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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 글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긴 동굴을 나와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십니다.

석사과정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보는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지혜를

통해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동굴이 막혀 갈팡질팡할 때 한

줄기 빛을 주시며 항상 따뜻한 웃음으로 부족한 제자를 보듬어주신 김조자 학장

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비난이 아닌 진정한

비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문에의 자신감과 실력이 필요함을 몸

소 보여주시고 연구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김소선 교수님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발된 간호성과지표의 임상적 유용성과 의의를 위

해 지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신경과학교실의 허지회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문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어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정신을 갖도록 해주신 유일영

교수님, 이태화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바심에 마음을 졸일 때 웃음과 격려로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주신 이원희

교수님, 오의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간호진단과 중재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아

끼지 않은 지연이, 교실의 막내 영진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입학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강규숙

교수님, 황애란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틀이 잡히지 않은 지표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푸근한 웃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도록 해주신 유지수

교수님께도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이밖에 간호대학 안에서 지금의 제모습을 만

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배의 귀찮은 부탁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처럼 살펴주시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아주대학교 간호학부 유혜라 교수님과 원주의대 간호학부의 박소

미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굴은 길었지만 무섭거나 외롭지 않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고 노래도 불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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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만큼 강한 후배 기연, 나영, 춘자와 답답함을 서로 얘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전해준 선미에게 고마움과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자료수집과정부터 간호성과지표의 타당도 조사까지 꼼꼼히 살펴주신 연세의료

원 52병동, 87병동, 1 중환자실, 영동 세브란스병원 74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정옥 간호과장님, 유순임 수간호사 선생님, 길윤경 수간호사 선생님, 친절한 동

기 김경인, 김인선 선생님, 안미정 선생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전문가로서 동기

의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제 1 중환자실의 김태희 간호사와 영동 간호부 실

무교육실 최은미 수간호사, 항상 믿음직한 동생같은 후배 연수에게도 고마움과 사

랑을 전합니다.

연애시절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나의 오른 손을 굳게 잡아준 남편 신승용과

오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본심이 끝난날 엄마를 꼬옥 안아주며

엄마, 장해요 라고 이야기해서 엄마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듬직한 나의 재석,

공부하는 과정중에 태어나 또 다른 활력소와 삶의 의미가 되어준 귀여운 나의 재

혁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부를 핑계로 다른 일에 소홀한 며느리를 항상 기도로서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어머님과 가족들,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솟게 하는지 알게 해주신 여

러 친척 어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항상 마음을 졸이며 바쁜 딸을 염려하고 안쓰러워 하신 친정 어머니께

이젠 활짝 웃으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현수언니, 희정, 범수,

경수, 명옥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생전에 계셨으면 누구보다도 이 며느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내 인생의 푯대

가 되시는 시아버님과 뇌졸중을 앓다가 지금은 이국 땅에 잠들어 계신 마음의 고

향이신 친정아버지에게 이 작은 결실을 바치고 싶습니다.

동굴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무사히 빠져 나

왔습니다. 이젠 더 큰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지금을 기억하겠습니다.

2001년 6월

연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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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뇌졸중 환자의 간호성과지표

(N ursing Outcom es In dicator)개발

본 연구는 간호에 민감한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의 간호

활동에 근거한 간호성과,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연구목적

은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을 규명한 후 간호성과

와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N orth Am erican N u rsin g

Diagn osis Association (N AN DA)의 간호진단, N u r sin g Interven tion s Classification

(N IC)의 간호중재분류의 체계적인 내용을 기본 틀로 하여 초점집단과 Delp h i 방

법을 이용해 우리 나라 임상상황에 적합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를 우선순위에 의

해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제 간호활동 목록을 완성한 후 최종 뇌졸중 환자의 간

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간호활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7개의

문헌고찰, 63개의 의무기록 분석,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공통적인 건강문제와 간호요구를 규명한 후 2회의 초점집단 회의에서 간

호진단과 간호중재를 도출하였다. N AN DA의 간호진단은 대한간호협회(1996)에서

제시한 한글 간호진단명을 이용하였고, N IC의 간호중재 경우 박현애 등(1999)이

개발한 간호중재분류 한글 타당성 검증 연구에서 제시하는 간호중재명을 이용하

였다. 그러나 간호성과의 경우 간호결과분류(N O C)의 타당성 여부가 아직 검증단

계를 거치지 않았고 미국 상황에 적합한 간호성과이기 때문에 관련 문헌을 참고

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진단은 문헌과 환자,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통

해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고체온, 신체운동 장애, 기도개방 유지불능, 피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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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설사, 실금, 흡인 위험성, 신체손상 위험성, 자가간호 결핍, 지식 부족 등 12

개가 선정되었다.

2. 12개의 간호진단에 따라 29개의 간호중재별 간호성과가 개발되었고, 문헌과

환자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상황에 적합한 199개의 간호활동이 선정

되었다.

3.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활동에 근거한 간호성과지표는 서울 Y대학 병원에

서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와 신경과 의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조사에서는

CVI(In dex of Conten t Valid ity)를 통해 80% 이상의 합의를 이룬 경우 간호성과지

표로 선정하였고, 타당도 점수가 낮은 6개 항목을 삭제한 후 수정, 보안된 최종

133개의 간호성과지표로 개발하였다.

4 . 최종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사용자 타당도 조사는 서울 Y대학 병원에서 뇌졸

중 환자간호 임상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20인을 대상으로 간호성과지표의 유용

성과 사용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간호진단별 간호성과지표의 유용성 점수는

4점 척도에서 최저 3.73점에서 최고 3.88점의 범위를 나타내어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간호성과지표는 간호중재와 간호활동의 측정가능성을 높여 간호가 긍

정적인 환자상태 변화에 공헌하는 부분을 명백히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간호실

무전략의 개발을 통해 양질의 간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핵심되는 말 : 뇌졸중 환자, 간호성과, 간호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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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A . 연구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인식이 질병관리에서 건강관리,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건

강관리가 질(qu alit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강조하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즉 비용-효과 측면에의 증가된 관심은 건강관리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영성과

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의 중요성

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맞물려 과연 간호의 질과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신영수, 1998).

1980년대 이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에 대한 작업들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보건의료인의 사정(assessm ent)과 책임(accou ntability)이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

고 있다(Rehlm an, 1988). 미국에서는 병원 신임제도를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민간

기구인 JCAH O (Joint Com m ission on Accred itation of H ealth Care Organization)

를 주축으로 지표개발의 출발점이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간호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질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JCAH O, 2001).

지난 30여년간 건강관리 질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어 온

Don abedian의 구조, 과정, 결과에 의하면 구조는 시스템의 물리적, 조직적 특성으

로 조직원, 교육 수준, 부서의 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과정은 환자간호를 위해

수행된 것으로 환자성과와 중요하게 관련된 환자관리과정으로(Don abedian , 1980)

간호중재와 활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란 건강상태, 태도나 지식의 향상

을 모두 포함한다(D on abedian , 1986). 이중 구조는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영향

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구조적 요소는 질병의 심각도나 복잡한 사례에 있어

서의 과정이나 결과비교를 조정하는데 쓰이므로(Mitchell, Ferketich , & Jen nin gs,

1998),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구조중심의 성과측정이 과정과 결과중심으로 전환

되고 있다(Kelly, H u ber, John son, McCloskey, & Maas, 1994). 과정과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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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의 질 평가 틀은 환자성과(Patient Ou tcom es) 측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범주로는 삶의 질, 재원기간, 비용, 신체적 상태, 정서적 상태, 간호문제의 해

결, 환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고 있다(Don abedian , 1988; Ireson & Grier , 1998;

Lan g & Marek, 1992).

우리 나라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나라 실정

에 맞는 환자성과와 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반에 대한

질 평가는 의료서비스 평가와 맞물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성과에 대한

지표의 개발은 관심의 증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

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이병숙, 1998; 최순옥, 김문실, 1995)는 간호감사(N u rsin g

au dit)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간호수행(Minim al nu r sin g p ractice)

에 대한 지표이며, 간호중재별 구체적인 간호활동에 대한 측정수준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Iow a 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간호성과분류(N u rsin g Ou tcom es Classificati-

on , N O C)는 2차 개정(2000)을 통해 정의와 지표, 17개의 측정척도를 포함하는 260

개의 간호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N OC에서 제시하는 간호성과는 간호중재

에 따른 환자중심의 성과라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있어서는 간호진단의 해

결에 대한 결과로 표현되고 있어 북미 간호진단협회(N orth Am erican N u rsin g

Diagn osis Association , N AN DA)의 간호진단과의 연계는 분명하나, 간호중재분류

(N u rsin g Intervention s Classification , N IC)와의 연계는 분명하지 않다(N O C,

2000). 또한 간호성과명에 따른 지표도 지표의 수준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수준에서 5점 척도화하였으나 이중 일부는 척도

화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시킨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경계 사정이라는

간호성과범주에서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동공의 크기와 의사소통이 지표의 성격

과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극도로 손상된(1점) 부터 손상되지 않음(5점)

의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

고 있다.

뇌졸중은 미국의 경우 주요 건강문제의 하나로 매년 약 50만명의 새로운 환자

가 발생하거나 재발하고 있으며 적어도 4백만명의 환자가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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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살아간다(Am erican H eart Association , 1998).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99년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에 있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며 호발연령은

65세 이후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평균 648명에게 발생하고 평균 73명 이상

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1). 뇌졸중은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변화로 인하여 만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재활이 필요한 질환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동안의 간호가 회복과 합병증 예방, 재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

로(Gibbon, 1993) 체계적인 간호중재에 의한 간호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이 성공

적인 조기 재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성과내에서 간호성과를 구분하여 규명하는 것의 어려움은 간

호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거의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

(Kirkevold , 1992; Lan g & M arek, 1990; O' Conn or, 1993; Wild , 1994) 이는 지금까

지의 간호성과 연구가 환자성과와 환자만족도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근거

가 된다(Bru ce, 1998; Ch an g, 1997; Gallant & McLane, 1979; Marek, 1997;

William s, 1997; William s, 1998).

간호성과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간호활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환자간호

에 있어 간호의 치료적인 역할을 가시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

제이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성과와 측정 가능한 체계적인 지표의 개발

은 다양한 수준의 간호사에 의해 수행된 간호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간호의 연속선상에서 성과달성에 대한 양상과 패턴을 규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Joh n son & Maas,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와 회복기 동안의 뇌졸중 환자에게 나타나는 공통

적인 건강문제와 이에 따른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을 근거로 한 간호성과

와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간호활동의 근거마련과 이를 통

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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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활동을 근거로 간호성과별 간호성

과지표(N u rsin g Ou tcom e In dicators)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을 규명한다.

2)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중재별 간호성과를 개발한다.

3)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을 근거로 간호성과별 간호성과지표를 개

발한다.

C. 용어의 정의

1. 간 호성과 (N ursing Outcom es)

간호성과란 간호중재 수행후 시간적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환자의 반응으로

전반적인 환자상태, 행위 또는 인지를 말한다(N O C, 1997).

본 연구에서의 간호성과는 간호중재에 따른 간호활동별 전반적인 환자 상태,

행위,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한 진술로 간호진단에 대한 해결을 나타

내는 간호활동에 민감한 환자성과(N u r sin g-sen sitive p atien t ou tcom es)이다.

2. 간 호성과지표 (N urs ing Outcom e In dicator)

간호성과지표는 제공된 간호서비스가 이미 설정한 표준에 부응하는지를 평가

하고 관찰할 수 있는 양적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나 특성으로써(JCAH O,

1989; 신영수, 1998) 측정할 수 있는 환자상태, 행위 또는 환자 자신이 느끼는 인

지나 평가이다(N O C, 1997).

본 연구에서의 간호성과지표는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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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달성을 위해 수행한 간호활동별 지표로써 간호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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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A . 뇌졸중 환자의 건강문제

전통적으로 뇌졸중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치료선택의 제한으로 인하

여 환자관리가 간호사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가족의 회복

과 대처에 대한 간호사의 치료적인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Kirkev old , 1992;

O 'Con n or, 1993; Wild , 1994).

Kirkevold (1997)에 의하면 급성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욕구는 정보

욕구, 신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 사회적 욕구, 영적 욕구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뇌

졸중 환자의 재활과정에서 간호사는 해석적 역할, 위안적 역할, 보존적 역할, 통합

적 역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은 급

성기 뇌졸중 환자의 50%, 뇌졸중 후 20%의 환자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

고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부작용과

손상 예방,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 즉 개인위생, 배설, 영양섭취, 운동, 에너지 보

존 등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과 더불어 새로운 일상활동(Activities for d aily liv in g)

수행기술의 습득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동안 뇌졸중 환자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강관리의 요소중 하나(Pou n d,

et al ., 1995)인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 증진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사정과 지속적인 평가, 재활목표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

해 모든 간호사가 환자간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Lu i & M ackenzie, 1999).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의 의학적인 합병증은 흡인, 근골격계 통증, 배뇨 문제,

호흡기계 감염과 요로 감염, 심부 정맥 혈전증, 욕창, 우울, 뇌졸중의 진행 등이었

고(Kalra, Yu , Wilson , & Roots, 1995) 뇌졸중 환자의 운동영역과 인지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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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태를 살펴보면, 운동영역에서는 자가간호(식사, 옷입기-상의/ 하의, 목욕, 화

장실 사용, 치장하기), 괄약근 조절(방광관리, 장 관리), 운동(이동능력과 걷기, 휠

체어 타기, 계단 오르기 등) 등에 대한 기능을 측정하였고, 인지적 영역에서는 의

사소통과 사회적 인지 영역을 평가하였다. 의사소통에서는 이해력과 표현력을 조

사하였고 사회적 인지는 문제 해결력, 사회적 상호작용, 기억력 등을 평가하였다

(Fran chign oni, Tesio, Ricu p ero, & Martin o, 1997). 또한 Ign ataviciu s 등(1995)은

뇌졸중 환자의 공통적인 건강문제로 두개강내압 상승, 의식수준 저하, 감각기능

감소, 출혈, 욕창, 마비, 의사소통 장애, 연하곤란, 실금, 흡인, 변비 등을 설명하였

고 그에 따른 간호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뇌졸중 후 우울은 일반적인 것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Fu h,

Liu , W an g, Lu i, & Wan g, 1997; H errm ann & W allesch , 1993) 주로 좌측 대뇌반

구의 손상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급성단계후 우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H errm ann , Bartels, Sch u m acher, & W allesch , 1995; Robin son, Starr,

Lip sey, Rao, & Price, 1984; Sin yor, Jacqu es, Kalou p ek, Becker, Goldenberg,

Coop er sm ith , 1986).

따라서 뇌졸중 환자는 질병발생 부위와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건강문제의 우

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건강문제는 크게 신체

적 영역의 문제와 정신심리적 영역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영역의 문제

에는 두개강내압 상승, 욕창, 마비, 출혈, 감각기능 감소, 연하곤란, 흡인, 실금, 실

변, 변비, 근육의 경축, 감염 등이 있고 정신심리적 영역의 문제에는 우울증, 신체

상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이 속한다. 이상의 문제들은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거나 회복기에 있어서의 재활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강문제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와 간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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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자 성과 (Patient Outcom es)

Webster 사전(1996)에 의하면 성과(Ou tcom e)는 결과, 결론 으로 건강관리에서

의 성과는 완화, 질병통제, 치료, 재활의 측면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와 의

학적 관리의 최종결과 (Loh r, 1988)이며,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인이

나 집단의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이다(Cen ter s for Disease Control,

1992). 효과(effectiveness), 성과(ou tcom e), 질(qu ality)이란 용어는 서로 혼용되어

쓰이며 성과는 질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질은 효과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Mark,

1995).

다른 서비스에 비해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최종 성과를 규명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 관심을 덜 받아왔으나(H egyv ary, 1991)

간호 측면에서 환자성과를 건강관리의 평가를 위해 체계적으로 처음 이용한 사람

은 나이팅게일이며(Lan g & Marek, 1990; Salive, Mayfield , & Weissm an, 1990) 이

후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성과를 규명하고 측정하는 것은 특발

적이며 특정학제 중심으로, 즉 대부분 의사의 수행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Joh n son & Maas, 1994). 이러한 의사의 수행중심 평가는 1900년대 초 Boston의

외과의사였던 Ern est Codm an이 의료의 질 지표로써 성과중심의 측정방법을 사용

하도록 제안한 것이 시작으로, 이것이 현대 성과연구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Reverby, 1981).

1960년대 중반 구조, 과정, 결과를 강조한 Don abedian의 모델이 현재까지 건강

관리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 건강관리

질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초점이 구조에서 과정과 결과중심으로 전환되면서 1980

년대에는 성과가 Lohr (1988)가 표현한 5D' s", 즉 사망(Death ), 질병(Disease), 장애

(Disability), 불편감(Discom fort), 불만족(Dissatisfaction)으로 국한되거나 사망률, 이

환률, 임상 징후들이 전통적인 성과측정 지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에는 건강상태의 증진, 기능적 수행능력 향상, 인지된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인 성과를 포함하게 되었다(Mitchell, H ein rich , Moritz, & H in sh aw , 1997; Patr 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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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결국 성과를 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간호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H iggin s, et al ., 1992).

