한다.
6.가습기에 증류수 공급하여 증류수 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한다.

7.비강 마스크를 사용 중이라면 입을 다물고 호흡하도록 교육
한다.

8.입을 다물고 호흡할 수 없는 경우 비강 마스크를 안면 마스크
로 교체한다.

결과 평가 1.비․구강 건조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2.환자가 비․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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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예비 피부 자극,피부 손상 관리지침

간호 과정 관리지침
문제 인식 ‘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문제 사정 1.마스크가 닿는 부위의 피부 손상 여부를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 확인한다.
2.마스크가 닿는 얼굴 피부의 피부 보호 드레싱 부착 여부를
확인 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4.마스크 착용 후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중재 과정 1.피부 손상 없거나,피부 손상 1단계:
1)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
드 레싱을 부착한다.

2)Hydrocolloid드레싱(Duoderm CGF)부착 후 피부 상태를 정기적
으로 확인한다.

2.피부 손상 2단계 이상:
1)담당 주치의와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상의한다.
2)Hydrocolloid드레싱을 손상부위를 포함하여 넓게 부착한다.
3)호흡부전 환자의 피부는 냉습하고 건조하여 드레싱이 떨어질
경우 벗겨지기 쉬우므로 드레싱 교환 시 2차 피부 손상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기계환기 지속 시 손상된 피부에 압력이 덜 가해지는 마스크
로 교환한다.

3.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
드레싱을 부착한다.

4.Hydrocolloid드레싱 부착 후 피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유지 한다.

6.마스크 고정 끈 조임 정도를 지속 모니터한다.
7.마스크 착용 4시간 경과 후 15~30분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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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예비 피부 자극,피부 손상 관리지침(계속)

간호 과정 관리 지침

중재 과정 8.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제거하고 얼굴 세안하는 것으로 피부손상
을 지연 또는 예방한다.

결과 평가 1.콧등(비골)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얼굴 피부의 자극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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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
시간

항목 적용 전 1~2시간 후 4~6시간 후 24시간 후 48시간 후

ABGA
pH *15분후
PaO₂ *15분후
PaCO₂ *15분후

인공
호흡기
영역

I-PAP
E-PAP
FiO₂
마스크
종류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가습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호흡곤란
점수 (10점 척도)
SpO₂

호흡수

의식수준
GCS
호흡 부속근
사용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복부 팽만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공기 누출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피부 상태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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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비침습적 기계환기 실패 예측 요인

문헌

예측요인

Meduri
(1996)

Plant
(2000)

Moretti
(2000)

Girault
(2003)

Nava
(2004)

Merlani
(2005)

Confalonieri
(2005) 합계

pH ✓ ✓ ✓ ✓ ✓ ✓

pH≤7.35
✓

pH<7.25 7

PaCO₂ ✓ ✓ ✓ 3

호흡수 ✓ ✓

≥20회/분
✓

≥30회/분 3

PaO₂/FiO₂ ✓ 1

의식수준
✓ ✓

GCS<13
✓

GCS<11or
GCS12~14

3

질환의
중증도

✓

APACHEⅡ
SAPSⅡ

✓

APACHEⅡ
≥29

2

일상생활
능력

✓

ADL
점수

✓

ADL점수 2

환자의
적응정도 ✓ 1

분비물
배출 능력 ✓ 1

의료팀의
경험과
훈련정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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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비침습적 기계환기 성공 예측 요인
문헌

예측요인
Meduri
(1996)

Plant
(2000)

Nava
(2004)

Scala
(2005)

Confalonieri
(2005)

Demoule
(2006) 합계

pH 개선 ✓ ✓ ✓ ✓ ✓ 5

PaCO₂개선 ✓ ✓ ✓ ✓ 4

호흡수 감소 ✓ ✓ ✓ 3
의식수준
개선 ✓ ✓ ✓ ✓ 4

질환의
중증도 ✓ ✓ 2

환자
적응증진 ✓ ✓ ✓ ✓ 4

호기량 증가 ✓ 1

산소포화도
상승 ✓ 1

호흡부속근
사용감소 ✓ 1

연령 ✓ 1

높은
체질량 지수 ✓ 1

분비물
배출능력 ✓ 1

의료팀의
경험과
훈련 정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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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

구성 내용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내용
합의율
(%)

적용 과정

1.환자의 침상을 30~40°가 되도록 조절한다. 100
2.환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목적,방법,장점,
가능한 부작용 등을 주의 깊게 설명한다.
(따옴표 안은 설명 내용임)

100

1)“혈중 이산화탄소 감소와 산소화를 증가시킵니다.” 86
2)“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100
3)“숨 쉴 때 힘이 덜 힘들게 합니다.” 100
3.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 100
1)“비침습적 기계환기는 인공호흡기의 한 종류로 기도삽관
대신 마스크를 얼굴에 부착 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86

2)“마스크를 통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인공호흡기계에서
바람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100

3)“숨을 쉴 때는 마치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0

4)“기계 환기 치료에 잘 적응해서 숨찬 증상이 호전되고,
혈중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면 기계에서 제공되는
압력을 서서히 줄여 기계 환기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86

