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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XML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템플릿 설계 및 구현

간호정보는 해당 병원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일시적

인 정보가 아니라 병원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간에 공유될 수 있는 정

보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한다. 간호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초 

자료가 되는 간호 용어의 표준화와 분류체계가 필요하고, 어떠한 시스템 환경에

서도 이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가능하며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간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차세대 표준 인터넷 언어이자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인 XML 데이터로 변환하

여 전송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정보의 입력 방식에 있어서 기존 지식체를 활용할 수 있고 적절한 메

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자료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조적 자

료입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데이터의 입력과 검색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화면”으로 정의되는 템플릿(template)은 예측되는 환자의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미리 준비된 패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작성해 넣어야 할 고정된 수의 항목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전자간호기록을 위하여 증상/징후, 간

호진단, 간호중재에 이르는 간호과정에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XML 

기반의 간호기록 템플릿을 설계 및 구현하 고 이를 통한 입력 결과로서 XML 

데이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를 생성하여 병원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인터넷 기반의 전

자간호기록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과정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서 산과 간호단위 표준진술문과 각 속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하 다.

2. 분석 결과를 간호기록 입력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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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현하기 위하여 TDL

을 정의하 고, 이를 사용하여 전자간호기록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플릿, 속성

추가 템플릿을 작성하 다. 간호기록 템플릿은 표준진술문과 속성의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와서 선택된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증상/징후 템플

릿’, ‘간호진단 템플릿’, ‘간호중재 템플릿’으로 구분하고 해당 속성들의 입력 가능

한 값의 항목, 단위, 데이터 타입, 카테고리, 반복구분 등을 반 하여 하나의 화면

으로 구성하 다. 또한 표준진술문의 추가적 속성에 대하여 간호사가 직접 정의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속성 추가 템플릿은 추가적으로 입력이 요구되는 

간호기록에 대하여 서술적 텍스트가 아닌 각 표준진술문의 속성으로서 구조화하

여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 TDL 문서의 DTD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전자간호기록시스템 내에서 간호

기록 템플릿을 통한 입력 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직을 구

현하 다.

5.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한 후 이 TDL 문서

가 확장 가능한 표준 인터넷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이고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며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를 작성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되도록 하 다. 이는 TDL 문서가 XML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원하는 간

호기록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 줌으로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국한된 간호기록이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혹은 최

근에 등장한  무선 환경에서의 Wireless Application Browser 등을 통해 어디서

든 출력이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의 간호기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므로 의미가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XML(Extenxible Markup Language), 템플릿(template), 

             전자간호기록(ENR)



- 1 -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전자환자기록 시스템(Electronic Patient Record System : EPRS) 내의 간호 데

이터는 최근까지도 서술적 텍스트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는 간호

사가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될 때 필요한 적절한 대응과 유동성을 제공하지 못

하므로 의사결정과 임상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코드화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입력

되어져야 한다(Mcdonald, 1997). 

간호사는 대부분의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다른 건강관리 분야와 조화시키는 역

할을 해야 하므로 최우선의 목적인 전자간호기록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가장 우

선적으로 간호사들 간이나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서 간호실무에 관한 공통적인 언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용어의 

표준화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으로 현재까지 간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노

력이 이루어져왔고 그 산물로서 간호용어를 분류체계로 형식화하고 최소간호데이

터세트(nursing minimum data set : NMDS)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최근 간호정

보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증상/징후, 진단, 중

재, 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특히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 ICNP)

는 간호사들 간이나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간호실무를 기술하는 

공통된 언어를 확립하고, 다양한 환경에 처한 대상자의 간호를 기술하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간호데이터를 비교하고, 간호진단에 근거한 간호요구에 따라 적

절히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개발되었다(Clark, 1999). 간호실무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간호기록에 있어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기술로서 가장 중요하게 공헌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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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호기록에는 어떤 기록들이 포함되고 전산화 되어야 하는

가? 간호기록에 있어서 주요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연구는 박현애 등(1998)에 의

한 간호정보 표준화를 위한 간호서식 분석 및 항목 표준화 작업으로 진행되어 왔

는데, 연구 결과로서 표준서식지 9개, 즉, 간호정보조사지, 퇴원시 간호계획지, 임

상관찰계획지, 간호처치기록지, 간호기록지, 전과전동 간호기록, 수술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표, 간호계획지, 중환자 관찰기록지를 제시하 고 이에 따라 간호서

식의 각 항목들을 표준화 하 다. 이는 간호정보시스템 내의 전자간호기록의 구

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전산화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

다고 볼 수 있다. 