환자성과(Patient ou tcom es)란 선행된 care에 의한 환자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상태 변화 로서 (Don abedian , 1980), 건강상태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같은 건

강행위와 생리적 자료와 같은 건강상태를 대변하는 자료측정 등을 포괄적으로 의

미한다. Irvin e 등(1998)은 환자성과란 제공된 간호뿐만 아니라 환자의 일반적 특

성, 간호중재의 상호적 특성, 조직과 환경의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

였고 AN A (1985)는 환자성과란 사정요인과 간호치료과정에 관련된 환자의 궁극적

인 목표라고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의료환경의 제도적인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의사의

수행중심 평가의 수단으로 환자성과에 대한 측정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의 수행에 대한 중요한 연구로 대표되는 Med ical Ou tcom es Stu dy (MOS) 역

시 구조, 과정, 결과 요소 측면에서 의학적 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한 것으로

(Tarlov, Ware, Greenfield , N elson , Perr in , & Zabkoff, 1989) 이 연구에 의하면 성

과측정 범주에는 임상적 최종 상태(증상과 징후, 임상검사, 사망), 기능적 상태(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역할), 일반적인 안녕감(건강인지, 에너지/ 피로, 통증, 삶의

만족, 간호에 대한 만족) 등 광범위한 범주가 포함되었다. 간호에 있어 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환자성과가 특정 질병중심의 임상적 성과에서 기능상태, 일반적

안녕감, 만족 등의 영역으로 전환되어 측정되었다는 점이다(John son, Maas, &

Moorh ead, 2000; Kelly, 1994). 또한 표준화된 수행측정으로 H ealth Plan

Em p loyer Data an d Inform ation Set (H EDIS)가 있는데 이는 rep ort card s를 분석

하는 것으로 이에는 일부 간호중재에 민감한 성과를 포함한 것이 있으나 대부분

의 경우 간호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Bad ger, 1998).

한편 간호의 질 평가에 환자성과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Ayd elotte (1962)이 간호전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환자의 행위적, 신체적

특성의 변화를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입원일수, 발열기간, 수

술후 일수, 진통제나 진정제의 용량이 포함되었으며 환자의 정신상태, 신체적 독

립성, 피부상태, 간호에 대한 생각, 환자경과에 대한 의사의 평가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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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성과는 AN A (1976)에 의해 간호의 질(Qu ality of care) 측정으로 강

조되어져 왔으며 여기에서 성과측정은 환자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지식, 치료이

행, 통증, 운동, 신체상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H over와 Zim m er (1978)는 환자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지식, 환자의 기술, 약물에 대한 지식, 적응 행위, 건강 또

는 생리적 상태를 환자성과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AN A는 1995년 구조,

과정, 결과에 따른 지표를 규명하면서 결과지표로 사망률, 재원기간, 부작용 발생,

합병증(병원감염이나 욕창 등),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외국의 경우 주로 전문간호사(Clin ical N u r se Sp ecialist나 N u rse Practitioner)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환자성과 연구(Brooten & N aylor , 1995; Crosby,

Ventu ra, & Feldm an, 1987; Dahle, Sm ith , In ger sol, & Wilson, 1998; Ru dy,

David son , & Daly, 1998)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환자성

과 범주로는 이용도(u tilization), 간호전달(d elivery of care), 환자만족도, 간호접근

성, 비용-효과, 환자 이행, 건강유지, 환자의 업무복귀율, 환자교육 증진, 입원감소,

재원기간 단축, 재입원률 감소, 응급실 방문감소, 건강관리 비용의 감소 등이다.

이중 비용(cost)은 환자성과보다는 성과변수로 간주되므로 환자성과라고 볼 수 없

다는 견해가 있고(Bon d & Th om as, 1991) 환자 만족도는 간호의 질에 대한 지각

된 환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간주된다(Brow n , 1992; Ch an g, 1997).

이상과 같이 환자성과란 통합된 전문 지식의 결과로써(Idv all, Rooke, &

H am rin , 1997)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해 환자성과를 이용할 경우 어느 하나의 전문

직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Mitz, et al., 1991). 따라서 간호

전문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간호성과 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H egyvary, 1991)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간호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과정을 포함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Id vall, et al, 1997).

환자성과는 간호의 질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나

환자관리에 있어 간호가 공헌하는 부분을 명확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간호 민감성 환자성과에 대한 규명과 측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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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성과 (N ursing Outcom es)와 지표 (In dicators)

간호성과(N u rsin g Ou tcom es)란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이며(김소선, 1998) 간호와 간

호의 질을 관리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달성되어진 상태로서 특정한 간호성과는 간

호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적절한 회환(feedback)을 제공한다. 또한 간호성과는 제공

된 간호중재가 효과적인지 여부와 표준과 얼마나 잘 부합되며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Craw ford , Taylor , Seip ert, & Lu sh, 1996; M arek,

1997) 일반적으로 간호의 질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간호

성과의 측정은 간호의 질을 수량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Peters, 1995).

간호(N u r sin g care)로부터 환자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간호가 환자의 건강상

태 성과에 영향을 주고 규명 가능한 간호성과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며

Brooten & N aylor, 1995; Brow n , 1992; H egyv ary & H au ssm ann , 1976) 간호성과

의 측정은 환자의 건강에 간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문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의 가시화(v isibility)를 주장하고 건강관리 전달체계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간

호가 가지는 견해가 건강관리 조직이나 병원행정자, 의료소비자들로부터 간과되거

나 무시될 수 있다(Oerm ann & H u ber, 1999).

기존의 환자성과 연구(Lohr, 1988; AN A, 1995)에서 나타나는 이환률이나 사망

률과 같은 광범위한 성과는 의학적 관리에 의해 대부분 영향을 받는 care의 질에

있어서 거대지표(gross in d icator)가 되며 감염율이나 예상치 않은 부작용과 같은

이환률의 측정은 입원환자 간호의 질 지표로 자주 이용되나 간호뿐 아니라 다른

건강관리자의 수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간호에 있어 간호가 공헌

하는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Brooten & N aylor , 1995). 또한 통증의 정도,

증상관리, 자가간호 등의 간호 민감성 성과 등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못하는 실정으로(Maas, 1997; Oerm an n & H u ber, 1999) 간호 고유의 민감한 성과

측정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환자성과 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Ireson & Gr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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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Kleinp ell-N ow ell, & Weiner , 1999; Micek, Berry , Gliski, Kallenbach, Link,

Sch arer, 1996; Marek, 1997).

간호수행(N u rsin g p erform ance)은 간호활동(N u rsin g activ ities)의 달성과 의사

처방의 완수로 환자간호계획은 환자성과의 달성보다는 이러한 업무의 달성에 초

점을 둔다. 성과측면에서 간호중재를 고려할 경우에는 중재나 사용된 프로토콜의

효과, 환자의 통증 감소 정도, 환자의 대처능력의 향상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나 가

족이 그들의 건강문제를 이해하는 지와 자가간호를 유지, 증진시키는 방법을 조사

하고 가장 최고의 환자성과를 달성한 중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Fren ch ,

1997; M allin son, 1990; Oerm ann & H u ber, 1999).

또한 간호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동에서 수행 가능한 최

고의 간호활동을 규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증관리가 간호활동의 일차적인 초

점이라면 통증수준이 중요한 성과가 되므로 통증호소 수준, 빈도, 통증의 범위, 지

속시간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간호사는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선택

해야 한다(Joh n son & Maas, 1997). Katz & Schroeder (1997)는 25개의 주요한 간호

영역을 선정한 후 병동수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약물의 사용, 안

정성, 감염조절의 3가지 항목을 주요 간호의 영역으로 확정하였고 Ru d olp h &

H ill(1994)은 초점집단을 이용하여 35개의 예비지표중 최종 10개의 지표를 선정하

여 간호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이전에 우

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은 환자간호에 있어 간호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간호중재와 간호활동을 규명하는 것이다(Relm an, 1988).

질적 간호를 전문직 성과(p rofession al ou tcom es), 환자성과(con su m er 또는

client ou tcom es), 공유 성과(sh ared ou tcom es)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Peters

(1995)에 의하면 간호성과는 질 성과로서 전문직 표준과 환자간호지침의 통합을

의미하므로 전문직 수행과 환자의 상태를 포함하는 공유 성과(sh ared ou tcom es)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간호성과에 대한 목적, 정의, 측정은 Bon d와 Th om as(1991)에 의해 고찰되었는

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진 측정의 개발은 간호의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있다고 하였다. 간호성과에 대한 많은 정의들은 환자상태 변화의 최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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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포함하며(Marek, 1989; Marek, 1997) 전문직 수행과 환자상태의 측면에서 기

술되는 질 성과(qu ality ou tcom es)는 명확히 규정되고 합의된 도구를 사용하여 이

루어진 전문직 표준과 환자간호 지침의 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수행에 근거한 성과의 일반적인 범주에는 신체상태, 정신상태, 기능상태,

행위, 지식, 증상조절, 삶의 질, 가정의 기능, 가족구성원의 긴장, 목표달성, 서비스

이용, 안전, 간호문제의 해결, 환자만족, 돌봄 등이 속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간

호 민감성 환자성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Brooten & N aylor, 1995; Lan g & Marek,

1992).

지표는 제공된 서비스가 이미 설정한 표준에 부응하는지를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신영수, 1998), 임상

지표란 중요한 환자간호와 지지적인 서비스 활동의 질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지

침이 되는 양적인 측정이다(JCAH O, 1989). 또한 지표는 간호사와 다른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환자결과에 공헌하는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지는 것으로

(Idv all, et al., 1997) 지표란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중재가 적절한지 아

닌지에 대한 신호(sign al)로써 건강관리과정의 한 측면이다(Meisenh eim er, 1985).

지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표의 목적이 건강관리수행자의

중재중심에서 환자결과와 표준의 확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P od gorn y,

1991).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낙상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호성과지표는 노인의

낙상방지에 대한 지식의 증가, 노인의 낙상위험 감소를 위한 행위변화, 낙상 발생

수의 감소 등이다(Bezon, Ech evarria, & Sm ith , 1999).

국내 연구중 현재까지 진행된 간호의 질 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들로는 유지수

(1976)의 환자간호의 질 평가도구와 이향련, 김광주, 김귀분 등(1983)의 PIN C

(Patien t In dicator of N u rsin g Care)를 수정, 보완한 도구가 있으며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최순옥, 김문실(1995)의 근골격장애 환자의 간호의 질 개발,

이병숙(1997)의 복부수술 환자간호의 과정-결과 평가를 위한 표준, 기준 및 지표개

발의 이론적 기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호의 기능을 독자적인 기능과 상

호 의존적인 기능으로 분류하여 일상생활 동작을 돕는 일, 상담, 양육,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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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 교육, 환자지지, 사회화와 격려 등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기능을 위주

로 개발하였거나 수행한 간호행위에 대한 기록여부로 평가하는 간호감사(nu r sin g

au dit)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여 간호성과 자체보다는 간호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간호의 질 지표중 하나로 널리 측정되어진 환자 만족도는(Gallan t &

McLane, 1979; M arek, 1997; William s, 1997; William s, 1998)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 간호사에 대해서도 높은 점

수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간호사로부터 받는 총체적이고 인

간적인 간호를 양질의 간호 이전단계로 생각하기 떄문에(William s, 1998) 환자 만

족도에서 간호나 간호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가 양질의 효과적인 간호를 규명하고 측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 단독의 측면만을 반영하기보

다는 환자간호에 있어 간호가 공헌하는 부분을 명백히 할 수 있으며 간호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간호 민감성 지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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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A .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을 확인하여,

간호중재, 간호활동에 근거한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

이다.

B. 연구진행과정

본 연구는 초점집단(Focu s grou p ), Delp hi 방법, 사용자 타당도(U ser valid ity)

를 주요 방법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연구진행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진행과정

내용 방법 전문가 구성

간호진단, 간호중재,
초점집단

(문헌고찰)

간호대학 교수 2인

해당분야 임상경력 5년 이상

간호사 3인

간호활동 규명

초점집단

(문헌고찰, 면담,

의무기록지 분석)

해당분야 임상경력 5년 이상

간호사 6인

(신경과병동 , 집중치료실)

예비 간호성과,

간호성과지표 개발

전문가 타당도

(Delphi 방법)

임상경력 5년 이상 간호사 14인

간호대학 교수 2인 , 신경과의사 1인

예비 간호성과,

간호성과지표 검증

전문가 타당도

(Delphi 방법)

임상경력 5년 이상 간호사 7인

간호대학 교수 2인 , 신경과의사 1인

최종 간호성과,

간호성과지표 검증
사용자 타당도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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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중재 , 간호활동에 근거한 예비 간호성과 , 간호성과지표 개발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 의무기록 조사, 면담을 통해

파악된 뇌졸중 환자의 공통 건강문제와 간호요구를 NANDA-NIC의 분류체계

를 이용하여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으로 규명하였다.

1)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을 통해 뇌졸중 환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조사하였다. 선정된 문헌은 Phip p s,

Cassm eyer, San d s, Leh m an (1995), Ign ataviciu s, Workm an , Mishler (1995), Lew is,

Collier, H eitkem p er (1996)가 저술한 성인간호학(m edical-su rgical n u rsin g) 전공문

헌 3개와 Gillen & Bu rkh ardt (1998), Snyder (1991)가 저술한 뇌졸중 관련 문헌 2

개, Urban, Green lee, Kru m berger, Win kelm an (1995), Urd en, Lou gh, Stacy (1996)

의 중환자 간호(cr itical care nu r sin g) 문헌 2개로 최종 건강문제는 7개의 문헌중 6

개 이상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건강문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강문제는 공통되는 생리적, 기능적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고 건강문제

에 따른 간호진단은 북미 간호진단 협회(N orth Am erican N u rsin g Diagn osis

Association , N AN DA)의 간호진단에서 선정하였고, 선정된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

중재명은 간호중재분류(N u r sin g In terven tion Classification , N IC)에서 제시하는 간

호중재명중 연구대상자 측면에서 산·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견인, cast, 보조기

등)에 해당하는 간호중재명과 질병치료과정 측면에서 수술관련(수술, 장루, 절단,

라텍스 사용 등) 간호중재명과 지역사회 관련 간호중재명을 제외한 간호중재명을

1차적으로 모두 선정하였다.

선정된 간호진단명과 간호중재명은 현재 서울소재 Y대 간호대학에서 간호진단

과 간호중재 관련 강의와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과 서울소재 Y대학병원 신

경과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신경과 환자간호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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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인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의뢰하여 4인 이상 합의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중복되는 간호중재명을 삭제한 후 선정하였다.

2)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 선정을 위하여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분류

(N IC)에 따른 간호활동을 모두 선정한 후 의무기록지와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 초점집단(Focu s grou p )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 간호활동을 선정

하였다.

의무기록 조사는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서울소재 Y대학병

원에서 급성기(집중치료실), 회복기(신경과 병동) 치료와 간호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다음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뇌졸중 환자의 의무기록 102개를 우선 선

정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간호활동을 파악한 결과, 수술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

어 만성적인 장애를 남기지 않는 환자(뇌동맥류, 뇌수종)는 문헌에서 제시하는 뇌

졸중 환자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와 차이를 보여 이를 제외하고 최종 63개의 의

무기록을 조사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1. 처음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자

2.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주요한 내, 외과적 합병증이 없는 자

3.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4.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자

환자와 주간호제공자 면담은 연구자가 작성한 비구조적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록 1) 2001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소재 Y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에 입

원하여 뇌졸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환자와 주간호

제공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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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분류(N IC)에서 선정한 간호활동과 의무기록 조사, 면담을 통해 파악된

간호활동을 모두 통합하여 선정된 간호활동은 초점집단을 이용하여 실제 우리 나

라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가능한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였다. 총 2회에 걸친 초점집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초점집단은 신경

과 환자 간호경력이 5년 이상되는 간호사중 석사학위 이상의 집중치료실 간호사

3인과 신경과 병동 간호사 3인으로 구성하였다.

2. 예 비 간호성과 , 간 호성과지표에 대 한 타당도 검증

뇌졸중 환자의 예비 간호성과와 간호활동에 근거한 예비 간호성과지표를 개발

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의무기록 조사,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선

정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을 기초로 하여, N IC에서 선정한 간호중재에

따른 예비 간호성과와 간호활동에 따른 예비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예비 간호성과의 경우 간호성과분류(N u rsin g Ou tcom es Classification , N O C)

개발팀이 현재 간호성과분류가 분류체계 구조를 확립하지 못했으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용하지 않았으며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관련 2개의 문헌(Kim , McFarlan d, & McLane, 1997;

McCloskey & Bu lech ek, 2000)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예비 간호성과지표는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간호와 관련된 7개의 문헌(Ph ip p s,

Cassm eyer, San d s, & Lehm an, 1995; Ign ataviciu s, W orkm an, & Mishler , 1995;

Lew is, Collier , & H eitkem p er, 1996; Urban , Green lee, Kru m berger , &

Winkelm an, 1995; Urd en, Lou gh , & Stacy, 1996)을 근거로 하여 생리적인 측면,

정신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도록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타당도와 사용자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1) 전문가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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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위해 2차에 걸친

Delp h i 방법을 이용하였다.

1차 Delp hi 방법을 통한 조사는 2001년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하였으

며 전문가 집단은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간호한 임상경력 5

년 이상의 간호사 14인과 간호대학 교수 2인, 신경과 의사 1인 등 총 17인으로 구

성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예비 간호성과와 예비 간호성과지표 각 항목당 1점의

전혀 적절하지 않다 , 2점의 적절하지 않다 , 3점의 적절하다 , 4점의 매우 적절

하다 로 응답할 수 있는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

용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였다. 4점 척도의 응답중 3점과 4점의 경우를 적절하

다 의 항목으로, 1점과 2점의 경우를 부적절하다 의 항목으로 하여 CVI(In dex of

Con tent Valid ation)를 산출하여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

로 선정하여(Lyn n, 1986) 수정하였다.

수정된 1차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2차 Delp hi 방법을 통한 조사는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간호한 임상경력 5년, 석사학위 이상의 간호사 7인과 간호대학 교

수 2인, 신경과 의사 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 Delp hi 방법시 사용하였던 4점 척

도를 이용하여 80% 이상의 합의를 나타낸 항목을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2차

예비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2) 사용자 타당도 검증

2차에 걸쳐 개발된 예비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는 사용자 타당도(u ser

valid ity) 검증을 거쳐 최종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로 개발되었다. 사용자 타당

도는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소재 2개 대학병원의 집중치료

실과 신경과 병동의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0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

상자 선정기준에 합당한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하여 보도록 하였다.