4.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장점을 설명한다. 100
1)“이산화탄소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00
2)“인공기도 삽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6
3)“인공기도 삽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감염 폐렴,
인공호흡기 이탈 지연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감소됩니다.“

86

4)“숨 쉬는 것을 도와주어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덜
피로하게 됩니다.” 100

5)“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
다.” 71

6)“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
도 할 수 있고,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도 있습니
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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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계속)

구성 내용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내용
합의율
(%)

적용 과정

7)“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00

8)“경우에 따라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도 중환자실에 머
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100

9)“병원 재원 기간이 단축됩니다.” 100
5.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한다. 100
1)“마스크를 얼굴에 부착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2)“마스크가 닿은 얼굴의 피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3)“코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86
4)“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

5)“마스크 주변으로 공기가 새어 나와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100
6)“입이나 코가 마르고,입술이 건조해 질 수 있습니다.” 100
7)“머리,치아,입술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6.ECG,NBP,SpO₂모니터를 부착한다. 100
7.SpO₂모니터의 알람을 환자의 현재 SpO₂의 5% 아래로
설정하여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것을 방지한다.

100

8.적용할 마스크의 종류를 결정한다. 100
9.Sizinggauge를 사용하여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고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100

10.비골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한 Hydrocolloid드레싱 (Duoderm
CGF)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부착한다.

100

11.기계 환기 시작 전 환자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잡게 하고,
호흡하는 것이 편안해 질 때까지 얼굴에 대고 숨을 쉬도록
한다.

100

12.인공호흡기에 흡기압과 호기압,호흡수,투여할 산소분압을
설정한다.

100

13.환자가 마스크를 통해 호흡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 고정끈
으로 너무 꽉 조이지 않게 고정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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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계속)

구성 내용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내용
합의율
(%)

적용 과정

14.마스크 고정 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인다. 100
15.마스크 부착 후 마스크의 정확한 위치,공기 누출 여부를
매 30분마다 확인한다. 100

16.호흡수,심박동수,호흡곤란 정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모니터한다. 100

17.산소포화도 증가,분당 환기량 감소,호기량 증가를 모니터
한다. 86

18.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15분 후 ABGA를 실시하여 비
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의 효과를 평가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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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주요문제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마스크를 벗는 행동 -신체적 문제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혈압,호흡수,심박동수를 확인한다. 100
2.SpO₂를 확인한다. 100
3.호흡곤란 척도(VASscale,10점 척도)를 사용하여
호흡곤란 정도를 확인한다. 100

4.호흡 부속근(복근,흉쇄유돌근)사용여부를 확인한다. 100
5.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
와 같은 호흡양상을 확인한다. 100

6.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 여부를 확인한다
(호흡 일량 증가 여부 사정). 100

7.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100
8.의식수준을 GCS점수로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혈압,SpO₂감소 시 담당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비
침습적 기계환기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100
2.호흡수,심박동수가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하기
전보다 증가하였다면 ABGA 실시하여 pH,PaO₂,
PaCO₂확인한다.

100

1)PaCO₂는 개선되었으나 PaO₂가 감소했다면 FiO₂
나 EPAP을 증가시킨다. 86

2)PaC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산소 공급이 과다한
지 평가 후 SpO₂가 85~90%로 유지되도록 FiO₂를
조절 한다.

86

3.환자사정 결과 호흡 일량이 증가하고,기계환기가 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1)IPAP,targetpressure또는 volume을 증가시킨다.
100

2)Inspirationtime,호흡수 증가를 고려한다. 100
3)가능하다면 다른 기계환기 양식(mode)으로 변경을
고려한다. 100

4.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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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주요문제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내용 타당도 결과(계속)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마스크를 벗는 행동 -신체적 문제

내용
합의율
(%)

중재 과정

5.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 한다면 공기누출
과 관련 된 주요 문제로 이동한다. 100

6.Circuit에 문제가 있다면 기기관련 문제로 이동한다. 100

7.환자의 호흡양상을 관찰한다. 86

8.inspirationtrigger,expirationtrigger를 확인한다. 86

결과 평가

1.혈압,호흡수,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100

2.SpO₂가 90% 이상 유지된다. 100
3.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와
같은 호흡양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100

4.호흡곤란 척도 점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00

5.호흡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100

6.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가
나타나지 않는다. 86

7.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이 관찰되지 않는다. 100

8.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이 일치한다. 100

9.의식수준(GCS)이 감소되지 않는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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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주요문제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마스크를 벗는 행동 -심리적 문제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불안한 움직임,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관찰한다. 100

2.마스크를 떼어내려는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100
3.‘숨 막힌다’,‘답답하다’와 같은 의사 표현을 하는지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환자와 환자의 지지체계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
료 방법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필요시마다 반복
설명한다.

100

2.치료에 대해 동기부여 되도록 격려하고 코칭 한다.
(의료진& 지지체계) 100

3.환자와 함께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지속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 동안
기계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100

4.마스크 적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능한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100

5.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시작 후 4~6시간 경과했다
면 15~30분 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둔다.