간호기록을 전산화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간호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자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컴퓨터

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체를 활용할 수 있고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자료입력(Structured Data Entry : SDE)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간호기록에 있어서 구조화된 자료입력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작업이지만 간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결성과 의미의 명확성이 필수 조건

이므로 간호업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진보된 자료

입력방식이 필요하다. “구조적 자료입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데이터의 입

력과 검색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화면”으로 정의되는 템플릿(template)은 예측되

는 환자의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미리 준비된 패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작성해 

넣어야 할 고정된 수의 항목들을 제시한다(Yamazaki 외, 2000). 이와 같은 템플

릿의 장점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일률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미리 짜

여진 진술문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접근을 통한 템플릿 구조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박정해(2002)에 의한 간호정보시스템의 객체지향 정보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간

호정보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key abstractions) 중 하나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

템으로 활용되기 위한 부가적인 요구사항으로서 전자 환자 기록에 입력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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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조화하고 양질의 자료로 활용되게 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템플릿을 포함하

다. 템플릿은 XML 기반의 템플릿 생성기, 전환기를 탑재하고 간호과정 전 단

계에 걸친 의사결정 지원 모듈로 활용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 으며 템플

릿의 간호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한 개발 연구를 제언하 다.

간호기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서 차세대 표준 인터넷 

언어이자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인 XML의 표준을 응용한 TDL(Template 

Definition Language)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XML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적절한 태그를 임의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이 있으며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 표현과 내용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엄격하고 정확한

(context sensitive)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읽을 수 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XML은 다양한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중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어떤 형태

로든 표현이 가능하게 해준다(Sean, 2000). 

간호기록에 있어서 템플릿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 해주는 TDL역시 XML 표준

을 응용한 언어이므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비의존적이고 확장성이 있으며,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혹은 병원 간에 XML 데이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를 교환하여 간호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TDL 기반의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은 지식체를 기반으로 하고 모호함을 줄이게 되며 시간 효

과적으로, 즉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는 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공유함으로써 간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간호기록을 XML 데이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로 변환한다면 간호정보가 해당 

병원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정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혹은 병원 간에 그 의미를 공유 할 수 있고 명확히 정의

된, 모호함이 없는 지식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즉, XML 데이터로 변환된 간

호기록은 어떠한 시스템 환경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도 저

장이 가능하며 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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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입력된 간호기록 데이터는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타 병원시스템 

내에서는 읽을 수 없고 재사용 할 수 없으나 병원 간 간호기록을 공유한다는 의

미에서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간호기록 TDL 문서는 각 병원 시스템의 플랫폼

과 데이터베이스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Browser) 상에서 혹은 무선 환경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조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템플릿은 기존 시스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지 보완해 주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그 구조와 코드를 분석, 개발하여 이에 동의하는 과정을 필

요로 한다(Robin, 2000).

TDL 기반의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이 이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각기 

다른 스키마와 템플릿, 스타일시트를 재정의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간호기록에 대한 구조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간호실무 분류체계

에 따른 간호과정의 분석을 통해 그 구조와 내용을 명확하게 확립한 후, 이에 따

라 간호기록 템플릿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간호기록 입력시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에 

이르는 간호과정에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

하고 이미 정의된 특정 간호단위 표준진술문(statement)과 속성을 기반으로 구조

화된 자료입력을 위한 TDL 기반의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현하여 전자간호기록 시

스템에 적용한 후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입력 결과로서 간호기록 TDL 문서를 

생성하고,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이 될 수 있

음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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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XML의 표준을 응용한 TDL을 기반으로 하는 간호기록 템플

릿을 설계 및 구현하여 간호기록 TDL 문서가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으로서 

공유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의 조합인 표준진술문과 속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한다.

2. TDL 문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테이블과 간호기록과 TDL 문서의 저장을 

위한 기본적인 테이블을 구성함으로써 표준진술문과 속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적

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3. 간호기록 템플릿 작성을 위한 TDL을 정의하고 간호정보시스템 내에서 전자

간호기록 템플릿을 설계 및 구현한다.