사용자 타당도 검증은 예비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의 유용성 조사를 위해

각 항목당 1점의 전혀 유용하지 않다 , 2점의 유용하지 않다 , 3점의 유용하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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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매우 유용하다 로 응답할 수 있는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예비 간호성과

지표의 사용여부를 예 , 아니오 로 표시하게 한 후 아니오 에 답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각 예비 간호성과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고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최 종 간호성과 , 간 호성과지표 개발

2차의 전문가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를 거쳐 수정, 보완된 예비 간호성과와 간

호성과지표를 뇌졸중 환자를 위한 최종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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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A . 간호중재 , 간호활동에 근거한 예비 간호성과 , 간호성과

지표 개발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 의무기록 조사, 면담을 통해

파악된 뇌졸중 환자의 공통 건강문제와 간호요구를 NANDA-NIC의 분류체계

를 이용하여 최종 12개의 간호진단, 29개의 간호중재와 간호성과, 199개의 간호활

동과 133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1)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7개의 문헌중 6개 이상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뇌졸중 환자의 공통적인 건강문

제는 크게 신체적 문제와 정신 사회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문제에는

두개강내압 상승, 의식수준 저하, 신경학적 변화, 발열, 욕창, 마비, 출혈, 감각기능

감소, 기도내 분비물 정체, 연하곤란, 흡인, 배변 장애, 배뇨 장애, 근육의 경축, 감

염 등이 있고 정신 사회적 문제에는 우울증, 신체상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파악되었다(Kalr a, Yu , Wilson , & Roots, 1995; Kelly-H ayes, et al., 1998;

Kirkev old , 1997; Macdu ff, et al ., 1998; Ron ald , et al., 1999). 이중 정신 심리적 영

역의 문제인 우울증의 경우 급성기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하나 손상받은 부위에

따라 발생유무에 차이가 있고(Robin son , Starr, Lip sey, Rao, & Price, 1984) 신체상

장애의 경우 여러 문헌(Beyea, 1996; Marrelli & H illiard , 1996; Wen tw orth , 1996;

W ojner , 1996)에서 재활시기에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

어 본 연구 대상자에 해당되는 급성기와 회복기 대상자의 건강문제에서 제외하였

다.

이러한 뇌졸중 환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건강문제를 기초로 하여 1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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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된 간호진단은 15개였으나 이중 체온변화 위험성, 실변, 만성통증, 조직관

류 장애 등 4개의 간호진단은 6명의 전문가중 4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제외

하였다. 따라서 최종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11개의 간호진단은 두개강내 적응능

력 감소, 고체온, 신체운동 장애, 기도개방 유지불능, 피부손상, 변비, 설사, 실금,

흡인 위험성, 신체손상 위험성, 자가간호 결핍 등이었다. 11개 간호진단은 대한간

호협회(1996)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한글 간호진단명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간호진단명에 따른 간호중재명은 박현애 등(1999)이 간호중재분류

(N u rsin g In terven tion s Classification , N IC)의 한글 명명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친 한글 간호중재명에서 선정한 후 간호진단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복되는

간호중재명은 삭제하고 총 28개의 간호중재를 선정하였다.

문헌에서 파악된 공통적인 건강문제에 따른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의 면담을 통해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선정,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활동을 파악하였다. 간호요구의 우선순위는 중복대답에 의해 파악한 결

과 지속적인 물리치료(11명), 환자 이동이나 자세변경시의 도움(9명), 가래 제거(9

명), 식이나 운동 등 질병 관리방법(6명), 배변·배뇨후의 청결유지(5명) 등으로 나

타났다. 특히 배변이나 배뇨시의 피부청결과 관리의 경우 개인 사생활 보호측면에

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해주는 것보다는 가족이 직접 해주는 것을 선호하

였고 이러한 내용은 간호활동에 반영하였다.

간호진단과 간호중재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가 뇌졸중을 처음 진단받은 대

상자이므로 만성적인 장애 관리를 위해 교육과 식이나 운동 등 질병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교육적 중재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간호진단으로 지식부족 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1개의 간호중재를 선정하

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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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헌에서 파악된 공통적인 건강문제와 간호진단, 간호중재

공 통 적 인 건 강 문 제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연하곤란

·질식
흡인위험성

1. 질식 예방

2. 구토 관리

3. 연하장애 관리

·두개강내압 상승

·의식수준 저하

·신경학적 변화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1. 신경학적 관찰

2. 뇌관류 증진

3. 뇌부종 관리

4. 두개강내압 측정

·발열

·감염
고체온 1. 고체온 관리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신체 운동장애

1. 운동요법 : 관절운동과 근운동

2. 운동요법 : 침상기동

3. 운동요법 : 균형유지

4. 체위변경 : 휠체어

·기도내 분비물 정체 기도개방유지불능
1. 기도 관리

2. 호흡기 감시

·욕창

·감각손상
피부손상

1. 욕창 간호

2. 체위 변경

3. 회음부 간호

·배변장애

변비 1. 변비 / 매복변 관리

설사

1. 설사 관리

2. 체액 / 전해질 관리

3. 영양 관리

·배뇨장애 실금
1. 방광 훈련

2. 요실금 간호

·출혈

·낙상

·발작

신체 손상위험성

1. 출혈 예방

2. 낙상 예방

3. 발작 간호

·자가간호 수행능력 저하 자가간호 결핍
1. 구강위생 관리

2. 자가간호 증진

표 2.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간 호 요 구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지속적인 물리치료

·환자 이동이나 자세변경시의 도움

·가래 제거

·식이나 운동 등 질병 관리방법

·배변후의 청결유지

지식부족
교육 : 질병과정, 활동 / 운동,

식이 ,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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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

간호활동은 간호중재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준의 구체적 활동으로 N IC에서

제시한 간호활동과 의무기록 조사,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나

라 상황에 적합한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총 63개의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서 의사처방에 따른 간호활동 중심으로 파악

된 구체적인 간호활동을 살펴보면 체온, 호흡, 맥박과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투약(경구·비경구), 경관영양 공급, 흡인, 산소투여, 신경학

적 관찰(매 2시간마다 동공 크기 측정과 의식수준 사정), 자세변경과 유지(H ead

elev ation , ABR, 90도 Sit-u p , 체위변경), 개인위생(구강간호), 의사의 치료적 절차

보조(L-tu be 삽입이나 드레싱), 도뇨관 삽입(유치도뇨관, 정체도뇨관)과 회음부 관

리, 관장, 근육상태 사정과 관절운동 시행 확인, 환자나 주간호제공자 교육(혈압

측정, 인슐린 주사, 변비 예방), 임상검사 시행과 의뢰 확인, 안전(침상 난간올리

기) 등이었다. 63개 의무기록에서 파악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고 의

무기록에서 파악된 간호활동은 <표 4>와 같다.

표 3. 의무기록상의 연구대상자의 특성

n=63

특 성 실 수 (%) 평 균

연령

49세 이하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 ( 3.2)

6 ( 9.5)

43 (68.2)

10 (15.9)

2 ( 3.2)

68.2

주요*

동반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심부 정맥 혈전증

58 (92.0)

45 (71.4)

12 (19.0)

7 (11.1)

2 ( 3.2)

*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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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무기록상의 간호활동

의 무 기 록 상 의 간 호 활 동

·활력징후 측정 ·투약 (경구·비경구)

·경관영양 공급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흡인 ·도뇨관 삽입과 회음부 관리

·산소 투여 ·관장

·신경학적 관찰 ·근육상태 사정과 관절운동 시행 확인

·자세변경과 유지 ·환자나 주간호제공자 교육

·개인 위생 ·임상검사 시행과 의뢰 확인

·의사의 치료적 절차 보조 ·안전

결론적으로 문헌을 통해 선정한 11개의 간호진단,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

담을 통해 도출한 1개의 간호진단 등 최종 12개의 간호진단과 29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간호활동, 문헌과 의무기록에서 파악한 간호활동 등을 종합하여 총 195개의

간호활동을 선정하였다(부록 2).

B. 예비 간호성과 ,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타당도 검증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에 근거하여 29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예비 간호성과(부록 3)와 간호활동에 근거한 예비 간호성과지표(부록 4)를 개

발하여 전문가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전문가 타당도 검증

1) 예비 간호성과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작성된 간호활동별 예비 간호성과, 간호성과지표의 각 항목에 대해 2차에 걸친

Delp h i 기법을 사용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집단에 속한

25



간호사 14인의 평균 임상경력은 10.7년이었으며 이중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은

7.5년이었다. 2차 전문가 집단에 속한 간호사 7인의 평균 임상경력은 8.9년이었고

이중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은 7.1년으로 1차 전문가 집단의 평균 임상경력과

유사하였다.

29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예비 간호성과의 경우 80% 이상의 전문가 합의를 보

여 타당성은 검증되었으나 간호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간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간호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환자가 주체가 된 서술이어야 하므로 간호성과내

의 간호활동 주체가 간호사임을 분명히 하는 용어서술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대상자는) 정상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를 (대상자의) 정상 피부통합성이 유지된

다 로 수정하였다.

흡인 위험성과 신체손상 위험성 2개의 간호진단의 경우는 ~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의 간호성과 서술을 ~손상 위험이 없다 로 수정하였다.

2) 예비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예비 간호성과지표중 1차, 2차 전문가 타당도 검증후 80% 미만의 합의를 보여

삭제된 항목은 총 6개 항목으로 간호진단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의 후각변화를

호소하지 않는다(72.5) 의 경우 뇌졸중환자 대부분이 후각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

므로 삭제하였으나 대상자에게 nu ch al rigid ity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 경우 타당도

는 72.5 %로 나타났으나 뇌졸중 환자의 신경계 사정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라는 지

적이 있어 채택하였다.

간호진단 고체온의 경우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없다 의 지표는 항생제 투

여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므로 삭제하였다.

간호진단 변비의 경우 피부 긴장도가 유지된다 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 위한 지표였으나 수분섭취 저하로 인하여 피부 긴장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떄문에 삭제하였고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 의 경우 뇌

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당뇨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영양사의 전문적인 판

단 없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정확한 열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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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였다.

간호진단 설사의 경우 1회 설사량이 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는 정확한 설사

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혈변이 배출되지 않는다 는 뇌

졸중 환자중 혈전성 원인에 의한 뇌경색의 경우 대부분이 항응고요법을 시행 받

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의 부작용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하였다. 간호진단

별로 삭제된 간호성과지표 항목과 삭제이유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전문가 타당도 검증후 삭제된 간호성과지표

간 호 진 단 삭 제 된 간 호 성 과 지 표 항 목 (타 당 도 %) 삭 제 이 유

두개강내 적응

능력 감소
·후각변화를 호소하지 않는다 (72.5). ·후각변화는 거의 없음

고체온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없다 (69.4). ·항생제 투여전 필수 확인 사항임

변비 ·피부 긴장도가 유지된다 (77.8).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 (77.8).

·수분섭취 저하로 인해 피부긴장도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당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열량측정이 어려움

설사 ·1회 설사량이 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77.8).
·혈변이 배출되지 않는다 (72.5).

·정확한 양의 측정이 불가능함

·치료약물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부

작용인 경우가 많음

각 간호진단별 예비 간호성과지표중 수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진단 :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간호진단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에는 신경학적 관찰, 뇌관류 증진, 뇌부종 관리,

두개강내압 측정이라는 4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30개의 간호활동, 30개의 간호성과지표

가 개발되었다. 타당도 점수는 낮았으나 지표로 선정한 항목은 3개 항목으로 두개강

내압이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의 경우 두개강 내압을 측정하기 위해 침습적인 절차를

통해 기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타당도는 70.0%의

합의를 보였으나 이는 뇌졸중 환자 경과관찰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표로 선정

하였다. 감각의 둔함이나 저림 등을 호소하지 않는다 와 발한의 변화를 호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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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의 경우 brain herniations의 초기 징후에 해당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한 항목이므로 지표로 선정하였다.

수정된 지표항목은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SBP 200m m H g이하, DBP

120m m H g 이하로 유지된다. 48시간 이후 SBP 140 m m H g, DBP 100m m H g 이하

로 유지된다 는 치료목표 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내에서 뇌경색인 경우와 뇌출

혈인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뇌경색의 경우 처음 24-48시간 혈압이

200/ 120mmH g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와 처음 2주간 혈압이 180/ 120mmHg이

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 2주후 혈압은 135/ 90mmH g 정도를 유지한다 로 하였으

며 지주막하 출혈과 뇌출혈의 경우에는 평소 혈압의 범위를 유지한다 로 하였다. 동

맥혈 가스분석결과 p H 7.35-7.45, PO 2 75-100 m m H g, PCO 2 35-45m m H g, H CO 3
-

22-26m Eq / L,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된다 는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p H

7.35-7.45, PO 2 75-100 m m H g, PCO 2 35-45m m H g, H CO 3
- 22-26m Eq/ L, 산소포화도

97% 이상으로 유지된다 로, 각막반사, 기침반사, 구개반사기능을 유지한다 는 각

막반사(+), 기침반사(+), 구개반사(+)를 유지한다 로, 근 조정력, 침상내 운동범위를

유지한다 는 근 조정력, 체위, 운동, 보행정도를 유지한다 와 침상내 운동범위를 유

지한다 로 구분하였다. 복시, 안구진탕증, 시야차단, 흐릿한 시야, 시력 변화 등을

호소하지 않는다 는 복시, 안구진탕증, 시야차단, 흐릿한 시야, 시력저하 변화 등

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수행한다 로, 유창성을 유지하고 실어증, 단어 선택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는 유창성과 단어 이해력을 유지하고 실어증, 단어 선

택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로, 바빈스키 반응과 심부 건반사가 변화되지

않는다 는 바빈스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와 심부 건반사가 항진되지 않는다

로,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는 치료 목표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였다. 기타

수정한 항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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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간호진단 :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간호성과지표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간호성과지표

수 정 전 수 정 후

1-2. 의식수준이 질병발생시를 유지하거나 저하

되지 않는다 .
1-3. 기억력 (rem ote, recent, imm ediate), 계산

(100-7), 집중력 , 정서, 행동이 정상적으로 유지

된다 .
1-4.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혈압이

200/ 120m mH g 이하로 유지된다 . 48시간 이후

혈압이 140/ 100mm H g 이하로 유지된다 .

1-5-1.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pH 7.35-7.45, PO 2

75-100 mm H g, PCO2 35-45mm H g, H CO3
- 22-

26m Eq/ L,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유지된다 .
1-6/ 1-7.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 (0-15m mH g)를
유지한다 .

1-8/ 1-9. 각막반사, 기침반사, 구개반사기능을

유지한다 .
1-10. 근력과 침상내 운동범위를 유지한다 .

1-11 복시, 안구진탕증, 시야차단, 흐릿한 시야 ,
시력 변화 등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3. 유창성을 유지하고 실어증, 단어 선택시

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5. 발한의 변화를 호소하지 않는다 .
1-16. 바빈스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

1-2. 의식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 .

1-3. 기억력, 집중력, 정서 , 행동이 정상적으로 유지

된다 .

1-4 . 치료목표 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
* 뇌경색의 경우

-처음 24-48시간 혈압이 200/ 120m mH g 이상이 되

지 않도록 유지한다 .
-처음 2주간 혈압이 180/ 120mm H g 이상이 되지 않

도록 유지한다 .
-2주후 혈압이 135/ 90m mH g 정도를 유지한다 .
*지주막하 출혈과 뇌출혈의 경우

-평소 혈압의 범위를 유지 한다 .
1-5-1.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pH 7.35-7.45, PO2 75-
100 mm H g, PCO2 35-45mm H g, H CO3

- 22-26mEq
/ L, 산소포화도 97% 이상으로 유지된다 .
1-6.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 (0-15mm H g)를 유지한

다 .
1-7. 대상자와 보호자가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해야 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8/ 1-9. 각막반사 (+), 기침반사 (+), 구개반사 (+)를 유

지한다 .
1-10-1. 근 조정력, 체위 , 운동, 보행정도를 유지한

다 .
1-10-2. 침상내 운동범위를 유지한다 .
1-11. 복시, 안구진탕증, 시야차단, 흐릿한 시야, 시

력저하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수행한다 .
1-13. 유창성과 단어 이해력을 유지하고 실어증 , 단

어 선택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5. 과도한 발한이나 발한 감소가 없다 .
1-16-1. 바빈스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
1-16-2. 심부 건반사가 항진되지 않는다 .

2-1/ 2-2/ 2-3.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 2-1/ 2-2/ 2-3. 치료 목표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

간호진단 : 고체온

간호진단 고체온에는 고체온 관리의 간호중재에 따른 12개의 간호활동, 9개의 간호

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정상체온의 범위 36.5℃-37.0℃를 유지한다 는 정상체온의 범위 36.5℃-37.0℃를

유지한다 와 오한과 열감 호소가 없다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피부가 핑크색이

며 촉진시 따뜻하고 건조하다 는 정상 체온범위를 유지한다 로, N a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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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q/ L, K 3.5- 5.5m Eq/ L, Cl 95-105m Eq / L, H b 12-16, H ct 36-45 %, WBC 5000-

10000, 혈액배양검사가 음성을 유지한다 는 N a 135-145m Eq/ L, K 3.5-5.5m Eq/ L,

tCO 2=22-26m Eq / L, Cl 95-105m Eq/ L, BUN 5-25㎎/ ㎗, Cr=0.5-1.2㎎/ ㎗ 범위를 유

지한다 와 H b 12-16, H ct 36-45 %, WBC 5,000-10,000, 혈액배양검사가 음성을 유지

한다 로 검사의 종류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in take 2000㏄, ou tp u t 500㏄ 이상을

유지한다 지표는 in take & ou tp u t이 균형을 유지한다(u rine ou tp u t은 1㏄/ ㎏/ hr

를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다. 기타 수정한 항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간호진단 : 고체온 간호성과지표

고체온 간호성과지표

수 정 전 수 정 후

1-1/ 1-2/ 1-3/ 1-4/ 1-5.

정상체온의 범위 36.5℃-37.0℃를 유지한다 .

1-6. 피부가 핑크색이며 촉진시 따뜻하고 건조

하다 .

1-8. intake 2000㏄ 이상, output 500㏄ 이상 유

지한다 .