100

결과 평가

1.불안한 움직임,마스크를 떼어내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100

2.‘숨 막힌다’,‘답답하다’는 의사 표현의 횟수가 감소
한다. 100

3.마스크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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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예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주요문제 관리지침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답답해요.’,‘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마스크를 벗는 행동 -기기관련 문제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적절한 마스크의 크기,종류를 확인한다. 100

2.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100

3.공기 필터,circuit의 꼬임 여부,길이를 확인한다. 100

4.Circuit의 공기 누출을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마스크 크기를 sizinggaug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100

2.환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교환한다. 100
3.급성기일 경우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환자가
입을 다물고 숨 쉴 수 있다면 비강 마스크로 교환
한다.

100

4.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 100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
다. 100

6.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재조정한다. 100

7.공기 필터를 세척․교환한다. 100

8.Circuit의 꼬임 또는 길이를 조절한다. 100
9.Circuit의 공기 누출을 차단하거나,Circuit을 교환한
다. 100

결과 평가 1.마스크 부착 후 4시간 이상 유지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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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예비 공기누출 관리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양과 누출되는 방향을
확인한다. 100

2.마스크의 위치를 확인한다. 100
3.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확인한다. 100
4.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100
5.적절한 마스크 크기를 확인한다. 100
6.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100
7.비․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마스크의 위치를 재 고정한다. 100
2.마스크의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한다. 100

3.마스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100
4.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조정한다. 100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이 2개 들어갈 정
도로 유지한다. 100

6.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100
7.Sizinggauge를 사용하여 적절한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
한다. 100

8.환자에게 적당한 크기의 마스크로 교환한다. 100
9.비강마스크 사용:
1)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므로 입을 다물고 숨을
쉬도록 교육 한다.

100

2)입을 다물지 못 할 경우 턱 고정 끈을 사용하거나 안면
마스크로 교체한다. 100

10.안면 마스크 사용:
1)마스크 조임 정도를 재조정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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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예비 공기누출 관리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계속)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내용
합의율
(%)

중재 과정

2)마스크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100
11.비위관 삽입 중:
1)마스크 주변 공기 누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비위관
을 위치시킨다.

100

2)비위관 제거가 가능하다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100

결과 평가

1.마스크 주변으로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

2.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

3.눈으로 공기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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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예비 복부 불편감 관리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복부 팽만 여부를 확인한다. 100

2.오심,구토 증상을 확인한다. 100

3.설정된 기도 압을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복부 팽만 없음:
1)복부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hotbag을 적용하여 복부
불편감 완화한다.

100

2)장음 청진,복부 타진을 통해 복부 팽만 증상을 정기적
으로 확인한다. 100

2.복부 팽만 있음:
1)금식한다. 100

2)담당 주치의와 비․위관 삽입 여부 상의한다. 100
3.오심,구토 증상 시 항구토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100
4.구토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흡인
되지 않도록 한다. 100

5.오심․구토 지속 시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주치의와
상의한다. 100

6.설정된 기도 압이 20cmH₂O 이상일 경우 기도 압을
낮추도록 한다. 100

결과 평가

1.복부 팽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100

2.복부 불편감이 감소한다. 100

3.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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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예비 비․구강 건조증 관리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비․구강 점막 건조 상태(Mucousplugging포함)를 확
인한다. 100

2.기계 환기기의 가습 여부 확인한다. 100
3.가습기 온도를 확인한다. 100
4.가습기 증류수 용량을 확인한다. 100
5.사용 중인 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구강 섭취가 가능한 환자는 기계 환기를 쉬는 기간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100

2.개인의 요구에 맞게 구강 간호를 2~4시간 마다
시행한다. 100

3.가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기계 환기기의 가습을 시작
한다. 100

4.기계 환기기 가습을 유지한다. 100
5.가습기 온도를 35~37°로 조절한다. 100
6.가습기에 증류수 공급하여 증류수 용량을 적정수준으
로 유지한다. 100

7.비강 마스크를 사용 중이라면 입을 다물고 호흡하도록
교육 한다. 100

8.입을 다물고 호흡할 수 없는 경우 비강 마스크를 안면
마스크로 교체한다. 100

결과 평가
1.비․구강 건조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86

2.환자가 비․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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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예비 피부 자극,피부 손상 관리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내용
합의율
(%)

문제 사정

1.마스크가 닿는 부위의 피부 손상 여부를 욕창 발생 단
계에 따라 확인한다. 100

2.마스크가 닿는 얼굴 피부의 피부 보호 드레싱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100

3.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100

4.마스크 착용 후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100

중재 과정

1.피부 손상 없거나,피부 손상 1단계:
1)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드레싱을 부착한다.