4. 간호기록 TDL 문서의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작성하고 간호기

록 템플릿을 통해 간호기록 TDL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한다.

5.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입력 결과로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으로서 공유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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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전자간호기록 (Electronic Nursing Record :  ENR)

전자간호기록(Electronic Nursing Record : ENR)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간호

실무를 지원함으로써 간호기록이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불필

요한 기록의 반복을 줄이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전자

간호기록은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 : EPR)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전자환자기록 내에서의 간호기록(nursing documentation)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간호기록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간호과정의 내용을 순차

적으로 기록하여 환자 상태 변화와 수행된 간호활동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기

록인 ‘간호기록지'(nursing record)를 의미한다.

2. 템플릿 (Template)

템플릿은 구조적 자료입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데이터 입력과 검

색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화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예측되는 환자의 상황

이나 문제에 따라 미리 준비되어진 항목들과 사용자가 작성해 넣어야 할 고정된 

수의 항목들로 이루어진다.(Yamazaki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으로 자료입력을 위해 미리 정의된 표준진술문 세트를 기

초로 입력 가능한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를 메뉴방식으로 화면에 보여주

고 선택한 표준진술문에 대한 속성값을 입력하는 화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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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A. 전자간호기록 (Electronic Nursing Record :  ENR)

환자기록은 의료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고 의사소통 도구이며 환

자기록에 있어서 정보기술은 정보의 관리, 분배, 저장을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해

왔다. 환자정보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환자의 치료와 간호

에 있어서 질관리와 연속성의 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써 전자

간호기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전자간호기록은 전자환자기록에 통

합된 부분으로서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엑세스할 수 있도

록 한다.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의 장점은 이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의사결정과 

임상연구에 사용될 수 있고, 건강카드, 원격의학처방(telemedicine), 원격진료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병원 원무와 행정뿐 아니라 간호의 질 평가나 비용 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점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현재 서술적 텍

스트로 기록되는 환자정보는 코드 형식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야 하므로 구조화

된 자료입력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구조화된 자료입력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온라인상에서의 메

시지로 보여줌으로서 보다 완전한 기록을 하도록 돕는다.

전자간호기록에서 구조화된 자료 입력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자료수집

이 가능하고 다양한 국가, 간호환경, 대상자그룹에 걸쳐 간호를 서술, 비교, 교환

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용어체계로 간호의 가치와 보건의료에서의 간호의 기여를 

보여줄 수 있고 표준화된 용어체계로 자료의 코딩, 저장,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따라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에서 필요한 간호정보의 표준은 구조화된 

개념 중심의 조합형 용어체계로서 간호개념, 간호자료와 관련된 표준을 생성할 

수 있는 분류체계인 ICNP이다(박현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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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실무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자간호기록 구현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면서 간호기록에 사용되는 실무용어와 문장 표준화와 관련하여 간호기

록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Helleso 등(2001)은 전자환자기록에서의 간호기록을 위한 모듈을 개

발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는 각 병원의 간호기록시스템을 조사하고 간

호기록에 있어서 주요 구성요소를 정의한 후 간호기록시스템에서 사용자 요구사

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간호기록이 전자환자기록의 한 부분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코드와 분류체계에서의 방법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개발된 분류체계시스템인 VIPS를 기본 구조로 선택함으로서 시스템

을 확장하고 분류체계를 통합할 수 있었고 병원의 전자환자기록 시스템 내에서 

템플릿과 표준 텍스트 에디터를 결합시켰으며 다른 기존 분류체계로부터의 정의

와 개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검색 가능한 키워드와 자연어를 결합

시킴으로서 간호사가 임상에서 의사소통하고 전자간호기록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

화의 요구에서 자연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연구에 있어서 특히 중요

한 점은 전자간호기록에 있어서 분류체계를 통합적으로 이용하 고 템플릿을 사

용하 으며 간호기록의 자연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 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 환

자기록의 구성과, 저장된 정보가 사용자에게 출력되는 방식에 관하여 간호사가 

필요로 할 때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환자 간호에 있어 보다 나은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템플릿을 사용하여 간호사를 위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조인숙(2002)은 모성간호기록을 중심으로 서술적 텍스트 형태로 