1-9. N a 135-145mEq/ L, K 3.5-5.5m Eq/ L, Cl

95-105m Eq/ L, H b 12-16, H ct 36-45%, WBC

5000-10000, 혈액배양검사가 음성을 유지한다 .

1-1/ 1-2/ 1-3/ 1-4/ 1-5.

·정상체온의 범위 36.5℃-37.0℃를 유지한다 .

·오한과 열감 호소가 없다 .

1-6. 정상 체온범위를 유지한다 .

1-8. intake & ou tpu t이 균형을 유지한다 (u rine

output은 1㏄ / ㎏ / hr을 유지한다).

1-9. N a 135-145m Eq/ L, K 3.5-5.5m Eq/ L, tCO2=

22-26mEq/ L, Cl 95-105mEq/ L, BUN 5-25㎎ / ㎗,

Cr=0.5-1.2㎎ / ㎗ 범위를 유지한다 .

1-10. H b 12-16, Hct 36-45%, WBC 5,000-10,000, 혈

액배양검사가 음성을 유지한다 .

간호진단 : 신체운동장애

간호진단 신체운동장애에는 운동요법으로 관절운동과 근운동, 침상기동, 균형유지,

체위변경:휠체어 등 4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17개의 간호활동, 11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전반적으로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대상자나 보호자가 등척성 운동법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의 항목은 간호

사의 환자교육 항목에 해당되어 전문가 타당도는 79.5%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지표

로 선정하였다. 현재 기능수준에서 침상기동 범위를 유지한다 는 현재 기능수준에서

구축이나 기형(deformity)이 없다 로, 대상자가 균형운동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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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않는다 는 대상자는 운동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로 수정하였다. <표 8>.

표 8. 간호진단 : 신체운동장애 간호성과지표

신체운동 장애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2-1/ 2-2/ 2-3. 현재 기능수준에서 침상운동 범위를

유지한다 .

2-1/ 2-2/ 2-3. 현재 기능수준에서 구축이나 기형

(deformity)이 없다 .
3-1/ 3-2. 대상자가 균형운동시 환경적 요인에 의

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3-1/ 3-2. 대상자는 운동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 .

간호진단 : 기도개방 유지불능

간호진단 기도개방 유지불능에는 기도관리, 호흡기 감시 등 2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10개의 간호활동, 12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수정된 항목의 경우 분당 맥박

이 70-80회 범위에서 유지된다 를 평소 맥박범위와 호흡 범위를 유지하며 호흡곤란의

징후가 없다 로, intake 2000㏄, output 500㏄ 이상 유지한다 를 intake & output이 균

형을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다. 기도폐색과 청색증이 없다 는 폐 전체에서 부가적인 호

흡음(rale, crackle)이 청진되지 않으며 평소 호흡양상과 범위를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고

동맥혈 가스분석 이외에 혈액검사중 산소운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RBC 4.2-6.0,

Hb 12-16㎎/ ㎗ 의 범위를 유지한다 는 그대로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9> .

간호진단 : 피부손상

간호진단 피부손상에는 욕창간호, 체위변경, 회음부 간호 등 3개의 간호중재에 따

른 18개의 간호활동, 10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모든 간호성과지표가 80% 이

상의 합의를 보여 수정된 지표항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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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간호진단 : 기도개방 유지불능 간호성과지표

기도개방 유지불능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1-6-1. 맥박수 70-80회 / 분을 유지한다 .

1-6-2. 기관지 확장제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1-8. intake 2000㏄ , output 500㏄ 이상 유지

한다 .
2-1-3. 기도폐색과 청색증이 없다

1-6-1. 평소 맥박범위와 호흡 범위를 유지하며 호흡곤

란의 징후가 없다

1-6-2. 기관지확장제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Theophylline(am in ophylline)는 일반적으로 6㎎ / ㎏

로 투여하며 치료적 범위는 <20㎍ / ㎖ 이다 .
20-25㎍ / ㎖ : 오심 , 구토, 설사, 두통 , 수면장애, 불안

30-35㎍ / ㎖ 이상 : 고혈당, 저혈압, 심부정맥, 빈맥,
발작

1-8. in take & output이 균형을 유지한다 .

2-1-3. 폐 전체에서 부가적인 호흡음 (rale, crackle)이
청진되지 않으며 평소 호흡양상과 범위를 유지한다 .

간호진단 : 변비

간호진단 변비에는 변비/ 매복변 관리의 간호중재에 따른 8개의 간호활동, 3개의 간

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고 적어도 2일에 한번 배변한다 를 대상자의 평소 배변습관에

맞거나, 적어도 2일에 한번, 정상변을 배변한다 로 수정하였다. <표 10>.

표 10. 간호진단 : 변비에 따른 수정된 간호성과지표

변비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1-1/ 1-2/ 1-3/ 1-4/ 1-5/ 1-6. 적어도 2일에 한번 배

변한다 .

1-1/ 1-2/ 1-3/ 1-4/ 1-5/ 1-6. 대상자의 평소 배변습

관에 맞거나 적어도 2일에 한번, 정상변을 배변

한다 .

간호진단 : 설사

간호진단 설사에는 설사관리, 체액/ 전해질 관리, 영양관리의 3개 간호중재에 따른

22개의 간호활동, 18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1일 2회 이상 설사하지 않는다 는 설사의 회수와 양이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다 , 위장관계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는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된다 , 소량씩 섭취하도록 하고 가스형성 음식(탄산음료, 양

파, 오이, 양배추, 치즈, 오징어, 새우 등), 맵거나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는 대상

자나 보호자는 소량씩 섭취하고 가스형성 음식(탄산음료, 양파, 오이, 양배추, 치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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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어, 새우 등), 맵거나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함을 말할 수 있다 , WBC

5,000-10,000, Stool culture 음성을 유지한다 는 WBC 5,000-10,000, Stool culture 음성,

Stool OB 음성을 유지한다 로 수정되었다. 또한 금식일 경우 금기가 아닌 이상 시간

당 100-120㏄의 정맥수액을 공급한다 와 in take & ou tp u t의 균형을 확인하며 하루

소변량이 500㏄ 이상을 유지한다 는 In take & Ou tp u t이 균형을 이루고 u rine

ou tp u t은 1㏄/ ㎏/ hr을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다. <표 11>.

표 11. 간호진단 : 설사 간호성과지표

설사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1-1. 1일 2회 이상 설사하지 않는다 .

1-2. 위장관계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

다 .
1-4. 소량씩 섭취하도록 하고 가스형성 음식 (탄
산음료, 양파, 오이, 양배추, 치즈, 오징어 , 새우

등), 맵거나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

1-6-1. WBC 5,000-10,000, Stool cu lture 음성을

유지한다 .

1-1. 설사의 회수와 양이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다 .
1-2.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이 투여되지 않거나 다

른 약물로 대체된다 .
1-4 . 대상자나 보호자는 소량씩 섭취하고 가스형성

음식 (탄산음료, 양파, 오이, 양배추, 치즈, 오징어,
새우 등), 맵거나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함을

말할 수 있다 .
1-6-1. WBC 5,000-10,000, Stool culture 음성, Stool
OB 음성을 유지한다 .

2-3. 금식일 경우 금기가 아닌 이상 시간당 100
-120㏄의 정맥수액을 공급한다 .
2-4/ 2-5. intake & output의 균형을 확인하며

하루 소변량이 500㏄ 이상을 유지한다 .

2-3/ 2-4/ 2-5. Intake & Ou tpu t이 균형을 이루고

urine ou tpu t은 1㏄ / ㎏ / hr을 유지한다 .

간호진단 : 실금

간호진단 실금에는 방광훈련, 요실금 간호 2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14개의 간호활

동, 5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intake 2000㏄, output 500㏄ 이상을 유지한다

를 intake & output의 균형을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다. <표 12 >.

표 12. 간호진단 : 실금 간호성과지표

실금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2-5. intake 2000㏄, output 500㏄ 이상을 유지

한다 .

2-5. In take & Output이 균형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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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 흡인 위험성

간호진단 흡인 위험성에는 질식예방, 구토관리, 연하장애 관리의 3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21개의 간호활동, 9개의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간호성과지표 항목중 호흡수 16-20회/ 분을 유지한다.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intercostal retraction이 없다. 기도폐색이 없다. 청색증이 없다 는 평소 호흡수, 깊이를

유지하고 호흡곤란의 징후(부속근 사용, 청색증, 기도폐색)를 경험하지 않는다 로,

intake 2000㏄, output 500㏄ 이상을 유지한다 는 intake & output이 균형을 유지한

다 로 수정하였다 <표 13>.

표 13. 간호진단 : 흡인 위험성 간호성과지표

흡인 위험성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1-2/ 1-3/ 1-4/ 1-5.
·호흡수 16-20회 / 분을 유지한다 .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
·intercostal retraction이 없다 .
·기도폐색이 없다 .
·청색증이 없다 .
2-5-1. intake 2000㏄ , output 500㏄ 이상을 유

지한다

1-2/ 1-3/ 1-4/ 1-5.
평소 호흡수 , 깊이를 유지하고 호흡곤란의 징후 (부속

근 사용, 청색증, 기도폐색)를 경험하지 않는다 .

2-5-1. in take & output이 균형을 유지한다 .

간호진단 : 신체손상 위험성

간호진단 신체손상 위험성에는 출혈예방, 낙상예방, 발작간호의 3개의 간호중재에

따른 25개의 간호활동, 17개의 간호성과지표가 선정되었다. 수정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혈예방 간호중재의 경우 항응고요법이 치료적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

아 항응고요법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즉 H b 12-16m g/ ㎗,

H ct 36-45 %, PLT 15만-40만/ m m 3 PT 9-5-12.0sec, aPTT 35-45sec, PT IN R 1,

Fibrin ogen 150-450m g/ ㎗, FDP 2-10㎍/ ㎖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는 항응고요법

(hep arin , cou m adin )을 받지 않는 경우 H b 12-16m g/ ㎗, H ct 36-45 %, PLT 15만

-40만/ m m 3 PT 9-5-12.0 sec, aPTT 35-45sec, PT IN R 1, Fibrin ogen 150-450m g/ ㎗,

FDP 2-10㎍/ ㎖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와 항응고요법을 받는 경우 PT IN R 2-3으로

유지된다 로 수정하였다.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키는 약물의 복용을 피하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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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소하지 않는다 는 대상자와 보호자는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약물의 이름을 말

할 수 있다 로, 항경련제가 투여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표인 항경련제의 부작용

을 호소하지 않는다 는 항경련제의 부작용과 경련이 없다→phenytoin (Dilantin)의 치료

적 범위 10-20㎍/ ㎖를 유지한다 이다. <표 14>.

표 14. 간호진단 : 신체손상 위험성 간호성과지표

신체손상 위험성 간호성과지표

수정전 수정후

1-2. H b 12-16m g/ ㎗, H ct 36-45%, PLT 15만

-40만 / mm 3 ,, PT 9-5-12.0 sec, aPTT 35-45sec,
PT INR 1, Fibrin ogen 150-450m g/ ㎗, FDP
2-10㎍ / ㎖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

1-11.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키는 약물의 복용

을 피하고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

1-2-1. 항응고요법 (heparin, coum adin)을 받지 않

는 경우 Hb 12-16m g/ ㎗ , Hct 36-45%, PLT 15
만-40만 / mm 3 , PT 9-5-12.0 sec, aPTT 35-45sec,
PT IN R 1, Fibrinogen 150-450m g/ ㎗, FDP 2-

10㎍ / ㎖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
1-2-2. 항응고요법을 받는 경우 PT IN R 2-3으로

유지된다 .
1-11. 대상자와 보호자는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

는 약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3-5. 수축기 혈압 140mm H g, 이완기 혈압

90m mH g 이하를 유지한다 .
3-6.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

3-5. 치료적 혈압의 범위를 유지한다 .

3-6. 항경련제의 부작용과 경련이 없다 .

간 호 진 단 : 자 가간 호 결 핍

간호진단 자가간호 결핍에는 구강위생 관리와 자가간호 증진 2개의 간호중재

에 따른 8개의 간호활동, 5개의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되었다. 대상자의 자가간호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간호사가 지지해주거나 보호자 교육을 통해 자가간호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에 80% 이상의 합의를 보여 모든 지표가 선정되었다.

간 호 진 단 : 지 식부 족

간호진단 지식부족에는 질병과정, 활동/ 운동, 식이, 약물 교육에 대한 간호중재

가 선정되어 지식수준 사정과 14개의 구체적인 교육적 간호활동에 따른 지표가

제시되었다. 교육부분은 간호사가 능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상자나

보호자의 지식습득과 보유를 확인하는 모든 지표가 80% 이상의 합의를 보여 최종

4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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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타당도 검증

사용자 타당도에서는 지표의 유용성 정도와 사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사용자 타

당도 검증은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울소재 Y대학 병원 신경과 병동

과 집중치료실에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간호사의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은 최고 14년부터 최하 4년까지였으며

평균 6.8년이었다.

4점 척도의 유용성 점수범위는 3.31에서 4.0까지 분포되었다. 간호성과지표의

유용성 점수를 간호진단별로 살펴 보면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3.76, 고체온

3.79, 신체운동장애 3.73, 기도개방 유지불능 3.80, 피부손상 3.84, 변비 3.76, 설사

3.76, 실금 3.81, 흡인 위험성 3.79, 신체손상 위험성 3.88, 자가간호 결핍 3.87, 지식

부족 3.79로 나타났다.

유용성 점수가 4.0으로 측정된 지표에는 질식으로 인한 흡인을 경험하지 않는

다 , 직접 대광반사(+), 간접대광반사(+), 빛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 지속

적인 압력분산을 통해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다 , 대상자가 대사 요구량에 맞는 적

절한 영양섭취를 유지한다 , 치료적 절차에 의한 출혈을 경험하지 않는다 , 움직임

시 낙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발작동안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기도폐색과 호

흡곤란이 없다 등 8개로 조사되었다.

유용성 점수가 3.5 이하이면서 사용하지 않은 지표에는 두개강내압이 정상 범

위를 유지한다 , 과도한 발한이나 발한감소가 없다 , 바빈스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 심부 건반사가 항진되지 않는다 , 시간당 정맥 수액량이 40-60㏄를 유지

한다 등 15개로 나타났다.

사용자 타당도 검증후 수정된 간호성과지표는 <표 15>와 같고 유용성 점수는

3.3 이상으로 높았으나 사용빈도가 60% 이하로 나타난 간호성과지표는 <부록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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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사용자 타당도 검증후 수정된 간호성과지표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성 과 지 표

수 정 전 수 정 후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2. 뇌관류

증진

2-1/ 2-2/ 2-3.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

2-1/ 2-2/ 2-3.

·치료목표 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

-두개강내압 측정을 위한 카테터 삽입시

중심동맥압 (MAP)-두개강내압 (ICP)=뇌관류압 (CCP)

-카테터 미삽입시

치료목표 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

C. 최종 간호성과 , 간호성과지표 개발

이상 2회에 걸친 전문가 타당도 검증과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 보완

된 12개의 간호진단, 29개의 간호중재, 29개의 간호성과, 199개의 간호활동에 따른

133개의 예비 간호성과지표를 뇌졸중 환자의 간호활동별 최종 간호성과지표로 개

발하였다. <표 16>, <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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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최종 간호성과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성 과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1. 신경학적 관찰

2. 뇌관류증진

3. 뇌부종관리

4. 두개강내압 측정

1. 신경학적 변화가 질병발생시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
2.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
3. 뇌부종이 감소한다 .
4.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내에서 유지된다.

고체온 1. 고체온관리 1. 정상 체온범위가 유지된다 .

신체운동

장애

1. 운동요법 : 관절운동과

근운동

2. 운동요법 : 침상기동

3. 운동요법 : 균형유지

4. 체위변경 : 휠체어

1. 관절 운동가능범위와 근력이 증가한다.

2. 현재 기능수준에서 침상기동 수준이 증가한다 .
3. 현재 기능수준에서 균형 유지가 증가한다 .
4. 휠체어를 이용한 운동가능 범위가 증가한다 .

기도개방

유지불능

1. 기도관리

2. 호흡기감시

1. 기도내 분비물을 적절히 제거하여 기도 개방성이 유지된다 .
2. 적절한 환기상태가 유지된다 .

피부손상 1. 욕창간호

2. 체위변경

3. 회음부간호

1. 정상 피부통합성이 유지된다 .
2. 피부의 지속적인 압력분산이 유지된다.
3. 회음부 피부 통합성이 유지된다 .

변비 1. 변비 / 매복변 관리 1. 대상자 배변습관에 맞는 배변양상이 유지된다 .

설사 1. 설사관리

2. 체액 / 전해질 관리

3. 영양관리

1. 대상자 배변습관에 맞는 배변양상이 유지된다 .
2. 체액 / 전해질 균형이 유지된다 .
3. 대사요구량에 맞는 영양상태가 유지된다.

실금 1. 방광훈련

2. 요실금간호

1. 배뇨양상에 맞는 방광훈련을 수립하여 실금이 적절히 관리

된다 .
2. 요실금이 적절히 관리된다 .

흡인

위험성

1. 질식예방

2. 구토관리

3. 연하장애 관리

1. 질식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없다 .
2. 구토로 인한 흡인 위험이 없다 .
3.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 위험이 없다 .

신체손상

위험성

1. 출혈예방

2. 낙상예방

3. 발작관리

1. 입원동안 출혈로 인한 손상 위험이 없다 .
2. 입원동안 낙상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없다 .
3. 발작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없다 .

자가간호 결

핍

1. 구강위생관리

2. 자가간호증진

1. 구강위생이 적절히 유지된다 .
2. 대상자 기능수준에서 자가간호 가능범위가 증가한다 .

지식부족 1. 교육 : 질병과정, 활동

/ 운동 , 식이, 약물

1. 대상자나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보유

함이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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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A . 뇌졸중 환자의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

본 연구는 간호활동에 근거한 뇌졸중 환자의 간호성과와 간호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 의무기록 분석,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1차적인 간

호진단-간호중재-간호활동의 틀을 마련하였다. 간호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기록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용어(Stan d ardized lan gu age)가 필수적이므로(Micek, et

al., 1996; Moorh ead, Clarke, Willits, & Tom sh a, 1998) N AN DA의 간호진단과

N IC의 간호중재는 환자의 간호에 있어 간호의 공헌하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간호 표준용어라 할 수 있다.