100

2)Hydrocolloid드레싱(Duoderm CGF)부착 후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86

2.피부 손상 2단계 이상:
1)담당 주치의와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상의한다. 100
2)Hydrocolloid드레싱을 손상부위를 포함하여 넓게
부착한다. 100

3)호흡부전 환자의 피부는 냉습하고 건조하여 드레싱이
떨어질 경우 벗겨지기 쉬우므로 드레싱 교환 시 2차
피부 손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0

4)기계환기 지속 시 손상된 피부에 압력이 덜 가해지는
마스크로 교환한다. 100

3.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맞게 적당한 크기
로 Hydrocolloid드레싱을 부착한다. 100

4.Hydrocolloid드레싱 부착 후 피부의 상태를 정기적으
로 확인한다. 100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유지 한다. 86

6.마스크 고정 끈 조임 정도를 지속 모니터한다. 100
7.마스크 착용 4시간 경과 후 15~30분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제공한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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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예비 피부자극,피부손상 관리지침 내용 타당도 결과(계속)

적용 과정 세부 내용

문제 인식 ‘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내용
합의율
(%)

중재 과정 8.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제거하고 얼굴 세안하는 것으로
피부손상 지연 또는 예방한다. 86

결과 평가
1.콧등(비골)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

2.얼굴 피부의 자극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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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예비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모니터 항목 내용 타당도 결과

시간
항목 적용 전 1~2

시간 후
4~6
시간 후

24
시간 후

48
시간 후

내용
합의율
(%)

ABGA
pH *15분 후 100
PaO₂ *15분 후 100
PaCO₂ *15분 후 100

인공
호흡기
영역

I-PAP 86
E-PAP 86
FiO₂ 86
마스크
종류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86

가습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86

호흡곤란 점수
(10점 척도) 100

SpO₂ 100

호흡수 100
의식수준
GCS 100

호흡
부속근
사용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100

복부 팽만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100

공기 누출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100

피부 상태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궤양발생
(단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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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적응 증진 프로그램 사용 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의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본 프로그램의 각 구성 항목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설문지는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에게 본 프로그램의

각 구성 항목을 적용한 후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적용 후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한소영

                                             ✉ aortic79@hanmail.net

                                             ☎ 016-312-6610

                                             033) 74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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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중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의
사용 시 편리함 또는 장점에 대해 써 주십시오.

2.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중 「수행내용과 설명지침」의
사용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써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 용어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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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중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의
사용 시 편리함 또는 장점에 대해 써 주십시오.

4.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증진 프로그램 중 「환자 모니터링 기록지」의
사용 시 어려운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해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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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침습적 기계환기기 적용증진 프로그램 중 「주요문제 관리지침」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습니까?

☞ 가끔 또는 사용안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써 주십시오.

6.「주요문제 관리지침」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  총       회

2)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  총       회

3)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  총       회

4)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  총       회

5)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  총       회

6)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  총       회

7)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  총       회

주요문제 항상
사용

가끔
사용

사용
안함

1)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2)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3)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4)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5)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6)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7)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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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요문제 관리지침」의 활용이 환자의 주요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8.「주요문제 관리지침」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써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 용어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 기록)
1)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2)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3)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주요문제 전혀
도움 안됨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2)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3)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3)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4)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5)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6)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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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람이 새요,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입으로 바람이 나와요

5)속이 더부룩해요,소화가 안돼요

6)입이 말라요,코가 건조해요

7)콧등이 아파요,얼굴이 아파요

9.일반적 사항
1)나이: 세
2)성별:
3)최종학력:
4)총 임상 근무 경력: 년
5)중환자실 근무 경력: 년
6)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환자 간호 경험:유( ) 무( )
경험이 있다면 횟수를 기록해 주세요.연간 총 회

7)비침습적 기계환기 관련 교육 경험:유( ) 무( )
경험 있다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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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의사결정틀형태의주요문제관리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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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의사결정틀형태의주요문제관지지침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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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의사결정틀형태의주요문제관지지침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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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의사결정틀형태의주요문제관지지침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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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참고문헌
1.환자의 침상을 30~40°가 되도록 조절한다.
2.환자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다(따옴표 안은 설명 내용임).
1)“혈중 이산화탄소 감소와 산소화를 증가시킵니다.”
2)“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3)“숨 쉴 때 힘이 덜 힘들게 합니다.”
3.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
1)“비침습적 기계환기는 인공호흡기의 한 종류로 기도삽관 대신 마스크를 얼굴에 부착
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2)“마스크를 통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인공호흡기계에서 바람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3)“숨을 쉴 때는 마치 달리는 차에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4)“기계 환기 치료에 잘 적응해서 숨찬 증상이 호전되고,혈중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면
기계에서 제공되는 압력을 서서히 줄여 기계 환기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4.비침습적 기계환기의 장점을 설명한다.
1)“이산화탄소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인공기도 삽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인공기도 삽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감염 폐렴,인공호흡기 이탈 지연 등과 같은 합
병증 발생이 감소됩니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
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andclinicalapplication

. EditedbyPilbeam,S.P.& Cairo,J.M.2nded.
St.Lous:Mosby

 3. Sawkins, D. (2001).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ventilation.NTPLUS,97(2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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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참고문헌

4)“숨 쉬는 것을 도와주어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덜 피로하게 됩니다.”
5)“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도 있습니다.“

7)“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8)“경우에 따라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도 중환자실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9)“병원 재원 기간이 단축됩니다.”
5.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한다.
1)“마스크를 얼굴에 부착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거나,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마스크가 닿은 얼굴의 피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코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마스크 주변으로 공기가 새어 나와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6)“입이나 코가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 질 수 있습니다.”