기록되는 간호기록을 조사하여 전자간호기록을 위한 간호정보 모델과 ICNP기반

의 간호용어체계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현애(2002) 등에 의

하여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개발 연구 결과 

ICNP 개념간 관계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ICNP 분류축에 포함된 

용어들의 조합으로 간호문제, 간호활동 등을 서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 ICNP Browser가 개발되었고, 정의한 표준진술문을 이용하여 일반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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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들 연구의 있

어서 중요한 점은 간호기록에 있어서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적

이고 일관된 간호행위를 가능하게 하 고 양식과 용어, 이들을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 및 의료기관간의 통신양식에 대한 일체의 구성을 포함한다는 것이

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내장한 시스템의 개발은 환자 데이터 및 

제공된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뿐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중요한 자

료의 축적과 함께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매체가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발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은 템플릿의 개념을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지만 

단지 메뉴 방식의 입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간호기록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자료입력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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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용어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간호에 있어서 간호사는 무엇을, 왜 수행해야 하는지,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간호 수행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공통된 언어가 필요하

다. 이런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가 없이는 그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명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간호사가 그의 업무와 생각에 대하여 간

호사들 간에 혹은 환자나 다른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표준화되지 

않은 일반 언어를 사용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문맥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지게 된다.

Hoy(1995)는 문맥이나 공유된 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비 정형화(informal)된 언

어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형화(formal)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의 연속선상

에서 표현하 다. 즉, 비 정형화된 임상간호용어는 임상기록으로 정형화되고 최종

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제공하는 언어로 정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National Centre for Nursing Research(NCNR)는 간호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기록된 용어의 집합과 명명법이나 정보검색을 위한 시소러스를 포함하는 

간호용어는 임상기록에서, 정보시스템에서, 문헌이나 연구에서 간호 데이터를 색

인, 정렬, 검색, 분류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 다.

미국에서 가장 향력 있던 교육자인 Harmer(1926)는 “간호가 과학의 기초 위

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과학 분야에서처럼 확립되어져야 한다. 즉, 조심스럽

게 편견을 관찰하고 평범한 사실들을 조직화, 분류, 분석, 선택, 유추, 도식화, 테

스트하여 기록함으로서 지식체나 원칙이 발전된다.”고 주장하 다.

Clark(1999)은 간호실무에서 간호용어가 인식되어지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하 다. 첫째, 간호사는 간호실무 요

소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런 용어가 간호사들 사이에서 표준화된

다면 간호어휘나 명명법을 구성하여 간호를 서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용어는 분류학의 원칙에 따라 분류체계로 형식화되어야 한다. 셋째, 표준화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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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에 따라 코드화하고, 공통된 특성에 따라 간호현상을 분류하여 통합의료정보시

스템에서의 최소간호데이터세트로 조직화한다. 넷째, 정보는 모든 종류의 의사결

정에 사용된다. 다섯째, 정보는 해석되어 간호실무로 피드백 되고 간호지식의 한 

부분이 되어 이 나선형의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 

네덜란드의 Goosen(1997) 등은 간호정보시스템이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의 일부

분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에서 간호정보 참조모델을 제시함으로

서 간호정보시스템 개발과정에서의 핵심 구성 요소를 밝혀내었다. 이는 환자 데

이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록과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의사 결정에 의한 기

록, 즉 간호진단, 중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간호기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이며, 

이들은 간호사에 의해 번역 조작, 조합, 통합, 분석, 요약되어, 최종 정보와 지식이 

중간 및 최고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 간호정보 참조모델의 구조적 특성은 간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최소간

호데이터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정책 결정이나 최신 간호 동향, 연구 등에 사

용될 수 있으며 통일된 간호용어체계와 분류체계를 제공하여 간호를 적절히 기술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Griens와 Goossen(2001)은 간호에 있어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간호데이터

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네델란드에서 다차원적 스케일링 기술을 사용하여 

3차원 솔루션을 만들어 최소간호데이터세트를 조사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 다. 환자와 간호행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간호데이터세트에 있어서 환자문제의 핵심적 측면은 

의존적인 문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내인적/외인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간호행위는 돌봄의 간호행위,  내부/외부로부터 나온 행위, 신체적/정신적 중재활