간호성과의 경우 N O C의 성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N O C 자체

의 타당성 검증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 상황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돌봄제공자 결과

를 중심으로 간호결과분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시도한 염영희 등(1999)의 연구

결과에서 11개의 결과중 5개의 결과가 지지적이지 못하다는 결과에 근거한 것이

기도 하다.

의무기록 분석과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을 시도한 이유는 체계적인 지

표개발의 초석이 되는 간호활동을 우리 나라 임상상황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규명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의무기록지 분석의 경우 간호수행이 간호활동의 달성과 의

사처방의 완결을 통해 측정되어 질 수 있으며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환자간

호계획이 환자간호 성과보다는 이러한 과업의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는 문헌

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Micek, et al., 1996).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와의 면담결과 나타난 것은 뇌졸중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중이나 입원후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는 것과 배변이나 배뇨시의 피부청

결과 관리의 경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해주는 것보

다 가족이 직접 해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간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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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시 문화적이나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 사생활의 보호와 존

중이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Lu i & Mackenzie, 1998).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실무 향상 전략수립시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간호진단-간호중재-간호활동의 틀은 2회에 걸친 초점집단 회의와 Delp hi 방법

을 이용한 2차례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의 선정을 위한 초점집단은 교수 2인과 석사학위 이상의 간호사 3인으로 선정하

였는데 이는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분류에 익숙한 집단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반

면 간호활동 선정을 위한 초점집단은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간

호사중 급성기 간호를 제공하는 집중치료실 간호사 3인과 회복기 간호를 제공하

는 신경과 병동 간호사 3인으로 구성하였다. 방법론적인 연구에서 내용 타당도 검

증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Delp h i 방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의사소

통 가능한 용어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대표성의 확보, 다양한 수준의 동기화된 전

문가들이 필요한데(Beech, 1999; Beretta, 1996; H asson, Keeney, & McKenn a,

2000; LaClair , Recker , Du n can, H orner, & H oen ig, 2001) 본 연구에서의 내용 타

당도를 위한 전문가는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 5년 이상(exp ert)의 간호사였으며

개발된 지표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사용자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간호사는 뇌졸중 환자간호 임상경력 2년 이상(com p etent)의 간호사 20인으로 이는

Ben ner (1984)가 Dreyfu s의 기술습득 모형을 간호실무에 적용한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간호진단-간호중재-간호활동을 이용한 접근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과정이 반

영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장점을 가지며 간호성과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 간호중재와 간호활동의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러 문헌의 주장과 일치

한다(Craw ford , et al., 1996; French , 1997; H egyv ary & H au ssm an n, 1976;

Mallin son , 1990; M arek, 1997; Oerm ann & H u ber, 1999). 그러나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간호사의 지식 수준에 따라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로 연계시키는 능력

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환자사정에 대한 자료수집의 정도에 따라 간호진단

47



과 간호중재가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

호중재의 선택시 간호진단의 특성, 바람직한 환자성과, 환자의 수용도, 중재의 유

용성, 간호사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헌의 지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Ireson , 1997; McClosky & Bu lechek, 1992). 따라서 간호가 의사의 보조적인 역

할수행이라는 수동적인 인식을 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간호행위를 수행한다

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신경과 신규 간호사나 경력 간호

사의 계속 교육내용에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

는 구체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뇌졸중 환자의 공통적인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도출한 간호진단에 있어서도 유

사한 정의를 가지는 간호진단 선택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는 하였으

나 선택되지 않은 간호진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더 요구된다고 보겠다.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개강내

압 상승의 경우 조직관류 장애-뇌관류 라는 간호진단과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라는 두 개의 간호진단이 모두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가 24-48 시간내에 즉각적인

처치가 요구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상태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전문가 집

단의 지적이 있어 선택하였다.

일부 문헌에서 뇌졸중 환자의 건강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만성 통증의 경우 뇌

졸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건강문제는 아니라는 문헌의 제시가 있었고

(Beyea, 1996; Marrelli & H illiard , 1996)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간호중재 수행에 있

어 만성통증으로 인해 장애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포

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범위가 재활시기까지 확대될 경우 통증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중재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뇌졸중 환자의 심리적 건강문제로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존감 저하,

신체상 장애, 우울 등의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손상부위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

고 대부분 재활기에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건강문제로 나타나(Beyea, 1996;

Marrelli & H illiard , 1996; Wen tw orth , 1996; W ojn er, 1996)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였으나 대상자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회복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간호중재와 간호활동, 간호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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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63명의 의무기록에서 파악된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92.0%)과 당뇨(71.4 %), 심장질환(19.0%) 등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은 문헌의

내용과 일치하며 환자의 평균 연령이 68.2세이고 87.3 %의 환자가 60세 이상으로

뇌졸중 호발연령이 60세 이후라는 문헌의 내용(Barker, 1999)과 우리 나라 통계치

(통계청, 2001)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새로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뇌졸중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므

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와 빠르게 보급되

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증가로 인한 좌식생활 시간의 증가는 심각한 운동부족, 비

만을 가속화하여 성인병 발생 연령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질환과 동

반하여 나타나는 뇌졸중의 경우 그 발생연령이 40-50대로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을 가진 고위험 집단에 대한 관

리와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예비 간호성과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조사후 수정된 사항은 용어의 서술이었

는데 이는 간호성과를 환자성과의 일부로 포함하여 환자에게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과 성과산출 행위의 주체가 간호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간호성과 또한 환자성과내에 포함되고 환자성과란 간호 단독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 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헌과 일치된다고 본다(Kirkevold , 1992; Lan g & M arek,

1992; Lu i & Macken zie, 1999; McClosky & Maas, 1998; O 'Conn or, 1993; Wild ,

1994). 즉 간호가 환자성과에 공헌하는 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간호성과 라

는 용어에 간호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H egyvery (1991)

의 주장과 일치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간호성과지표의 평균 CVI는 83.1%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성과지표가 우리 나라의 임상현실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임

상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진

간호활동의 범위가 외국의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활동에 근거한 예비 간호성과지표의 1차 전문가 타당도 조사에서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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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따라 간호성과지표의 중복이 있어 이를 간호중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활력징후 중 혈압의 조절범위와

신경학적 변화 관찰, 체위변경, 수분/ 전해질 균형 등이었다. 특히 혈압의 경우 뇌

졸중 환자의 상태와 질병진행 시기에 따라 다양하고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동

반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수축기 혈압

140m m H g, 이완기혈압 90m m H g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치료 목표 범위의 혈압을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다. 또한 in take & ou tp u t의

경우 뇌관류 증진을 위해서는 in take을 조금 높게 유지하고 뇌부종 관리를 위해서

는 ou tp u t을 더 많게 유지해야 하는 등 환자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어 in take &

ou tp u t이 균형을 유지한다 로 수정하였다.

또한 간호진단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의 간호중재중 신경학적 관찰에 포함

되는 간호성과지표에서 동공의 크기가 3-5㎜, 양쪽 대칭성을 유지한다 는 유용성

점수가 3.85인데 반해 직접 대광반사(+), 간접대광반사(+), 빛에 대하여 즉각적으

로 반응한다 는 4.0의 유용성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동공의 크기의 경우 대상자마

다 다르고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미세혈관 장애로 인한 손상이 함께 나타

날 수 있으므로 후자의 지표가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기 때문에 유용성 점수가 높

았다고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생리적 지표를 간호성과지표로 이용할 경

우 대상자의 질병진행 시기와 특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된 예비 간호성과지표에 대한 사용자 타당도에서는 유용성 점수는 대부분

3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들이 임

상에서의 간호활동에 대한 간호성과지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환자성과 연구에 있어서 간호가 공헌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던 가장 큰 장애는 간호의 비가시성(in visibility)이라는 지적처럼(

Kirkev old , 1992; Lan g & M arek, 1992; O' Con n or, 1993; Wild , 1994) 간호가 전문

직이며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간호성과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간호성과지표는 간호수행의 조직적이고 체

계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간호의 전문성을 주장하고 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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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재원기간의 단축, 의료기술의 발전, 환자 의무기록의 전산화 등 의

료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와 의료비용, 의료의 질이 건강증진이라는 포괄적 건강개

념내에서 지속적인 화두로 남아있는 이상 환자성과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계속될

것이며(Moorh ead , et al., 1998) 다학제적 성과인 환자성과내에서 간호성과 부분을

어떻게 규명하고 체계화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가 중

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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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질환 중심의 간호성과지표 개발을 시도하여 향후 다양한 질환

의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간호성과지표 개발의 방법론적 연구로써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N AN DA-N IC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한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개발된 간호성과지표가 최소한의 간호수행(m inim al

nu r sin g p ractice)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과는 달리 비판적인 사고와 효율

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적인 간호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호활동에 근거한

간호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수행한 간호를 측정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겠다. 또한 N AN DA-N IC의 체계적인 틀을 기초로 의무기록과 면담을 통

해 선정된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 간호활동의 선정은 표준화된 지침으로써 간호

사의 수준에 따른 간호수행의 차이를 줄이고 나아가 간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임상간호의 질적 수준 향상

을 도모하여 임상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타 관련 부서와의 다학제적 환자관리

에 있어서 간호사의 전문가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용자 타당도의 결과는 신경과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신경과 신규간호사의 교육은 물론 기존 간호사의 계속 교육

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간호성과지표의 개발은 O CS 전산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측면의 의의가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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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A .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에 근거하여 간호성과

와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을 규명한

후 간호중재에 따른 간호성과의 개발과 간호활동에 따른 간호성과지표를 개발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N AN DA-N IC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마

련하고 초점집단과 Delp h i 방법을 이용해 우리 나라 임상상황에 적합한 간호진단

과 간호중재를 우선순위에 의해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제 간호활동 목록을 완성

하였다. 초점집단과 Delp hi 방법을 위한 전문가집단은 서울 Y대학 병원에서 뇌졸

중 환자간호 임상경력 5년 이상된 신경과 병동, 집중치료실의 간호사, 신경과 의

사, 간호대학 교수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뇌졸중 환자의 공통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인간

호학 서적 3개, 뇌졸중 관련 서적 2개, 중환자간호 서적 2개를 참고하여 이중 6개

이상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간호진단으로 연결

하여 그에 따른 간호중재를 규명하였다. 간호진단은 대한간호협회(1996)에서 제시

한 한글 간호진단명을 이용하였고 간호중재명의 경우 박현애 등(1999)이 개발한

간호중재분류 한글 타당성 검증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재명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간호성과의 경우 간호결과분류(N O C)의 타당성 여부가 아직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미국 상황에 적합한 간호성과이기 때문에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연구

자가 직접 개발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총 12개의 간호진

단, 29개의 간호중재, 199개의 간호활동이 규명되었다.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활동별 간호성과지표는 전문가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

도를 검증하여 총 133개가 개발되었다. 전문가 타당도 조사에서는 1차, 2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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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 모두 CVI(In dex of Conten t Valid ity)를 통해 80% 이상의 합의를 이룬 경

우 최종 간호성과지표로 선정하였다. 타당도가 80% 이하로 나타나 삭제된 간호성

과지표 항목에는 간호진단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의 후각변화를 호소하지 않는

다 , 간호진단 고체온의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없다 , 간호진단 변비의 피부

긴장도가 유지된다 와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 , 간호진단 설사의 1회 설

사량이 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와 혈변이 배출되지 않는다 등 6개의 항목이 있

었다. 타당도 점수는 낮았으나 채택한 지표에는 대상자에게 n u ch al r igid ity가 나

타나지 않는다 였으나 신경과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중요한 측

면을 반영하고 있어 지표로 선정하였다.

사용자 타당도 조사에서는 유용성과 지표 사용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간호진단

별 간호성과지표의 유용성 점수는 4점 척도에서 최저 3.73점에서 최고 3.88점의

범위를 나타내어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용성 점수는 3.5점

이상이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지표에는 두개강내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 , 과

도한 발한이나 발한감소가 없다 , 바빈스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 심부 건반

사가 항진되지 않는다 , 시간당 정맥 수액량이 40-60㏄를 유지한다 등 15개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임상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성과지표는 체계적인 간호활동의 수행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간호의 영역을 규명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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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대상을 재활시기의 뇌졸중 환자에게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표개발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급성기, 회복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였으므

로 재활시기에 속하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성과지표가 개발된다면 좀 더 포

괄적이고 통합적인 뇌졸중 환자의 간호성과지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2. 다양한 질환의 대상자에 대한 간호성과지표 개발을 제언한다. 뇌졸중 환자

를 중심으로 개발된 본 간호성과지표를 내·외과 환자중심의 간호성과지표와 성

인대상자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간호성과지표 개발을 제언한다.

3.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신경과 영역 신규 간호사의 오리엔테이션 교육이나

경력 간호사의 계속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4 . 간호성과지표에 따른 간호수가 산정 연구를 제언한다. 양질의 간호제공에

따른 간호수가 산정을 위해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간호수가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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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자와 주간호제공자용 설문지

환자와 주간호제공자 면담용 설문지

▶ 일반적 사항

환자의 진단명

환자의 연령 성별 주간호제공자의 관계

1. 환자를 간호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 환자간호에 있어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환자간호에 있어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4. 환자가 가장 많이 불편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5. 환자간호와 관련되어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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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간호진단, 간호성과, 간호중재, 간호활동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1. 신경학적

관찰

2. 뇌관류 증진

1-1.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매시간 동공 크기, 모양, 대칭성, 반응성 , 대광반사

를 모니터한다 .
1-2 .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매시간 Glasgow Coma Scale을 사용하여 의식수준을

모니터한다. 의식수준사정시 제공한 자극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을 그대로 기술한다.
1-3 .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모니터한다 .
1-4 . 활력징후를 모니터한다 .
1-5 . 호흡기능 상태를 모니터한다 .
1-6 .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간호행위 사이에는 적어도 15분 정도의 시간간격을 둔다.
1-7.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키는 활동(무거운 물건들기, 무리한 배변, 정서적 자극 등)을 피한다.
1-8 . 각막 반사를 모니터한다 .
1-9 . 기침반사와 구개 반사를 모니터한다 .
1-10. 체위, 근 조정력, 운동, 보행정도를 모니터한다 .
1-11. 시력 및 시야문제를 모니터한다 .
1-12. 두통 유무를 사정하여 필요한 경우 처방된 투약을 한다 .
1-13. 언어구사 및 이해를 모니터한다 .
1-14. 감각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
1-15. 발한의 특성을 모니터한다 (M CA in farc의 h ern ia tion의 경우 땀이 나지 않는다 ).
1-16. 바빈스키 반응과 심부 건반사를 모니터한다 .
2-1 .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 매 1시간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SBP 200m m H g, DBP

120m m H g을 넘지 않게 유지됨을 모니터한다 .
2-2 . 대상자의 h ea d eleva tion정도를 확인하여 치료적 체위를 유지한다 .
2-3 . 굴곡을 피하는 체위를 유지한다 .

2-3-1. 뇌혈류량 유지를 위해 목의 굴곡을 피한다 .
2-3-2. 무릎과 고관절의 과다굴곡을 피한다 (해부학적 체위를 유지한다).

2-4 . 처방된 정맥수액을 투여한다 .
2-5 .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을 모니터한다 .
2-6 . H y p ervolem ic h em o d ilu t ion th erap y 효과를 모니터한다 .

3. 뇌부종 관리

4. 두개강내압

측정

3-1. 의식변화, 어지러움, 졸도 등을 모니터한다 .
3-2 .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위 (배변시 무리한 힘 주기 , 갑작스런 체위변경 등)를 피하

도록 교육한다 .
3-3 . 처방된 h yp erosm otic a gen ts (m an n itol)나 이뇨제 (la six)를 투여하고 약물의 효과를

모니터한다 .
3-3-1. u r in e ou tp u t을 모니터한다 .
3-3-2. 혈중 K+ 농도를 모니터한다 .

3-4 . 처방대로 O 2 를 투여하여 h y p erven t ilat ion을 유지한다 .
4-1 . 두개강내압 측정기구 삽입시 보조한다 .
4-2 .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 매시간, 이후 매 2시간마다 두개강내압을 모니터한다 .
4-3 . in take & ou tp u t을 모니터한다 .
4-4 . 관 삽입부위의 감염징후를 모니터한다 .

고체온 1. 고체온 관리 1-1. 매 2시간마다 체온을 모니터한다 .
1-2 . 미온수 목욕을 시행한다 .
1-3 . 필요한 경우 얼음주머니를 타월로 싸서 서혜부나 겨드랑이 부위에 적용한다 .
1-4 . 필요한 경우 처방된 해열제를 투여하고 적어도 30분-1시간내에 체온을 재측정한다.
1-5 . in sen sible flu id loss를 모니터한다 .

1-5-1. 호흡수가 16-20회/ 분 범위내에서 유지되며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
1-5-2. 발한을 호소하지 않는다 .

1-6 . 피부 색과 온도를 모니터한다 .
1-7. 의식수준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
1-8 . in take/ ou tp u t을 모니터한다 .
1-9 . 전해질과 신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검사 결과를 모니터한다 .

1-9-1. N a가 130m Eq/ L 이하일 경우 수액공급량을 줄인다 .
1-9-2. 3 % N a Cl이나 N a 40을 처방대로 투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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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선정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고체온 1.고체온관리

(계속)
1-10. H b / H ct , W BC 수치, 혈액배양검사 결과를 모니터한다 .
1-11. 처방대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 항생제가 바뀔때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로

피부반응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한다 .
1-12. 정맥주사 부위를 3일에 한번, IV set은 24시간마다 1번 교환한다 .