7)“머리,치아,입술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ECG,NBP,SpO₂모니터를 부착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
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andclinicalapplication

.EditedbyPilbeam,S.P.& Cairo,J.M.2nd
ed.St.Lous:Mosby

 3. Sawkins, D. (2001).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ventilation.NTPLUS,97(2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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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수행내용과 설명지침 참고문헌

7.SpO₂모니터의 알람을 환자의 현재 SpO의 5% 아래로 설정하여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것을
방지한다.

8.적용할 마스크의 종류를 결정한다.
9.Sizinggauge를 사용하여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고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10.비골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한 Hydrocolloid드레싱 (Duoderm CGF)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부
착한다.

11.기계 환기 시작 전 환자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잡게 하고,호흡하는 것이 편안해 질 때까지
얼굴에 대고 숨을 쉬도록 한다.

12.인공호흡기에 흡기압과 호기압,호흡수,투여할 산소분압을 설정한다.
13.환자가 마스크를 통해 호흡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 고정 끈으로 너무 꽉 조이지 않게 고정
한다.

14.마스크 고정 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인다.
15.마스크 부착 후 마스크의 정확한 위치,공기 누출 여부를 매 30분마다 확인한다
16.호흡수,심박동수,호흡곤란 정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모니터한다.
17.산소포화도 증가,분당 환기량 감소,호기량 증가를 모니터한다.
18.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 15분 후 ABGA를 실시하여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용의 효과를 평

가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
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andclinicalapplication

.EditedbyPilbeam,S.P.& Cairo,J.M.2nd
edt.Lous:Mosby

 3. Sawkins, D. (2001).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ventilation.NTPLUS,97(2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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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참고문헌

문제사정

1.혈압,호흡수,심박동수를 확인한다.
2.SpO₂를 확인한다.
3.호흡곤란 척도(VASscale,10점 척도)를 사용하여 호흡곤란 정도를 확인한다.
4.호흡 부속근(복근,흉쇄유돌근)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와 같은 호흡양상을 확인한
다.

6.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 여부를 확인한다(호흡 일량 증가여부 사정).
7.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8.의식수준을 GCS점수로 확인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 ofCareCommittee
(2002).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
failure.Thorax,57,197-211.

2. Lynn-MaHale Weigand, D.J., Carlson, K.K.(2005).
AACN ProcedureManualforCriticalCare5thed.St..
Lous.ElsevierSaunders

3.Woodrow,P.(2003).Using non-invasive ventilation
inacute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4.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physiologicaland
clinicalapplication.EditedbyPilbeam,S.P.& Cairo,J.M.
2nded.St.Lous:Mosby
5.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airwaypressuretherapy:assessingandimproving
treatmentoutcomes.CurrentOpinioninPumonaryMedicine,
7,391-398.
6.Gift,A.G.& Narsavage,G.(1998).Validityofthe
numeric rating scale as a measure of dyspnea.
AmericanJournalofCriticalCare,7(3),200-204.

중재과정

1.혈압,SpO₂감소 시 담당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비침습적 기계환기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호흡수,심박동수가 비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하기 전보다 증가하였다면 ABG
를 실시하여 pH,PaO₂,PaCO₂확인한다.
1)PaCO₂는 개선되었으나 PaO₂가 감소했다면 FiO₂나 EPAP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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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참고문헌

중재과정

2)PaCO₂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산소 공급이 과다한지 평가 후 SpO₂가
85~90%로 유지되도록 FiO₂를 조절 한다.

3.환자사정 결과 호흡 일량이 증가하고,기계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면
1)IPAP,targetpressure또는 volume을 증가시킨다.
2)Inspirationtime,호흡수 증가를 고려한다.
3)가능하다면 다른 기계환기 양식(mode)으로 변경을 고려한다.
4.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5.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 한다면 공기누출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이동한다.

6.Circuit에 문제가 있다면 기기관련 문제로 이동한다.
7.환자의 호흡양상을 관찰한다.
8.inspirationtrigger,expirationtrigger를 확인한다.
9.I/Eratio,호흡수를 조절한다.
10.EPAP증가를 고려한다.
11.의식 수준이 감소했다면(GCS≤13)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린다.
12.의식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심리적 문제로 이동한다.

1. British Thoracic Society Standard of Care
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 Gramlich, T. (2006). Mechanical ventilation
physiological and clinical application.Edited by
Pilbeam,S.P.& Cairo,J.M.2nded.St.Lous:
Mosby

3.Woodrow,P.(2003).Usingnon-invasiveventilation
in acute ward:part1.Nursing Standard,18(1),
39-44.

4. Yantis, M.M. (2003).Assisting patients using
positiveairwaypressuretherapy.HomeCareNurse,
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assessing and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CurrentOpinioninPumonaryMedicine,7,3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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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참고문헌

결과평가

1.혈압,호흡수,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2.SpO₂가 90% 이상 유지된다.
3.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와 같은 호흡양상이 관찰되
지 않는다.