동으로 구분하 다. 연구결과 환자문제 48개와 간호행위 57개로 구분하여 최소간

호데이터세트를 정의 하 다. 환자문제는 환자의 증상/징후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문제, 정보 요구, 두려움, 불확실성, 통증, 스트레스, 행동상의 문제, 열, 의식의 문

제, 호흡 문제, 자가간호 문제, ADL과 관련된 문제, 안위 문제와 그밖의 장애나 

위험성 등으로 대표되고, 간호행위는 간호중재에 해당하는 정보제공, 교육, 관찰, 

주의를 기울임, 도움의 제공, 통증 감소, 체온 조절, 위험의 감소 및 그밖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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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간호중재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간호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최소간호데이터세트를 정의

하는 작업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정보시스템내의 전자간호기록에 

있어서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

용한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정보시스템간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국제 수준의 표준

인 HL7(Health level 7)의 소그룹(Special Interest Group : SIG)에서는 환자 기록

에 있어서 표준화를 위한 시도로서 PRA(Patient Record Architecture)를 제시하

으며(1998), HL7은 버전 3 메시지 문법(v3 msg syntax)로서 XML을 채택하여 

최초로 PRA(Patient Record Architecture)라는 정형화된 표현으로 발전시켰다. 

2000년부터는 이 PRA를 HL7 임상기록구조(Clinical Documentation Architecture 

: CDA)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 고 2000년 11월 ANSI/HL7 CDA 

R1.0-2000을 발표하게 되었다. CDA란 임상기록구조를 위한 XML 문서들의 설계

명세서로서 전환이 가능하도록 임상기록의 구조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한 

문서 마크업 표준이다. 임상기록에는 관찰과 서비스가 포함되며, 임상기록 자체는 

지속적이고 책임이 따르며, 법적으로 입증된 읽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특성을 가

진다. CDA는 아직까지도 임상 기록의 대부분이 종이로 된 문서 형식에 수작업으

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코드화된 정보유형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며 중복을 없

앨 수 있는 기록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CDA에 관

한 사례연구와 평가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XML을 기반으로 진

료와 병원 정보시스템간의 의사소통 표준화(Standardiza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Information Systems in Physician Offices and Hospitals using XML : 

SCIPHOX)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DA는 간단한 태그를 정의함으로써 임상기록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동과 전환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환자기록

과의 통합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가져와 여러 형태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데 중요

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간호 역에서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간호용어의 

표준화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으로 현재까지 간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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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이루어져 왔고 그 산물로서 간호용어를 분류체계로 형식화하고 최소간호데

이터세트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간호용어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급여시스템이나 질 관리, 간호연구, 결과평가

에 대한 요구에 따라 미국에서 30년 이상 전부터 시행해 왔고, 스웨덴에서는 환

자 정보의 공유에 대한 요구에 따라 간호기록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법을 제정

하도록 하 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를 가속화 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표준에 대한 네트웤이 발전되어 있으며 일부 간호용어는 이미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SNOMED 정보검색을 위한 시소러

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간호사들이 실무에서 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

용어에 대한 상세기술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을 우선으로 하여 국제간호

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ing : ICN)에서는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의 개

발을 시작했다(Clark, 1999).

국제간호협회에서는 1989년 개최된 서울총회에서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인 

ICNP를 개발하기로 합의하 다. 국제간호협회에서 발표한 간호실무 분류체계는 

좁은 의미에서의 간호업무에 대한 서술과 분류가 아니라 기존 WHO의 ICD를 보

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ICD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인 질병 분류체계

와 의사의 활동인 처치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제간호협회에서 개발을 계

획한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는 간호의 관점에서 환자상태의 다양성을 서술하는 

증상/징후/진단, 간호실무의 다양성을 서술하는 간호활동/중재 외에 간호에 의한 

환자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1999년에 발표된 국제간호

실무 분류체계 베타 버전은 여러 개의 분류기준을 가진 다 계층, 다 축 분류체계

로서 환자의 특정 문제와 상황을 기술하는 간호현상, 환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완

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활동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으로 성

취한 환자의 결과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의 개발 목적은 첫째, 간호사들 간이나 간호

사와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간호실무에 관한 공통적인 언

어를 설정하여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간호데이터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

다. 둘째, 간호진단에 근거한 간호요구에 따라 환자에게 자원을 배분하고 간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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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제공하는 경향을 예측하고 가시화함으로써 간호실무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이러한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는 간호행정 및 관리 측면에서, 평가나 다