신체운동

장애

1.운동요법 :
관절운동과

근운동

2.운동요법 :
침상기동

3.운동요법 :
균형유지

4 .체위변경 :
휠체어

1-1. 매 교대근무시마다 관절운동 제한의 정도와 범위 , 감각기능을 사정한다 .
1-2. 매 4시간마다 상지의 마비, 위축, 강직이 있는 부분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15분간 실시한다.
1-3. 매 4시간마다 하지의 마비, 위축, 강직이 있는 부분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15분간 실시한다.
1-4 . 매 4시간마다 능동적 관절운동을 15분간 실시하도록 격려한다 .
1-5. 운동진행표를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운동의 수준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1-6. 등척성 운동을 매일 여러번, 1회에 10초동안 하도록 시범을 보여 설명하고 대상자

나 보호자를 교육한다 .
1-7. 운동전, 중, 후의 활력징후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
2-1. 대상자가 flaccid typ e의 마비일 경우 brace제공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
2-2. 대상자가 w alker나 cru tch를 이용할 경우 모니터한다 .
2-3. 단계적으로 이동거리를 증가시킨다 .
3-1.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
3-2. 필요한 경우 지팡이나 walker, 베개, 패드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한다.
3-3. 몸의 중심잡기(centering)와 팔 흔들기(swing the arms)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한다.
4-1. 대상자에게 적합한 휠체어와 쿠션을 선택하고 휠체어와 대상자사이가 양옆에서 2-3㎝ 여유

있도록 한다.
4-2. 대상자를 휠체어 중앙에 가능한 한 허리를 펴고 앉도록 하며 양쪽 장골극의 높이

가 수평을 이루는지 점검한다 .
4-3. 등과 고관절 100도, 무릎 105도, 발목 90도, 발바닥은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4-4 .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자주 몸의 무게중심을 옮기도록 교육한다 .

기도개방
유지불능

1. 기도 관리

2.호흡기 감시

1-1. 호흡음을 청진하여 환기가 감소되었거나 소실된 곳, 비정상적인 호흡음을 모니터한다.
1-2. 기침을 격려하거나 기관내 또는 비강을 통해 흡인하여 분비물을 제거한다 .
1-3. 천천히 심호흡하여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벙법을 교육한다 (깊게 숨을 들이 쉰 후

2-3초간 숨을 참았다가 내쉰다 . 이를 반복한다).
1-4. 체위변경을 격려한다 (측위로 누워 침상머리를 30도 상승시키고 목을 약간 과신전

시킨 체위를 유지한다).
1-5. 흉부 물리요법을 수행한다 .
1-6. 필요한 경우 처방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
1-7. 습화된 공기나 처방된 산소투여량을 확인하여 산소를 투여한다 .
1-8. 수분 균형 유지를 위해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
2-1. 호흡음의 변화, 호흡곤란의 증상과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
2-2. 전혈구 검사에서 RBC, H b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

피부손상 1. 욕창 간호

2. 체위 변경

1-1. 매 교대근무시 욕창의 크기, 단계, 위치, 삼출물, 괴사조직의 특성을 모니터한다 .
1-2. 욕창주위 피부의 색, 온도, 부종, 습도를 모니터한다 .
1-3. 궤양부위의 피부를 중성피누와 물로 세척한다 .
1-4 . 필요한 경우 salin e soakin g이나 연고를 바르고 드레싱을 유지한다 .
1-5. 욕창부위의 감염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한다 .
1-6. 삼출물이 많을 경우 드레싱 교환회수를 증가시킨다 .
1-7. 통증의 정도를 사정 (0-10 척도)하여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한다 .

1-7-1. 통증정도 1-3 : 비약물요법 (마사지, 온찜질, 전환요법, 이완요법 등)
1-7-2. 통증정도 4-6 :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1-7-3. 통증정도 7 이상 : 마약성 진통제 투여
1-8. 욕창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 상처전문간호사 의뢰를 주치의와 협의한다 .
2-1.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한다 .

2-1-1. 부종이 있을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

2-1-2. am bu la tion이 가능한 경우 매 4시간마다 체위변경
2-2.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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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선정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피부손상 2. 체위 변경
(계속)

3 . 회음부 간호

2-3. 배위 (su p in e p osition )를 취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거나 대퇴부위 밑
을 베개로 지지한다 .

2-4 . 장시간 w h eel ch a ir에 앉지 않도록 하며 10분에 한번씩 무게중심을 옮기도록 교
육한다 .

2-5 . 발의 foot d rop 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r d나 베개를 이용한다 .
2-6 .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승시켜 유지한다 .
3-1 . 회음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3-2 . 필요할 경우 crad le이나 h ea t lam p를 적용한다 .
3-3 . 좌욕이 필요한 경우 방법을 교육하고 대소변 배출후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
3-4 .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 매 교대근무시마다 회음부 간호를 시행한다 .

변비 1. 변비 / 매복변

관리

1-1. 장 운동의 빈도, 배설의 양상과 배설물의 모양 , 양, 색 등을 모니터한다 .
1-2 .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 (침상안정, 약물, 수분섭취 저하, 식이)을 사정한다 .
1-3 . 금기가 아닌 이상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
1-4 . 필요한 경우 처방된 완화제를 투여하거나 관장, 직장수지 관장 (d igita l

d is im p action )을 시행한다 .
1-5 . 배변시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p r iv acy를 지켜준다 .
1-6 . 2일에 한번씩 좌약을 삽입하고 30분간 기다린 뒤 1시간동안 변기에 앉힌다 .
1-7. 고섬유소 식이, 운동, 수분섭취의 필요성을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1-8 . 매 교대근무시마다 장음을 사정한다 .

설사 1. 설사관리

2. 체액/ 전해질

관리

3. 영양관리

1-1. 설사의 빈도, 특성, 냄새, 양을 모니터한다 .
1-2 .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이 투여되는지 확인한다 .
1-3 . 섭취한 음식물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1-4 . 자주 소량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가스를 형성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교육한다 .
1-5 . lactose가 함유된 음식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1-6 . 설사를 유발하는 감염요인을 확인한다 (박테리아, 경관 영양액의 종류, 유효일자 등).
1-7. 피부 긴장도 및 항문주위 피부를 규칙적으로 사정한다 .
1-8 . 매 4시간마다 장음의 빈도, H igh p itch sou n d s를 사정한다 .
1-9 . 처방에 따라 장을 휴식하도록 한다 .(금식, 유동식)
1-10. 주 1-2회, 아침식사전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
1-11.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저섬유소,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를 교육한다 .
1-12. 완화제 사용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2-1 . 체액/ 전해질 균형을 반영하는 임상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 .
2-2 . 혈중 N a가 130m Eq 이하일 경우 수분섭취를 제한하고 N aCl이 함유된 수액을 투

여한다 .
2-3 . 필요한 경우 전해질 보충을 위해 처방된 수액을 정해진 속도와 용량대로 공급한다.
2-4 . in take/ ou tp u t을 측정하고 ICP 상승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하루 1.5ℓ를 정맥

내로 공급한다 .
2-5 . ICP 상승의 위험이 없거나 in sen sib le loss가 많은 대상자는 하루 3ℓ를 정맥내로

공급한다 .
2-6 . 피부 긴장도를 모니터한다 (이마의 피부를 p in ch test 한다 ).
3-1. 대상자의 음식 선호도, 알러지 유무를 확인한다 .
3-2 . 금식후 영양을 다시 공급할 경우 단계적으로 공급하도록 교육한다 .
3-3 . 현 단계의 식이제공후 1일 이상 설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식이로의 이행

을 계획한다 .
3-4 . 대상자의 치료적 목적에 적합한 식이를 제공한다 .

실금 1. 방광 훈련 1-1. 대상자가 뇨의를 느끼는지 확인한다 .
1-2 . 배뇨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3일동안 배뇨를 기록한다 .
1-3 . 배뇨양상에 따라 처음에는 1-2시간 간격으로 시간계획을 수립한다 .
1-4 . 배뇨유발 자극을 제공한다 (물 흐르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1-5. 5분 이상 화장실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
1-6 . 하루동안 3번 이상의 실금이 있는 경우 배뇨간격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7. 3일동안 실금이 없는 경우 1시간 간격을 유지하다가 점차 4시간 간격이 되도록

한다 .
1-8 . 대상자에게 배뇨시간이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참아보도록 교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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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선정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실금 2.요실금 간호 2-1. 요실금의 원인을 확인한다 .

2-2. 배뇨 빈도, 소변량, 냄새, 색 등을 감시한다 .

2-3.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수분섭취를 제한하도록 교육한다 .

2-4 . 규칙적으로 회음부 간호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좌욕방법을 교육한다 .

2-5. in take/ ou tp u t을 측정한다 .

2-6. 방광을 자극하는 식품 (커피 , 차, 초코렛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흡인위험성 1. 질식예방

2. 구토관리

3.연하장애관리

1-1. 대상자의 의식수준, 기침반사, 구개반사 , 연하능력을 모니터한다 .
1-2. 폐 상태를 모니터한다 .
1-3. 기도를 유지한다 .
1-4 . 가능하면 90도 자세를 유지하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
1-5. 흡인기를 침상근처에 준비한다 .
1-6. 경관영양을 하는 경우

1-6-1. feed in g 전 비위관이나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한다 .
1-6-2. 비위관이나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 in g을 중단한다 .
1-6-3. feed in g 전후, 약물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이나 위관을 세척한다 .
1-6-4 . feed in g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한다 .

1-7. 연하곤란식을 하는 경우
1-7-1. 음식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소량씩 먹도록 교육한다 .
1-7-2. 수액이나 고형의 음식은 피한다 .
1-7-3. 시럽의 형태로 투약하거나 알약의 경우 잘게 부수어 투약한다 .

2-1. 구토량 , 혈액유무, 시간, 특성을 사정한다 .
2-2. 대상자의 음식물 섭취 양상을 파악한다 .
2-3. 질식예방을 위해 침상머리를 상승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한다 .
2-4 . 구토하는 경우 30분정도 구강섭취를 제한하고 30분동안 구토가 없을 때 수분을

공급한다 .
2-5. 수분, 전해질 균형을 모니터한다 .
3-1. 빨대의 사용을 피한다 .
3-2. 머리쪽을 90도 상승하도록 하고 턱을 가슴쪽으로 굴곡시킨 체위를 유지한다 .
3-3. 식사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
3-4 . 음식을 입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마비없는 쪽으로 씹도록 대상자나 보호자를 교

육한다 .

신체손상
위험성

1. 출혈 예방 1-1. 대상자의 출혈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한다 .
1-2. 평소 H b/ H ct 수치, 응고관련 혈액검사 (PT/ PTT, P la telet, fibr in o gen , FDP)를

모니터한다 .
1-3. 필요한 경우 처방대로 수혈한다 .
1-4 . 가능하면 침습적인 절차 (근육주사, 정맥천자, 동맥천자)를 피한다 .

1-5. PLT 50,000/ m m 3 이하인 경우 근육주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1-6. 정맥천자의 경우 천자부위를 5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한다 .
1-7. 동맥천자의 경우 천자부위를 충분히 지혈한다 .

1-7-1. 혈관조영술의 경우 천자한 동맥부위를 적어도 24시간동안 절대안정상태에

서 6-8시간동안 모래주머니로 지혈한다 .
1-7-2.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채혈의 경우 천자부위를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

혈한다 .
1-8. 일상생활중 출혈예방활동 (구강위생시 부드러운 칫솔 사용 , 치실 사용금지, 전기

면도기 사용 등)에 대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1-9. 변비를 예방한다 .
1-10.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출혈의 증상과 징후를 교육한다 .
1-11.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을 병행하지 않으며 임의대로 약

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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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선정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계속)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활동

신체손상

위험성

2. 낙상 예방

3. 발작시 간호

2-1. 대상자의 인지적, 신체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
2-2 .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고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 바퀴달린 의

자나 침대 등)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2-3 . 보조기를 사용하여 움직이도록 교육한다 (w alker, 지팡이).
2-4 .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가까이에 두도록 교육한다 .
2-5 . 화장실을 사용할 때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도와준다 .
2-6 .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과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

한다 .
3-1 . 발작동안의 머리와 눈의 움직임과 발작의 특성, 지속시간을 모니터한다 .
3-2 . 손상받을 만한 물건을 치우고 베개나 담요를 이용하여 외상을 받지 않도록 주

변을 정리한다 .
3-3 .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구강을 사정하여 기도를 유지한다 .
3-4 . 산소를 투여한다 .
3-5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3-6 . 항경련제의 처방이 있을 경우 처방대로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

용은 잇몸증식, 고혈당 , 간 손상, 정신혼미 , 어지러움, 졸리움 등)을 모니터하며

1회 / 1주 혈중 d ru g lev el을 확인한다 .

자가간호

결핍

1. 구강위생

관리

2. 자가간호

증진

1-1. 매 교대근무시마다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
1-2 .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음식섭취후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교육한다 .
1-3 . 필요한 경우 입술과 구강점막에 윤활제를 발라준다 .
1-4 . 구내염의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한다 .
2-1 . 대상자의 독립적인 자가간호 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한다 .
2-2 .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 가족을 참여시킨다 .
2-3 . 독립적인 자가간호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개인위생 관리를 돕는다 .

2-3-1. 일주일에 2회 머리를 감겨준다 .
2-3-2. 일주일에 2회 부분목욕이나 침상목욕을 시행한다 .

지식부족 1. 교육 : 질병

과정, 활동/ 운

동, 식이, 약물

1-1. 질병과정

1-1-1. 질병과정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1-1-2. 질병의 병태생리, 일반적인 증상과 징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다 .
1-1-3. 질병 조절 및 관리와 관련된 치료적 행위 수행을 위해 변화해야 할 생활방

식에 대해 대상자나 보호자와 함께 토의한다 .
1-1-4. 질병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시 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1-2 . 활동 / 운동

1-2-1. 대상자 기능수준에 맞는 활동과 운동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

을 파악한다 .
1-2-2. 대상자 기능수준에 맞는 활동과 운동 종류, 시간, 빈도 등을 교육한다 .

1-3 . 식이

1-3-1. 식이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1-3-2.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적 식이수행에 대해 교육한다 .
1-3-3. 구체적인 음식의 이름과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교육한다 .
1-3-4. 치료적 식이 이행을 위해 변화해야 할 생활방식에 대해 대상자나 보호자와

함께 토의한다 .
1-4 . 약물

1-4-1. 약물복용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1-4-2. 항응고제 (쿠마딘) 복용의 경우 비타민 K 함유 음식섭취 (브로콜리 , 케일, 상

치 , 시금치, 양배추 등과 녹차 )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한다 .
1-4-3.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약물 복용법 (투약시간 조절), 약물의 부작용 관찰 , 약

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교육한다 .
1-4-4. 약물 부작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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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예비 간호성과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예 비 간 호 성 과

두개강내 적응

능력 감소

1. 신경학적 관찰

2. 뇌관류 증진

3. 뇌부종 관리

4. 두개강내압 측정

1. 신경학적 변화가 질병발생시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
2.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
3. 뇌부종이 감소한다 .
4.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내에서 유지된다 .

고체온 1. 고체온 관리 1. 체온이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

신체운동장애 1. 운동요법 : 관절운동과

근운동

2. 운동요법 :침상기동

3. 운동요법 :균형유지

4. 체위변경 : 휠체어

1. 현재 기능수준에서 관절 운동가능범위와 근력이 증가

한다 .
2. 현재 기능수준에서 침상기동 수준이 증가한다 .
3. 현재 기능수준에서 균형 유지가 증가한다 .
4. 현재 기능수준에서 휠체어를 이용한 운동가능 범위가

증가한다 .

기도개방

유지불능

1. 기도 관리

2. 호흡기 감시

1. 기도내 분비물을 적절히 제거하여 기도개방성을 유지

한다 .
2. 적절한 환기상태를 유지한다 .

피부손상 1. 욕창 간호

2. 체위 변경

3. 회음부 간호

1. 정상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
2. 피부가 지속적인 압력을 받지 않는다

3. 회음부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 .

변비 1. 변비/ 매복변 관리 1. 평소 배변습관을 유지한다 .

설사 1. 설사 관리

2. 체액/ 전해질 관리

3. 영양 관리

1. 평소 배변양상을 유지한다 .
2. 체액/ 전해질 균형을 유지한다 .
3. 대사요구량에 맞는 영양상태를 유지한다 .

실금 1. 방광 훈련

2. 요실금 간호

1. 배뇨양상에 맞는 방광훈련을 수립하여 실금을 적절히

관리한다 .
2. 요실금을 적절히 관리한다 .

흡인위험성 1. 질식 예방

2. 구토 관리

3. 연하장애 관리

1. 질식으로 인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2. 구토로 인한 흡인을 경험하지 않는다 .
3.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을 경험하지 않는다 .

신체손상

위험성

1. 출혈 예방

2. 낙상 예방

3. 발작 관리

1. 입원동안 출혈로 인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2. 입원동안 낙상으로 인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3. 발작으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는다 .

자가간호 결핍 1. 구강위생 관리

2. 자가간호 증진

1. 구강위생이 적절히 유지되어 불쾌감이나 손상을 경험

하지 않는다 .
2. 자가간호 가능범위가 증가한다 .

지식부족 1. 교육 : 질병과정, 활동/ 운동,
식이, 약물

1. 교육적 요구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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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예비 간호성과지표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간 호 성 과 지 표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1. 신경학
적 관찰

2.뇌관류
증진

3.뇌부종

관리

1-1.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매시간 동
공 크기, 모양, 대칭성, 반응성, 대광반사를

모니터한다 .
1-2 .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매시간

Glasgow Com a Sca le을 사용하여 의식수준
을 모니터한다 . 의식수준 사정시 제공한 자극

의 종류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을 그대로 기
술한다 .
1-3 .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모니터한다.

1-4 . 활력징후를 모니터한다 .

1-5 . 호흡기능 상태를 모니터한다 .

1-6 .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간호행위
사이에는 적어도 15분 정도의 시간간격을 둔다.
1-7.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키는 활동(무거운 물건
들기, 무리한 배변, 정서적 자극 등)을 예방하도

록 교육한다.
1-8 . 각막 반사를 모니터한다 .
1-9 . 기침반사와 구개 반사를 모니터한다 .
1-10. 체위 , 근 조정력, 운동, 보행정도를 모

니터한다 .
1-11. 시력 및 시야문제를 모니터한다 .