4.호흡곤란 척도 점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5.호흡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6.가슴-복부의 비동조(chest-abdominaldyssynchrony)가 나타나지 않는다.
7.늑간근과 흉골 상부의 퇴축이 관찰되지 않는다.
8.기계 환기기와의 호흡 노력이 일치한다.
9.의식수준(GCS)이 감소되지 않는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
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physiological
and clinicalapplication.Edited by Pilbeam,S.P.&
Cairo,J.M.2nd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non-invasiveventilation
in acute ward:part1.Nursing Standard,18(1),
39-44.

4.Yantis,M.N.(2003).Assisting patients using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Home Care
Nurse,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assessing and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CurrentOpinioninPumonaryMedicine,7,3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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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참고문헌

문제사정
1.불안한 움직임,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관찰한다.
2.마스크를 떼어내려는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3.‘숨 막힌다’,‘답답하다’와 같은 의사 표현을 하는지 확인한다.

1.British ThoracicSociety Standard 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ventilation in acuterespiratory failure.Thorax,
57,197-211.

2. Dickerson, S.S., Akhu-Zaheya, L. (2007). Life change in
individualsdiagnosedwithsleepapneawhileaccommodatingto
continuouspositiveairwaypressure(CPAP)devices.Rehabilitation
Nursing,32(60),241-250.

3.Zozula,R.,Rosen,R.(2001).Compliance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assessing and improving
treatmentoutcomes.CurrentOpinion in PumonaryMedicine,7,
391-398.

4.Hillbert,G., Gruson,D.etal(2000).Noninvasiveventilationfor
acuterespiratoryfailure.Quitelow timeconsumptionfornurses.
EurRespirJ,16,710-716

5.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andclinical
application.EditedbyPilbeam,S.P.&Cairo,J.M.2nd ed.St.Lous:
Mosby

6.Woodrow,P.(2003).Usingnon-invasiveventilationinacute
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중재과정

1.환자와 환자의 지지체계에게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방법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필요시마다 반복 설명한다.

2.치료에 대해 동기부여 되도록 격려하고 코칭 한다.(의료진& 지지체계)
3.환자와 함께 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지속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 동안 기계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4.마스크 적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능한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5.비침습적 기계환기 치료 시작 후 4~6시간 경과했다면 15~30분 가량 산
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둔다.

결과평가
1.불안한 움직임,마스크를 떼어내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2.‘숨 막힌다’,‘답답하다’는 의사 표현의 횟수가 감소한다.
3.마스크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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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기기관련 문제 참고문헌

문제사정

1.적절한 마스크의 크기,종류를 확인한다.
2.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3.공기 필터,circuit의 꼬임 여부,길이를 확인한다.
4.Circuit의 공기 누출을 확인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ventilationinacuterespiratoryfailure.Thorax,
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physiologicaland
clinicalapplication.EditedbyPilbeam,S.P.& Cairo,J.M.2nd
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non-invasiveventilationinacuteward:
part1.NursingStandard,18(1),39-44.

4.Yantis,M.N.(2003).Assistingpatientsusingpositiveairway
pressuretherapy.HomeCareNurse,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airwaypressuretherapy:assessingandimproving
treatmentoutcomes.CurrentOpinioninPumonaryMedicine,7,
391-398.

중재과정

1.마스크 크기를 sizinggaug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환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교환한다.
3.급성기일 경우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환자가 입을 다물고 숨 쉴 수
있다면 비강 마스크로 교환한다.

4.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6.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
조정한다.

7.공기 필터를 세척․교환한다.
8.Circuit의 꼬임 또는 길이를 조절한다.
9.Circuit의 공기 누출을 차단하거나,Circuit을 교환한다.

결과평가 1.마스크 부착 후 4시간 이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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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공기누출 참고문헌

문제사정

1.마스크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 양과 누출되는 방향을 확인한다.
2.마스크의 위치를 확인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확인한다.
4.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5.적절한 마스크 크기를 확인한다.
6.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7.비․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
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
and clinicalapplication.Edited by Pilbeam,S.P.&
Cairo,J.M.2nd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non-invasiveventilationin
acute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4.Yantis,M.N.(2003).Assistingpatientsusing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Home Care Nurse,21(3),
160-167.

5. Zozula, R., Rosen, R. (2001). Compliance with
continuouspositiveairwaypressuretherapy:assessing
andimprovingtreatmentoutcomes.CurrentOpinionin
PumonaryMedicine,7,391-398.

중재과정

1.마스크의 위치를 재 고정한다.
2.마스크의 주변으로의 공기 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3.마스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4.고정 끈의 위치와 조임 정도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조정 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손가락이 2개 들어갈 정도로 유지한다.
6.마스크 고정 끈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7.Sizinggauge를 사용하여 적절한 마스크의 크기를 측정한다.
8.환자에게 적당한 크기의 마스크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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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공기누출 참고문헌

중재과정

9.비강마스크 사용:
1)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므로 입을 다물고 숨을 쉬도록 교육한다.
2)입을 다물지 못 할 경우 턱 고정 끈을 사용하거나 안면 마스크로 교체
한다.