른 목적을 위해 제공된 간호실무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고, 간호실무에 관한 자료

에 근거한 경향에 대한 서술 및 분석이 가능한 동시에, 간호연구 측면에서 간호 

접근 방법, 중재 유형에 관한 서술연구를 증가시키고,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

에서의 간호과학, 지식의 개발과 이론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용이하

게 해준다(Clar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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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템플릿(Template)

1.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자료입력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의사결정과 임상연구에 적용될 수 있

으며 전자환자기록은 스마트카드나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의 

환자 진료에도 이용 될 수 있고 병원 원무나 행정에 적용하여 의료의 질관리, 비

용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효과들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서술적 텍스트로 기록되고 있는 환자 데이터가 코드화된 형태로 수집되

어져야 한다(Mcdonald, 1997).

구조화된 자료입력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

하고, 완결성과 의미의 명확성은 임상 자료의 사용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의료

진의 업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널리 적용될 수 있을만한 진보된 자료입력

방식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서술적 텍스트 형식의 자료입력은 현재 수작업으로 

기록하는 기록 방식만큼이나 유동적이다. 서술적 텍스트 형식은 기록하는 사람에

게 자유를 제공해주지만, 보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기록의 구성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서술적 텍스트 형식의 자료가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자료를 기록으로부터 축출해 내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자료입

력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자료입력의 장점은 자

연어 처리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미리 축적된 지식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축적된 지식은 사용자가 온라인상의 메시지를 통해 보다 완

전한 기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에서의 템플릿

구조적 자료입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템플릿과 메뉴 방식

의 인터페이스이다. 템플릿은 “데이터의 입력과 검색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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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예측되는 환자의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작성해 넣어야 할 

고정된 수의 항목들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진 ‘미리 준비된 화면’이다(Yamazaki 

외, 2000). 

템플릿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며 이를 통한 

자료입력은 예측 가능한 환자의 패턴이 한정적이고 잘 정의된 의학 하부 역에 

적합하다. 그러나 요구되는 자료가 예측이 어렵고 변화가 많으며 다양하게 나타

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템플릿이 오히려 입력을 귀찮고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보

다 역동적인 형태의 자료입력이 요구 될 것이다. 역동적인 형태의 자료입력 방식

은 기존의 입력방식과 조합하여 적합한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어들만을 보

여주는 식으로 템플릿이나 메뉴를 유동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메뉴 방식

(menu-driven)의 자료입력은 사용자들이 화면에서 메뉴나 리스트의 항목을 선택

하는 인터페이스로서 템플릿 방식보다는 유동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최근에는 환자 문제에 맞추어 편집 할 수 있는 템플릿, 의료진의 행동

이나 환자 데이터에 따라 역동으로 변경 가능한 템플릿, 자동 메시지 기능을 제

공하는 템플릿 등 보다 유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템플릿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이 보고 되고 있으나 이런 유동적인 템플릿의 구현은 쉽지 않다

(Yamazaki 외, 2000).

현재 템플릿을 사용 중인 Chiba 대학의 전자환자기록 모델에서는 템플릿의 기

본 구성요소를 Check Item이라고 부른다. Check Item은 개별적 데이터 단위를 

템플릿에 매핑되도록 하는데, 이는 item의 속성 즉, 신체부위, 심한 정도, 증가 요

인, 악화 요인 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의하며 구조적 자료입력으로 설계

된다. Check Item은 다양한 템플릿들을 통한 환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template title에 독립적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dyspnea’에 대한 Check Item은 

“heart failure template”과  “lung cancer template”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Check 

Item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하는데 있어서 두 계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 Check Item은 ATOM으로 설명된다. 즉, ATOM과 ATOM의 

하부요소가 Check Item의 두 계층을 이루고 있다. Chiba 대학에서 개발한 가장 

두드러진 템플릿의 형태는 변경이다. 여기서 변경이란 의사가 각각의 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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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처음 디폴트 스크린에는 환자의 문제에 

따른 많은 표준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고, 그 템플릿을 환자에게 맞추어 변경함으

로써 해당 환자 템플릿을 만드는 것이다. 표준 템플릿을 환자 템플릿으로 수정하

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로컬 EPR 플랫폼에 의존하므로 TDL에서 요구되지 않는

다. 그러나 템플릿의 내용과 구조 모두는 환자에게 제공되어지고 환자를 표현하

는 표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Yamazaki 외, 1995).