1-12. 두통 유무를 사정하여 필요한 경우 처

방된 투약을 한다 .
1-13. 언어구사 및 이해를 모니터한다 .

1-14. 감각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
1-15. 발한의 특성을 모니터한다 .
1-16. 바빈스키 반응과 심부 건반사를 모니터한다.

1-17. 후각을 감시한다 .
2-1 .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 매 1시간마
다 혈압을 측정하고 SBP 200m m H g, D BP
120m m H g로 유지됨을 모니터한다 .
2-2 . 대상자의 h ea d elev at ion정도를 확인하

여 치료적 체위를 유지한다 .
2-3 . 목, 고관절, 무릎의 굴곡을 피하는 체위

를 유지한다 .
2-4 . 처방된 정맥수액을 투여한다 .

2-5 .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을 모니

터한다 .
2-6 . H yp erv olem ic h em o d ilu t ion th erap y 효

과를 모니터한다 .
3-1 . 의식변화, 어지러움, 졸도 등을 모니터한

다 .
3-2 .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위(배변시 무리한 힘

주기, 갑작스런 체위변경 등)를 피하도록 교육
한다.

1-1-1. 동공의 크기 3-5㎜, 양쪽 대칭성을 유지한다.
1-1-2. 직접대광반사 (+), 간접대광반사 (+), 빛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
1-2. 의식수준이 질병발생시를 유지하거나 더 저

하되지 않는다 .

1-3. 기억력 (r em ote, recen t , im m ed iate), 집중력 ,
정서, 행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
1-4 .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SBP
200m m H g 이하, D BP 120m m H g 이하로 유지된

다 . 48시간 이후 SBP 140m m H g, D BP
100m m H g 이하로 유지된다 .
1-5-1.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p H 7.35-7.45, PO 2

75-100mm H g, PCO 2 35-45m mH g, H CO 3
- 22-

26mEq/ L,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된다.
1-5-2. 호흡곤란이 없다 .
1-6.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 (0-15m m H g)를 유지
한다 .
1-7. 대상자와 보호자가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키는
활동을 피해야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8/ 1-9. 각막반사 , 기침반사, 구개반사 기능을

유지한다 .
1-10. m u scle str en gth와 침상내 운동범위를 유

지한다 .
1-11 복시, 안구진탕증, 시야차단, 흐릿한 시야,
시력 변화 등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2.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3. 유창성을 유지하고 실어증 , 단어 선택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4 . 감각의 둔함 , 저림 등을 호소하지 않는다 .
1-15. 발한의 변화를 호소하지 않는다 .
1-16. 바빈스키 반응과 심부 건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 .
1-17. 후각변화를 호소하지 않는다 .
2-1/ 2-2/ 2-3.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

2-4 . in take/ ou tp u t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in take +500을 유지한다 .
2-5.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Ca++차단제, 혈전용해제 , 항응고제)
2-6. H ct이 33 % 내외로 조절된다 .

3-1. 의식수준을 유지하고 어지러움, 졸도 등을

호소하지 않는다 .
3-2. 뇌부종이 감소하고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

를 유지한다 .

72



부록 4.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별 예비 간호성과지표 (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간 호 성 과 지 표

두개강내

적응능력
감소

3.뇌부종

관리

4 .두개강
내압측정

3-3. 처방된 h yp erosm otic a gen ts (m an n itol)나
이뇨제 (la six)를 투여하고 약물의 효과를 모니터
한다 .

3-3-1. u rin e ou tp u t을 모니터한다 .
3-3-2. 혈중 K+ 농도를 모니터한다 .

3-4 . 처방대로 O 2 를 투여하여 h yp erv en tila tion
을 유지한다 .

4-1. 두개강내압 측정기구 삽입시 보조한다 .
4-2. 뇌졸중 발생 첫 48시간동안은 매시간 , 이후

매 2시간마다 두개강내압을 .모니터한다 .
4-3. in tak e & ou tp u t을 모니터한다 .
4-4 . 관 삽입부위의 감염징후를 모니터한다 .

3-3-1. urine ou tpu t이 1㏄/ 1㎏/ hr를 유지한다.
3-3-2. K 3.5-5.5 m Eq/ L를 유지한다 .

3-4 .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p H 7.35-7.45, PO 2

75-100m m H g, P CO 2 35-45m m H g, H CO 3
-

22-26m Eq/ L, 산소포화도가 95 % 이상으로 유
지된다 .
4-1/ 4-2.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 (0-15m m H g)
를 유지한다 .

4-3. in tak e & ou tp u t이 균형을 유지한다 .
4-4 . 관 삽입부위의 감염의 증상과 징후 (발적 ,
발열, 통증 등 )가 없다 .

고체온 1.고체온

관리

1-1. 매 2시간마다 체온을 모니터한다 .
1-2. 미온수 목욕을 시행한다 .
1-3. 필요한 경우 얼음주머니를 타월로 싸서 서

혜부나 겨드랑이 부위에 적용한다 .
1-4 . 필요한 경우 처방된 해열제를 투여한다 .
1-5. in sen sible flu id loss를 모니터한다 .
-호흡수가 16-20회/ 분 범위내에서 유지되며 부

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발한을 호소하지 않는다 .
1-6. 피부 색과 온도를 모니터한다 .

1-7. 의식수준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
1-8. in tak e/ ou tp u t을 모니터한다 .

1-9. 전해질과 신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검

사 결과를 모니터한다 .
- N a가 130m Eq/ L 이하일 경우 수액공급량을

줄인다 .
- 3 % N a Cl이나 N a 40을 처방대로 투여한다 .
1-10. H b/ H ct, W BC 수치, 혈액배양검사 결과를
모니터한다 .
1-11. 처방대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 항생제가 바
뀔때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한다 .
1-12. 정맥주사 부위를 3일에 한번, IV set은 24
시간마다 1번 교환한다 .

1-1/ 1-2/ 1-3/ 1-4/ 1-5.
·정상체온의 범위 36.5℃-37.0℃를 유지한다 .
·오한과 열감 호소가 없다 .

1-6. 피부가 핑크색이며 촉진시 따뜻하고 건
조하다 .
1-7. 의식수준의 저하가 없다 .
1-8. in take & ou tp u t이 균형을 유지한다

(u rin e ou tp u t은 1cc/ k g/ h r를 유지한다).
1-9. N a 135-145m Eq / L, K 3.5-5.5m Eg/ L,
tCO 2 =22-26m Eq/ L, Cl 95-105m Eq/ L, BU N
5-25㎎/ ㎗, Cr 0.5-1.2㎎/ ㎗ 범위를 유지한다 .

1-10. H b 12-16m g/ ㎗ , H ct 36-45 %, W BC
5,000-10,000, 혈액배양검사가 음성을 유지한다.
1-11.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없다 .

1-12. 정맥주사 부위의 감염 증상과 징후 (혈관

의 발적 , 통증 등)가 없다 .

신 체 운 동
장애

1 .운 동요
법 : 관절

운 동 과
근운동

1-1. 매 교대근무시마다 관절운동 제한의 정도
와 범위 , 감각기능을 사정한다 .
1-2. 매 4시간마다 상지의 마비, 위축, 강직이
있는 부분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15분간 실시한

다 .
1-3. 매 4시간마다 하지의 마비, 위축, 강직이

있는 부분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15분간 실시한
다 .
1-4 . 매 4시간마다 능동적 관절운동을 15분간
실시하도록 격려한다 .
1-5. 운동진행표를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운동의
수준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1-1/ 1-2/ 1-3/ 1-4/ 1-5.
관절운동 가능범위가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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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별 예비 간호성과지표 (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간 호 성 과 지 표

신체운동
장애

1.운동요법
: 관절운동
과 근운동

2.운동요법
: 침상기동

3.운동요법
: 균형유지

4 .체위변경
: 휠체어

1-6. 등척성 운동을 매일 여러번, 1회에 10
초동안 하도록 시범을 보여 설명하고 대상
자나 보호자를 교육한다 .
1-7. 운동전 , 중, 후의 활력징후의 변화를
모니터한다 .

2-1. 대상자가 flaccid typ e의 마비일 경우
brace제공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
2-2. 대상자가 w alker나 cru tch를 이용할 경
우 모니터한다 .
2-3. 단계적으로 이동거리를 증가시킨다 .
3-1.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
3-2. 필요한 경우 지팡이나 w alker , 베개 ,
패드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교육하고 감독한다 .
3-3. 몸의 중심잡기 (cen terin g)와 팔 흔들기
(sw in g th e arm s)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한다 .
4-1. 대상자에게 적합한 휠체어와 쿠션을
선택하고 휠체어와 대상자사이가 적어도
양옆에서 2-3㎝ 여유있도록 한다 .
4-2. 대상자를 휠체어 중앙에 가능한 한 허
리를 펴고 앉도록 하며 양쪽 장골극의 높
이가 수평을 이루는지 점검한다 .
4-3. 등과 고관절 100도 , 무릎 105도, 발목
90도, 발바닥은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4-4 .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자주 몸의
무게중심을 옮기도록 교육한다 .

1-6-1. 근력이 증가한다 .
1-6-2. 대상자나 보호자가 등척성 운동방법을 이
해하고 시행할 수 있다 .
1-7-1. 심박동수의 변화가 최대심박수 (220-연령)
의 60-75 % 내에서 유지된다 .
1-7-2. 운동시 혈압의 변화가 평상시 혈압범위에
서 20m m H g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
1-7-3. 운동시 분당 호흡수의 변화가 평소보다 5
회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2-1/ 2-2/ 2-3.
현재 기능수준에서 침상기동 범위를 유지한다 .

3-1/ 3-2. 대상자가 균형운동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

3-3. 현재 기능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

4-1/ 4-2/ 4-3/ 4-4.
휠체어를 이용한 운동가능범위가 증가한다 .

기도개방
유지불능

1. 기도
관리

2 . 호 흡 기
감시

1-1. 호흡음을 청진하여 환기가 감소되었거
나 소실된 곳 , 비정상적인 호흡음을 모니터
한다 .
1-2. 기침을 격려하거나 기관내 또는 비강
을 통해 흡인하여 분비물을 제거한다 .
1-3. 천천히 심호흡하여 기침하도록 격려하
고 벙법을 교육한다 (깊게 숨을 들이 쉰 후
2-3초간 숨을 참았다가 내쉰다 . 이를 반복
한다).
1-4. 체위변경을 격려한다 (측위로 누워 침상
머리를 30도 상승시키고 목을 약간 과신전
시킨 체위를 유지한다).
1-5. 흉부 물리요법을 수행한다 .
1-6. 필요한 경우 처방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

1-7. 습화된 공기나 처방된 산소투여량을
확인하여 산소를 투여한다 .

1-8. 수분 균형 유지를 위해 수분섭취를 조
절한다 .
2-1. 호흡음의 변화 , 호흡곤란의 증상과 징
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

2-2. 전혈구 검사에서 RBC, H b 수치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한다 .

1-1/ 1-2/ 1-3/ 1-4/ 1-5.
·폐의 전체에서 부가적인 호흡음이 청진되지
않는다 .

·기도가 폐색되지 않는다 .
·호흡곤란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지 않는다 .
·효과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을 대상자가 이해

하고 시행할 수 있다 .

1-6-1. 분당 맥박이 70-80회/ 분을 유지한다 .
1-6-2. 기관지 확장제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
다 .
1-7.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p H 7.35-7.45, PO 2

75-100m m H g, P CO 2 35-45m m H g, H CO 3
-

22-26m Eq/ L, 산소포화도가 95 % 이상으로 유지
된다 .
1-8. in take 2000㏄ 이상, ou tp u t 500㏄ 이상을
유지한다 .
2-1-1 호흡수 16-20회/ 분을 유지한다 .
2-1-2.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고 in tercostal
retraction이 없다 .
2-1-3. 기도폐색과 청색증이 없다 .
2-2. RBC 4.2-6.0, H b 12-16㎎/ ㎗ 의 범위를 유
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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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별 예비 간호성과지표 (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간 호 성 과 지 표

피부손상 1. 욕창

간호

2. 체위

변경

3. 회음부

간호

1-1. 매 교대근무시마다 욕창의 크기, 단계 , 위치,
삼출물, 괴사조직의 특성을 모니터한다 .
1-2 . 욕창주위 피부의 색 , 온도, 부종, 습도를 모

니터한다 .
1-3 . 궤양부위의 피부를 중성피누와 물로 세척한다.
1-4 . 필요한 경우 salin e soakin g이나 연고를 바

르고 드레싱을 유지한다 .
1-5 . 욕창부위의 감염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한다 .
1-6 . 삼출물이 많을 경우 드레싱 교환회수를 증

가시킨다 .
1-7. 통증의 정도를 사정 (0-10 척도)하여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한다 .
-통증정도 1-3 : 비약물요법 (마사지, 온찜질, 전환

요법, 이완요법 등)
-통증정도 4-6 :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통증정도 7 이상 : 마약성 진통제 투여

1-8. 욕창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 상처전문간호사

의뢰를 주치의와 협의한다 .
2-1 .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한다.
-부종이 있을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

-am bu la tion이 가능한 경우 매 4시간마다 체위

변경

2-2.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

사이나 등을 지지한다 .
2-3 . 배위 (su p in e p osit ion )를 취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거나 대퇴부위 밑을 베개로

지지한다 .
2-4 . 장시간 w h eel ch air에 앉지 않도록 하며 10
분에 한번씩 무게중심을 옮기도록 교육한다.
2-5 . 발의 foot d rop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 rd나 베개를 이용한다 .
2-6 .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승시켜 유지한다 .
3-1 . 회음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
3-2 . 필요할 경우 cra dle이나 h ea t lam p를 적용

한다 .
3-3 . 좌욕이 필요한 경우 방법을 교육하고 대소

변 배출후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
3-4 .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 매 교대근무

시마다 회음부 간호를 시행한다 .

1-1/ 1-2/ 1-3/ 1-4. 욕창부위가 이전보다 감소하

고 피부가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된다 .

1-5/ 1-6. 체온 36.5-37.0℃ 범위를 유지한다 .
임상검사결과 W BC 5,000-10,000/ m m 3 ,
W ou n d cu ltu re (-)을 유지한다 .
1-7. 욕창부위 통증정도가 감소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

1-8. 욕창부위가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된다 .

2-1/ 2-2/ 2-3/ 2-4. 지속적인 압력분산을 통해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다 .

2-5. footd rop이 생기지 않는다 .

2-6. 손상된 사지에 부종과 피부손상이 없다 .

3-1/ 3-2/ 3-3/ 3-4.
·회음부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된다 .
·회음부의 발적이나 병변 , 통증이 없다 .

변비 1. 변비/
매복변

관리

1-1. 장 운동의 빈도, 배설의 양상과 배설물의 모

양, 양, 색 등을 모니터한다 .
1-2 . 필요한 경우 처방된 완화제를 투여하거나

관장, d igita l d is im p action를 시행한다 .
1-3 . 배변시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p rivacy를 지켜준다 .
1-4 . 2일에 한번씩 좌약을 삽입하고 30분간 기다

린 뒤 1시간동안 변기에 앉힌다 .
1-5 .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 (침상안정, 약물, 수분

섭취 저하, 식이)을 사정한다 .
1-6 . 금기가 아닌 이상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
1-7. 고섬유소 식이, 운동, 수분섭취의 필요성을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1-8 . 매 교대근무시마다 장음을 사정한다 .

1-1/ 1-2./ 1-3/ 1-4 .
대상자의 평소 배변습관에 맞거나 적어도 2일

에 한번 배변한다 .

1-5.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 .

1-6. 피부 긴장도가 유지된다 .
1-7. 대상자와 보호자가 고섬유소 식이 (과일과

야채 섭취 ), 운동, 수분섭취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8. 장음이 5-35회/ 분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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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별 예비 간호성과지표 (계속)

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간 호 성 과 지 표

설사 1. 설사
관리

2. 체액/
전해질
관리

3. 영양
관리

1-1. 설사의 빈도 , 특성 , 냄새 , 양을 모니터한
다 .
1-2.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 투여를 확인한다.
1-3 . 섭취한 음식물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1-4 . 자주 소량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가스를
형성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교육한
다 .
1-5 . lactose가 함유된 음식을 피하도록 교육한
다 .

1-6 . 설사를 유발하는 감염요인을 확인한다 (박
테리아, 경관 영양액의 종류와 유효일자 등).

1-7. 피부 긴장도 및 항문주위 피부를 규칙적
으로 사정한다 .
1-8 . 매 4시간마다 장음의 빈도, H igh p itch
sou n d s를 사정한다 .
1-9 . 처방에 따라 장을 휴식하도록 한다 .(금식,
유동식)
1-10. 주 1-2회, 아침식사전 방광을 비운 상태
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
1-11.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저섬유소,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를 교육한다 .
1-12. 완화제 사용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2-1 . 체액 / 전해질 균형을 반영하는 임상검사
결과를 모니터한다 .

2-2 . 혈중 N a가 130m Eq 이하일 경우 수분섭
취를 제한하고 N aCl이 함유된 수액을 투여한
다 .
2-3 . 필요한 경우 전해질 보충을 위해 처방된
수액을 정해진 속도와 용량대로 공급한다 .

2-4 . in take/ ou tp u t을 측정하고 ICP 상승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하루 1.5ℓ를 정맥내로
공급한다 .
2-5 . ICP 상승의 위험이 없거나 in sen sible
loss가 많은 대상자는 하루 3ℓ를 정맥내로
공급한다 .
2-6 . 피부 긴장도를 모니터한다 (이마의 피부를
p in ch test 한다 ).
3-1. 대상자의 음식 선호도, 알러지 유무를 확
인한다 .
3-2 . 금식후 영양을 다시 공급할 경우 단계적
으로 공급하도록 교육한다 .
3-3 . 현 단계의 식이제공후 1일 이상 설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식이로의 이행을 계획
한다 .
3-4 . 대상자의 치료적 목적에 적합한 식이를
제공한다 .