10.안면 마스크 사용:
1)마스크 조임 정도를 재조정한다.
2)마스크의 조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11.비․위관 삽입 중:
1)마스크 주변 공기 누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비․위관을 위치시킨다.
2)비․위관 제거가 가능하다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ventilationinacuterespiratoryfailure.Thorax,
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
and clinical application.Edited by Pilbeam, S.P. &
Cairo,J.M.2nd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non-invasiveventilationinacute
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4.Yantis,M.N.(2003).Assistingpatientsusingpositiveairway
pressuretherapy.HomeCareNurse,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airwaypressuretherapy:assessingandimproving
treatmentoutcomes.CurrentOpinioninPumonaryMedicine,7,
391-398.

결과평가
1.마스크 주변으로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2.구강으로의 공기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3.눈으로 공기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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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복부불편감 참고문헌

문제사정
1.복부 팽만 여부를 확인한다.
2.오심,구토 증상을 확인한다.
3.설정된 기도 압을 확인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 failure.
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
andclinicalapplication.EditedbyPilbeam,S.P.& Cairo,
J.M.2nd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 non-invasiveventilation in
acute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4.Yantis,M.N.(2003).Assisting patients using positive
airwaypressuretherapy.HomeCareNurse,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assessing and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Current Opinion in
PumonaryMedicine,7,391-398.

중재과정

1.복부 팽만 없음:
1)복부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hotbag을 적용하여 복부 불편감 완화한다.
2)장음 청진,복부 타진을 통해 복부 팽만 증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복부 팽만 있음:
1)금식한다.
2)담당 주치의와 비․위관 삽입 여부 상의한다.
3.오심,구토 증상 시 항구토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4.구토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흡인되지 않도록 한다.
5.오심․구토 지속 시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주치의와 상의한다.
6.설정된 기도 압이 20cmH₂O 이상일 경우 기도 압을 낮추도록 한다.

결과평가
1.복부 팽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2.복부 불편감이 감소한다.
3.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132 -

<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비구강 건조증 참고문헌

문제사정

1.비․구강 점막 건조 상태(Mucousplugging포함)를 확인한다.
2.기계 환기기의 가습 여부 확인한다.
3.가습기 온도를 확인한다.
4.가습기 증류수 용량을 확인한다.
5.사용 중인 마스크 종류를 확인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 failure.
Thorax,57,197-211.
2.Chulay,Burns(2006).AACN EssentialsofCriticalCare
Nursing.New york.McGraw Hill.543.

3.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
andclinicalapplication.EditedbyPilbeam,S.P.& Cairo,
J.M.2nded.St.Lous:Mosby

4.Woodrow,P.(2003).Using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5.Yantis,M.N.(2003).Assisting patients using positive
airwaypressuretherapy.HomeCareNurse,21(3),160-167.
6.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assessing and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Current Opinion in
PumonaryMedicine,7,391-398.

중재과정

1.구강 섭취가 가능한 환자는 기계 환기를 쉬는 기간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2.개인의 요구에 맞게 구강 간호를 2~4시간 마다 시행한다.
3.가습을 하고 있지 않다면 기계 환기기의 가습을 시작한다.
4.기계 환기기 가습을 유지한다.
5.가습기 온도를 35~37°로 조절한다.
6.가습기에 증류수 공급하여 증류수 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7.비강 마스크를 사용 중이라면 입을 다물고 호흡하도록 교육한다.
8.입을 다물고 호흡할 수 없는 경우 비강 마스크를 안면 마스크로 교체한다.

결과평가 1.비․구강 건조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2.환자가 비․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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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피부자극과 피부손상 참고문헌

문제사정

1.마스크가 닿는 부위의 피부 손상 여부를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 확인한다.
2.마스크가 닿는 얼굴 피부의 피부 보호 드레싱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3.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를 확인한다.
4.마스크 착용 후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 failure.
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
andclinicalapplication.EditedbyPilbeam,S.P.& Cairo,
J.M.2nd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4.Yantis,M.N.(2003).Assisting patients using positive
airwaypressuretherapy.HomeCareNurse,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airwaypressuretherapy:assessingandimproving
treatmentoutcomes.CurrentOpinioninPumonaryMedicine,
7,391-398.

중재과정

1.피부 손상 없거나,피부 손상 1단계:
1)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드레싱을
부착한다.

2)Hydrocolloid드레싱(Duoderm CGF)부착 후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
인한다.

2.피부 손상 2단계 이상:
1)담당 주치의와 기계환기 지속 여부를 상의한다.
2)Hydrocolloid드레싱을 손상부위를 포함하여 넓게 부착한다.
3)호흡부전 환자의 피부는 냉습하고 건조하여 드레싱이 떨어질 경우 벗겨지
기 쉬우므로 드레싱 교환 시 2차 피부 손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기계환기 지속 시 손상된 피부에 압력이 덜 가해지는 마스크로 교환한다.
3.마스크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Hydrocolloid드레
싱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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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주요문제 관리지침-피부자극과 피부손상 참고문헌

중재과정

4.Hydrocolloid드레싱 부착 후 피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마스크 고정 끈의 조임 정도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유지 한다.
6.마스크 고정 끈 조임 정도를 지속 모니터한다.
7.마스크 착용 4시간 경과 후 15~30분가량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쉬는
기간을 제공한다.