한편 Osaka 대학에서 개발한 EPR 템플릿의 기본 개념은 템플릿을 증상, 의학

적 소견, 검사기록 등의 유일한 설명 단위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TDL에서의 

기본 개념과 유사하며, 템플릿은 Chiba 대학의 모델에서 말한 Check Item과 비슷

하다. 이 모델에서 가장 두드러진 템플릿의 형태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의한 화면

의 역동적인 변화이다. 템플릿이 화면에서 선택되면 요소의 가장 상위 계층이 나

타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값이 특정한 범주를 만

나면 그 템플릿은 상세한 데이터 입력을 위해 두 번째 계층의 화면을 보여주고 

의사로 하여금 무시해도 좋은 데이터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Matsmura 외, 

1998).

또한 Open Record for Care(ORCA)는 Erasmus 대학에서 개발한 강력한 EPR 

시스템인데 ORCA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knowledge-driven 데이터 입력을 지

원한다는 것이다. ORCA는 의학용어와 의미론적 네트웤을 포함한 서술적 지식기

반으로 SDE들의 menu-driven 방식을 보완해준다. 일상 업무에서 SDE 인터페이

스를 확장시키기 위해 지식기반에 의해 사용자 뷰 형태의 폼과 TDL에서의 템플

릿 개념에 적합한 폼을 제공한다. 서술적 지식기반에 의한 항목은 직접 SDE 인

터페이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하는 폼에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네비게이트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ORCA에서 가정한 템플릿을 조사한 결

과 ORCA에서 사용된 서술적 지식은 데이터 항목과 구조뿐 아니라 TDL로 표현

되었다. TDL은 ATOM과 그 하부요소로 의학용어의 속성을 표현했지만 단순한 

부모-자식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처럼  개념간의 관계를 명백히 설명하는 

방법은 없었다(Bemmel 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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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템플릿의 공유

유동적인 템플릿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각 의학 부문의 의학정보는 

표준화되어 어떤 종류의 데이터 항목이 기록되고 이들 데이터가 특정 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를 알고 지속성 있는 환자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기관에서 개별적인 지식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모든 역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만일 공통의 언어가 있어서 정보의 상세 부분

까지 적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면, 템플릿을 구성하는 내용, 즉 정보가 기관 간

에 공유되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수의 템플릿을 만들어 포괄적인 전자환자

기록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의학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템플릿의 

구조와 내용을 서술하는 플랫폼 비의존적인 언어를 개발하 는데 이것이 바로 

TDL(Template Definition Lnaguage)이다.

간호 분야에서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도로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을 작성하

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일률적으로 구조화되거나 미리 작성된 진술문 등으

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무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간호용어의 표준

화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간호기록 템플릿의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게 되

었다. 표준화된 간호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간호기록 

템플릿은 XML 기반의 TDL을 사용하여 그 구조와 내용을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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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이란 W3C가 응용프로그램과 사용자간에 또는 응용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쉽게 교환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 교환 포맷이며 마크업 언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

로서 다른 표현으로 메타언어(Meta Language)라고도 한다. 즉 XML은 HTML과 

같이 어떤 문서를 기술하는 문서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유형을 만드

는 표준적인 메타언어이다. XML은 HTML과는 달리 문서를 만드는 사용자가 태

그 이름을 임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마크업 언어의 생성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런 XML은 SGML, HTM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차세대 표준 인터

넷 언어로서 표현과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구조화된 데이

터가 서로 별도로 유지되며 HTML처럼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읽

을 수 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XML은 개방된 표준 

기반의 유연성 있는 형식과 함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웹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므로 대규모 기

업의 인트라넷 환경은 물론 인터넷에 아주 유용하다. 또한 확장이 가능한 마크업 

언어로서 다양한 태그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XML이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적절

한 태그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여 XML을 통신 회선을 통해 전

달하므로 변경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 정보검색에 있어서도 내용에 민감한

(context sensitive)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XML의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한데, 그 예로서 웹 어플