1-1-1. 1회 설사량이 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
1-1-2. 1일 2회 이상 설사하지 않는다 .
1-2 . 위장관계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1-3 .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물 (찬 음식, 자극적이
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
는다 .
1-4 . 소량씩 섭취하도록 하고 가스형성 음식 (탄
산음료, 양파, 오이, 양배추, 치즈 , 오징어, 새우
등), 맵거나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
1-5 . lactose 함유음식 (전지우유, 치즈, 크림, 코코
아, 쵸코음료, 크림섞인 인스탄트 커피, 아이스
크림 , 커스타드, 푸딩 )과 lactose 적은 음식 (우유,
버터 , 마아가린, 감자, 캬라멜, 껌 등 )을 대상자
나 보호자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6-1. W BC 5,000-10,000, Stool cu ltu re 음성을
유지한다 .
1-6-2. 지속적인 경관영양 (con tin u ou s feedin g)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관영양액의 종류를
바꾼다 .
1-6-3. 점액섞인 변을 배출하지 않는다 .
1-6-4. 혈변을 배출하지 않는다 .
1-7. 피부긴장도를 유지하고 항문주위 피부가 청
결하고 건조하며 병변이나 발적이 없다 .
1-8/ 1-9. 장음이 분당 5-35회를 유지하고 H igh
p itch sou n d s가 없다 .

1-10. 대상자는 평소체중의 20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
1-11/ 1-12. 대상자나 보호자가 저섬유소,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와 완화제 사용 금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1 H ct 35-45 %, N a 135-145m Eq/ L,
K 3.5-5.5m Eg/ L, Cl 95-105m Eq/ L, BU N 5-25
㎎/ ㎗, Cr 0.5-1.2㎎/ ㎗, T .p ro 6.0-8.0g/ ㎗,
a lbu m in 3.5-5.3g/ ㎗, 소변비중 1.001-
1.035을 유지한다 .
2-2-1. 시간당 정맥수액량을 40-60㏄로 유지한다 .
2-3-1. 금식일 경우 금기가 아닌 이상 시간당
100-120㏄의 정맥수액을 공급한다 .
2-3-2. 심박동수가 평소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
2-4/ 2-5. In take & Ou tp u t이 균형을 이루고 하
루 소변량이 500㏄ 이상을 유지한다 .

2-6 . 피부 긴장도가 유지된다 .

3-1/ 3-2/ 3-3. 음식물 섭취로 인한 설사가 발생하
지 않는다 .

3-4 . 대상자가 대사요구량에 맞는 적절한 영양섭
취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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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진 단 간 호 중 재 간 호 활 동 간 호 성 과 지 표

실금 1.방광
훈련

2.요실금
간호

1-1. 대상자가 뇨의를 느끼는지 확인한다 .
1-2 . 배뇨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3일동안 배뇨
를 기록한다 .
1-3 . 배뇨양상에 따라 처음에는 1-2시간 간격으
로 시간계획을 수립한다 .
1-4 . 배뇨유발 자극을 제공한다 (물 흐르는 소
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1-5. 5분 이상 화장실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
1-6 . 하루동안 3번 이상의 실금이 있는 경우 배
뇨간격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7. 3일동안 실금이 없는 경우 1시간 간격을
유지하다가 점차 4시간 간격이 되도록 한다 .
1-8 . 대상자에게 배뇨시간이 될 때까지 의도적
으로 참아보도록 교육한다 .
2-1 . 요실금의 원인을 확인한다 .
2-2 . 배뇨 빈도, 소변량, 냄새, 색 등을 감시한다.
2-3 .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수분섭취를 제한하
도록 교육한다 .
2-4 . 규칙적으로 회음부 간호를 제공하거나 필
요한 경우 좌욕방법을 교육한다 .
2-5 . in take/ ou tp u t을 측정한다 .
2-6 . 방광을 자극하는 식품 (커피, 차, 초코렛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1-1/ 1-2/ 1-3/ 1-4/ 1-5/ 1-6/ 1-7/ 1-8.
뇨의를 느낄 때 적어도 1회 배뇨량 300㏄를 배
뇨할 수 있다 .

2-1/ 2-2/ 2-3. 대상자 기능수준에서의 배뇨양상
을 유지하고 실금을 하지 않는다 .

2-4 . 회음부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된다 .

2-5 . intake 2000㏄, output 500㏄ 이상 유지한다.
2-6 . 대상자나 보호자가 방광 자극식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흡인
위험성

1. 질식
예방

2. 구토
관리

1-1. 대상자의 의식수준, 기침반사 , 구개반사,
연하능력을 모니터한다 .

1-2 . 폐 상태를 모니터한다 .
1-3 . 기도를 유지한다 .
1-4 . 가능하면 90도 자세를 유지한다 .
1-5 . 흡인기를 침상근처에 준비한다 .

1-6 . 경관영양을 하는 경우
1-6-1. feed in g 전 비위관이나 위관의 위

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한다 .
1-6-2. 비위관이나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 in g을 중단한다 .
1-6-3. feeding 전후, 약물투여 전후에 소

량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척한다.
1-6-4 . feed in g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

게 한 체위를 유지한다 .
1-7. 연하곤란식을 하는 경우

1-7-1. 음식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소량씩
먹도록 교육한다 .

1-7-2. 수액이나 고형의 음식은 피한다 .
1-7-3. 가능하면 시럽의 형태로 투약하거

나 알약은 잘게 부수어 투약한다.
2-1 . 구토량, 혈액유무, 시간, 특성을 사정한다 .
2-2 . 대상자의 음식물 섭취 양상을 파악한다 .
2-3 . 질식을 예방하도록 침상머리를 상승시킨

체위를 유지한다 .
2-4 . 구토가 있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를

제한하고 30분동안 구토가 없을 경우
수분을 공급한다 .

2-5 . 수분, 전해질 균형을 모니터한다 .

1-1 . 질식으로 인한 흡인을 경험하지 않는다 .

1-2/ 1-3/ 1-4/ 1-5. 호흡수 16-20회/ 분을 유지한
다 .
·부속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
·in tercostal r etr act ion / 기도폐색/ 청색증이

없다 .
1-6/ 1-7.
투약이나 feed in g으로 인한 질식을 경험하지
않는다 .

2-1/ 2-2/ 2-3/ 2-4 .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을 경험하지 않는다 .

2-5-1. in take 2000㏄, ou tp u t 500㏄이상을 유지
한다 .

2-5-2. N a 135-145m Eq/ L, K 3.5-5.5m Eq/ L,
Cl 95-105m Eq/ L 범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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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

위험성

3 . 연 하 장

애 관리

3-1. 빨대의 사용을 피한다 .
3-2 . 머리쪽을 90도 상승하도록 하고 턱을

가슴쪽으로 굴곡시킨 체위를 유지한다 .
3-3 . 식사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3-4 . 식사시 음식을 입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마비없는 쪽으로 씹도록 대상자나 보호자를 교

육한다 .

3-1/ 3-2/ 3-3.
적절한 연하기능을 유지하여 음식섭취로 인한

질식을 경험하지 않는다 .

3-4 . 대상자나 보호자는 적절한 음식섭취 방법

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

신체손상

위험성

1. 출혈

예방

2. 낙상

예방

1-1. 대상자의 출혈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한다 .

1-2 . 평소 H b/ H ct 수치, 응고관련 혈액검사

(PT/ PTT, Platelet , fibrin o gen , FDP)를 모니터

한다 .

1-3 . 필요한 경우 처방대로 수혈한다 .

1-4 . 가능하면 침습적인 절차 (근육주사 , 정맥천

자, 동맥천자)를 피한다 .
1-5 . PLT 50,000/ m m 3 이하인 경우 근육주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1-6 . 정맥천자의 경우 천자부위를 5분 이상 압

박하여 지혈한다 .
1-7. 동맥천자의 경우 천자부위를 충분히 지혈한다.
-혈관조영술의 경우 천자한 동맥부위를 적어도

6시간동안 절대안정상태에서 모래주머니로 지

혈한다 .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채혈의 경우 천자부

위를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한다 .
1-8 . 일상생활중 출혈예방활동 (구강위생시 부드

러운 칫솔 사용, 치실 사용금지, 전기면도기 사

용 등)에 대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1-9 . 변비를 예방한다 .
1-10.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출혈의 증상과 징

후를 교육한다 .
1-11.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을 병행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2-1 . 대상자의 인지적, 신체적인 상태를 확인한

다 .
2-2 .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고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 바퀴달린 의자나 침

대 등) 보호자에게 교육한다 .
2-3 . 보조기를 사용하여 움직이도록 교육한다

(w a lker , 지팡이).
2-4 .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가까이에 두도

록 교육한다 .
2-5 . 화장실을 사용할 때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도와준다 .
2-6 .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과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한다 .

1-1-1. 출혈의 증상과 징후 (잇몸출혈 , 코피, 반

상출혈, 혈뇨나 혈변, 위장관 출혈 등)가 나타

나지 않는다 .
1-1-2. 모세혈관 취약성 검사 (Ru m p le-Leed s
test)에서 피부의 직경 5㎝이내의 점상출혈의

갯수가 기존 것을 포함하여 10개 이하를 유지

한다 .
1-2. H b 12-16m g/ ㎗, H ct 36-45 %, PLT 15만

-40만/ m m 3 PT 9-5-12.0 sec, aPTT 35-45sec,
PT IN R 1, Fibr in o gen 150-450m g/ ㎗, FD P
2-10㎍/ ㎖ 범위내에서 유지된다 .
1-3. 수혈의 부작용 (발열 , 심계항진 , 호흡수 증

가 , 발한 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
1-4/ 1-5/ 1-6/ 1-7. 치료적인 절차에 의한 출혈을

경험하지 않는다 .

1-8. 대상자와 보호자가 일상생활중 출혈예방

활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9. 규칙적으로 배변하고 배변시 출혈이 없으

며 stool O B(-)를 유지한다 .
1-10. 대상자나 보호자가 출혈의 증상과 징후

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11.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키는 약물의 복용

을 피하고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
2-1-1. 시간, 장소 ,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유지

한다 .
2-1-2. 움직임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
2-2/ 2-3/ 2-4/ 2-5/ 2-6. 움직임시 낙상을 경험하

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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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체 손 상
위험성

3. 발작
간호

3-1. 발작동안의 머리와 눈의 움직임을 모니터한다.
3-2. 발작의 특성, 지속시간을 모니터한다.
3-3.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구강을 사정하
여 기도를 유지한다.
3-4. 산소를 투여한다.
3-5.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3-6. 항경련제의 처방이 있을 경우 처방대로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대표적인 부작용은 잇몸증식, 고혈
당, 간 손상, 정신혼미, 어지러움, 졸리움 등)에 대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3-1/ 3-2. 발작동안 손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3-3/ 3-4. 기도폐색이 없다.
·호흡곤란이 없다.

3-5.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이하를 유지한다.
3-6.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자가간호결
핍

1. 구강
위생관리

2. 자가
간호증진

1-1. 매 교대근무시마다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1-2.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음식섭취후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교육한다.
1-3. 입술과 구강점막에 윤활제를 발라준다.
1-4. 구내염의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한다.
2-1. 대상자의 독립적인 자가간호 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한다.
2-2.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
해 가족을 참여시킨다.
2-3. 독립적인 자가간호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개인
위생 관리를 돕는다.
-일주일에 2회 머리를 감겨준다.
-일주일에 2회 부분목욕, 침상목욕을 시행한다.

1-1/ 1-2. 구강 점막이 intact하고 구취나 통증, 궤양이
없다.

1-3. 입술과 구강점막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1-4. 구내염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2-1/ 2-2. 대상자의 기능수준에 따른 자가간호를 수행
한다.

2-3. 대상자가 개인위생 관리로 인한 편안함을 유지
한다.

지식부족 1. 교육 :
질병과정 ,
활동/ 운동,
식이, 약물

1-1. 질병과정
1-1-1. 질병과정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

준을 파악한다.
1-1-2. 질병의 병태생리, 일반적인 증상과 징후, 합

병증에 대해 설명한다.
1-1-3. 질병 조절 및 관리와 관련된 치료적 행위 수

행을 위해 변화해야 할 생활방식에 대해 대
상자나 보호자와 함께 토의한다.

1-1-4. 질병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시 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2. 활동/ 운동
1-2-1. 대상자 기능수준에 맞는 활동과 운동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1-2-2. 대상자 기능수준에 맞는 활동과 운동의 종

류, 시간, 빈도 등에 대해 교육한다.
1-3. 식이
1-3-1. 식이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1-3-2.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적 식이수행에 대

해 교육한다.
1-3-3. 구체적인 음식의 이름과 상호작용을 유발하

는 음식에 대해 교육한다.
1-3-4. 치료적 식이 이행을 위해 변화해야 할 생활

방식에 대해 대상자나 보호자와 함께 토의한
다.

1-4. 약물
1-4-1. 약물복용에 대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

준을 파악한다.
1-4-2. 항응고제(쿠마딘) 복용의 경우 비타민 K 함

유 음식섭취(브로콜리, 케일, 상치, 시금치,
양배추 등과 녹차)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한
다.

1-4-3.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약물 복용법(투약시간
조절), 약물의 부작용 관찰, 약물간의 상호작
용에 대해 교육한다.

1-4-4. 약물 부작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1-1. 대상자나 보호자는 질병과정, 질병의 증상과 징
후, 합병증, 치료적 생활방식, 질병치료와 관련된 부
작용 최소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 대상자와 보호자는 대상자 기능수준에 맞는 활
동과 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3. 대상자와 보호자는 치료적 식이의 내용과 방법,
치료적 식이섭취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4. 대상자와 보호자는 약물 복용법, 약물의 부작용,
약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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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용빈도가 낮은 간호성과지표

간호성과지표

·투약이나 feedin g으로 인한 질식을 경험하지 않는다 .

·심박동수의 변화가 최대심박수의 60-75 % 내에서 유지된다 .

·운동시 혈압의 변화가 평상시 혈압범위에서 20m m H g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

·운동시 분당 호흡수의 변화가 평소보다 5회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 매 교대근무시마다 회음부 간호를 시행한다 .

·매 교대근무시마다 장음을 사정한다 .

·대상자가 적절한 개인위생 관리로 인한 편안함을 유지한다 .

·두개강내압이 정상범위 (0-15m m H g)를 유지한다 .

·뇌관류가 적절히 유지된다 .

·시간당 정맥수액량을 40-60㏄로 유지한다 .

·대상자와 보호자는 치료적 식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음식 이름과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음식을 말할 수 있다 .

·폐 전체에서 부가적인 호흡음이 청진되지 않는다 .

·바빈스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

·심부 건반사가 항진되지 않는다 .

·대상자나 보호자는 질병과정, 질병의 증상과 징후, 합병증, 치료적 생활방식, 질병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최소화 방

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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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 CT

A D evelopment of Nursing Outcome Indicators for Stroke

Patients

Kw on, Bo Eun

D ep artm ent of N u rsin g

Th e G radu ate Sch ool

Yon se i U n iv ers ity

This stu dy w as con d u cted to develop nu r sin g ou tcom e in dicators based on

nu r sin g activ ities for stroke p atients.

To iden tify N u rsin g Diagn osis, N u r sin g Intervention , N u r sin g activities for

stroke p atients w h o w ere in acu te an d su bacu te stages, literatu re review ,

in terv iew w ith 12 stroke p atients an d p rim ary caregiver s, an d review of 63

p atien ts' m edical record s w ere p erform ed at th e Gen eral h osp ital in Seou l .

N u r sin g Diagn oses an d N u rsin g in tervention s w ere selected from N AN DA

nu rsin g diagn osis an d N u rsin g Interven tion s Classification , bu t N u rsin g

Ou tcom es w ere develop ed based on liter atu re .

The m eth od s of th is stu d y w ere focu s grou p m eetin g an d d elp hi techniqu e,

w hich w ere con sisted of clin ical nu r se exp erts w h o h ave m ore th an 5 years of

clin ical exp erien ce in stroke p atients care, neu rologist, an d p rofessor s in college

of n u rsin g .

To test the valid ity of nu r sin g ou tcom e in dicator s, content v alid ity w as

tested by u sin g CVI(In d ex of Con tent Valid ity) an d u ser v alid ity test w as

p erform 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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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 lts of th is stu dy w ere as follow s:

1. 12 nu r sin g diagn oses w ere identified for stroke p atien ts based on

literatu re review an d in terview s. They w ere Decreased in tr acran ial ad ap tive

cap acity, H yp ertherm ia, Im p aired p hysical m obility, Ineffective airw ay clearan ce,

Im p aired skin in tegrity, Con stip ation , Diarrhea, Incon tin ence, Risk for

asp iration , Risk for inju ry , Self-care deficit, an d Kn ow led ge deficit .

2. 29 nu r sin g in tervention s an d nu r sin g ou tcom es w ere id entified . The

form er w ere from N u rsin g Interven tion s Classification (N IC) an d the latter

w ere d evelop ed from literatu re accord in g to nu rsin g in tervention s. Th ey w ere

verified by exp erts in focu s grou p .

3. N u rsin g activ ities w ere identified th rou gh review of p atients' m ed ical

record s, literatu re review an d in terview . 199 nu r sin g activities w ere iden tified ,

w hich w ere p rop er to clin ical an d cu ltu ral situ ation in Korea .

4 . Based on n u rsin g activ ities, 133 nu rsin g ou tcom e in dicators w ere

develop ed . In content v alid ity, 6 in dicators w ere d eleted becau se of u n d er 80%

agreem en t . In u ser valid ity, u sefu lness an d u sability w ere tested . Score ran ge of

u sefu lness of n u rsin g ou tcom e in dicators w as 3.73 to 3.88 in 4-p oin t Likert

scale .

This system ic ap p roach of m easu rin g n u rsin g ou tcom es verified nu r ses'

p ositive effects in ch an gin g p atien ts health statu s an d nu rsin g contribu tion s in

health care system as a p rofession .

Key w ord s : Stroke p atients, N u r sin g Ou tcom e, N u rsin g ou tcom e in d icato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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