8.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제거하고 얼굴 세안하는 것으로 피부손상 지연
또는 예방한다.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 ventilation in acute respiratory failure.
Thorax,57,197-211.
2.Gramlich,T.(2006).Mechanicalventilation physiological
andclinicalapplication.EditedbyPilbeam,S.P.& Cairo,
J.M.2nded.St.Lous:Mosby

3.Woodrow,P.(2003).Using non-invasiveventilation in
acuteward:part1.NursingStandard,18(1),39-44.

4.Yantis,M.N.(2003).Assisting patients using positive
airwaypressuretherapy.HomeCareNurse,21(3),160-167.

5.Zozula,R.,Rosen,R.(2001).Compliancewith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assessing and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Current Opinion in
PumonaryMedicine, 7,391-398.

결과평가 1.콧등(비골)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얼굴 피부의 자극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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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급성 호흡부전 환자의 비침습적 기계환기 적응 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성 참고문헌(계속)
항목 시간 적용 전 1~2시간 후 4~6시간 후 24시간 후 48시간 후 참고문헌

ABGA
pH *15분 후

1.BritishThoracicSocietyStandardofCareCommittee(2002).
Non-invasiveventilationinacuterespiratoryfailure.Thorax,57,197-211.

2.AmericanThoracicSociety(2001).InternationalConsensusConference
inIntensiveCareMidicine:NoninvasivePositivePressureVentilationin
AcuteRespiratoryFailure.AmericanJournalofRespiratoryandCriticalCare
Medicine,163,283-291.

   성공과 실패 예측 요인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함.

PaO₂ *15분 후
PaCO₂ *15분 후

인공
호흡기
영역

I-PAP
E-PAP
FiO₂
마스크
종류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 안면
� 비강

가습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호흡곤란 점수
(10점 척도)
SpO₂
호흡수
의식수준(GCS)
호흡 부속근
사용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복부 팽만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공기 누출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피부 상태
� 정상
� 발적
�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 궤양발생
(단계: )

� 정상
� 발적
� 궤양발생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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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aaannnuuurrrsssiiinnngggppprrrooogggrrraaammm fffooorrraaadddaaappptttaaatttiiiooonnntttoooNNNooonnn
IIInnnvvvaaasssiiivvveee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VVVeeennntttiiilllaaatttiiiooonnn fffooorrrpppaaatttiiieeennntttsss wwwiiittthhh aaacccuuuttteee
rrreeessspppiiirrraaatttooorrryyyfffaaaiiillluuurrreee...

Han,Soyoung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developanursingprogramtoaidinadaptationto
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forpatientswithacuterespiratoryfailure,andto
evaluatetheclinicalapplicabilityoftheprogram.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1.Factorsinfluencingadaptationto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inpatients
withacuterespiratoryfailurewereidentifiedthroughaliteraturereview.Thecontent
framewasdevelopedbycategorizingthesefactors.
2.Thechiefprobleminadaptationto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inpatients
withacuterespiratoryfailurewasidentifiedthroughareviewoftheliteratureand
patientcharts.Thechiefproblemsincludedthefollowing:'Problemsrelatedmaskfit',
'Airleaks','Abdominaldistension','Oro-nasaldryness',and'Skinirritationand
injury'.
3.Thecontentofthepreliminarynursingprogram foradaptationtonon-invasive
mechanicalventilationforpatientswithacuterespiratoryfailureincludedthe
following:executionandexplanation,chiefproblem managementguidelin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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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monitoring.
4.Thevalidityofthepreliminarynursingprogramwasexaminedbyanexpertpanel,
whichmetbetweenApril8andApril23,2008.Thevalidityofthenursingprogram
foradaptation to 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 in patientswith acute
respiratoryfailurepatientwasverifiedbyCVI.Asaresultoftheexpertvaliditytest,
adjustmentstothecontentweremadetoreflecttheresultsoftheCVIandtheadvice
oftheexpertpanel.
5.TestingofclinicalapplicabilityofthenursingprogramwasdonebetweenMay19
andJune10,2008byfournurseswhohadexperienceusingthenursingprogramin
intensivecareunits.Theresultsareasfollows:Afterusingthenursingprogram,
patientmanagementwasdonemoresystematically and thepatientsgained
confidence.Thenurse'sself-confidenceimproved,aswellasmotivationtousethe
program,butmoretimewasrequiredcomparedtothatrequiredbeforeusing
program.Thechiefproblem managementguidelinewasfoundtobevaluablein
problem management,butimprovementinthecontentframeisrequired.Patient
monitoringcontentwasvaluableinunderstandingthepatient'sconditionbutan
adjustmentoftheABGAintervalisrequired.
6.Improvementsfromtheclinicalapplicabilitytestweremadetothechiefproblem
managementguidelinesofthenursingprogram,alongwithimprovementstothe
patientmonitoringcontent.Thedevelopmentofthenursingprogramforadaptation
of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foracuterespiratorypatientwasfinalized.
Thenursingprogram foradaptationto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for
patientswithacuterespiratorydevelopedinthisstudyprovidesguidelinestocritical
careteams.Byutilizingtheprogram,thesystematiceducationandmanagementof
patientswith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canbeimproved.

Keyward:Acuterespiratoryfailurepatient,Non-invasivemechanicalventilation,
Developmentof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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