리케이션, 무선 마크업 언어(Wireless Markup Language : WML), B2B, 시스템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이 중 B2B에 속하는 XML/EDI는 기존의 EDI 

시스템에서 주고 받는 데이터를 XML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교환을 하기 

위한 것이고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와 관련

된 규격들을 내놓고 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병원 간,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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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XML 기반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Sean(2000)

은 건강관리 분야의 전산화에 있어서 컴퓨터를 임상기록과 지식관리의 최전선으

로 가져오는 툴이 XML이라고 하 으며 XML을 통하여 어떤 형태의 저장소든 

이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필요로 할 때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레거시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준화된 방법으로 해당 시

스템으로부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의 주 목적 중 하나는 EPR을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전통적 시스

템이 필요하지만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든 XML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XML이 더욱 적합하다고 하 다. 

Dugas 등(2001)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내용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XML 형식의 요약된 표현으로 설계 및 구축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적합한 속성

들을 구분하고 개방형 데이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

스 내의 클래스들을 살펴보고 특정 클래스의 뷰를 구체화하 으며 개별적 속성에 

대하여 분석하 다. 

Katehakis 등(2001)은 통합된 전자환자기록을 위해 HYGEIAnet Reference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하 다. 즉, XML을 이용해 정보를 

표현하 고 이는 개별화된 사용자의 선호도나 권한에 따라 역동적인 네비게이션

을 가능하게 하 다. HYGEIAnet에서 개발된 통합된 전자환자기록 환경은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한 정보에 대해 지속적이고 권한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다. XML 문서로 전환된 환자기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용자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임상병리 기록에 있어서 유동적인 자료입력을 위해 XML을 사용한 연구

가 Ali(2000) 등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HTML 폼과 XML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XML 템플릿을 사용하 다. 임상병리 기록에 대한 

XML 템플릿은 <Patient>, <Specimen>, <MacroscopicFinding>, <Morphology> 

등과 같은 XML 요소들을 포함하고 이 XML 요소는 특정 마크업의 도메인을 나

타내며 요소들 간의 관계는 요소의 중첩구조로 표현되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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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폼은 이 XML 템플릿을 통해 생성되며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고, 선택된 

요소를 삭제하는 기능을 한다. HTML 폼에서 데이터는 XML 문서로 저장될 수 

있으며 저장된 문서를 검색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XML 템플

릿은 XML 문서 구조와 HTML 폼 구조의 정보를 조정하고, XML 마크업의 최소

세트를 가진 정보를 연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위 연구들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 분산된 환자기록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

는 통합된 전자환자기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XML 기반의 문서로 전환하여 환

자에 대한 유용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만들려는 시도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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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DL (Template Definition Language)

1. 템플릿 작성을 위한 TDL

TDL은 지식 공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 비의존적이며 템플릿의 구조

와 내용을 설명 해주기 위해 개발된 언어이다. 일본의 의료정보학회에서 1995년

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TDL에 관한 연구는 Yamazaki 등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1995년 템플릿(template)의 개념을 의학 분야의 전자환자기록에 처음 도입하 으

며 1997년에는 TDL의 개념과 제안서를 발표하 다. 이에 따라 TDL Working 

Group에서는1998년에 템플릿 작성을 위하여 XML을 사용할 것을 결정했으며 

1998년 12월 TDL beta 4 version을 발표하 고 2000년 Yamazaki 등의 연구에 

의해 전자환자기록 템플릿(Electronic Patient Record Template)을 기술하는 표준

화된 방법으로서 TDL을 사용하기에 이르 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록으로서 템플릿의 내용과 구조로 변화시키는 

유용한 언어가 없었고 표준서식도 없었으며 템플릿과 관련되어 용어상의 혼돈도 

있었지만 TDL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 TDL은 템플릿의 구조와 내

용을 기술할 뿐 아니라 기관과 벤더, 플랫폼 사이에서의 교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DL에서는 표준화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표준화의 

의미가 내용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를 표현할 수 있고 동일한 

종류이더라도 템플릿 간의 차이를 구분시키며 실무의 각 역 간의 명백한 차이

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TDL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전자환자기록 시스템

의 표준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이런 표준화 작업을 통해 템플릿의 

교환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의료정보학회의 TDL working group에서는 템플릿 작성 및 지식 공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단계를 제시하 다. 첫째, 템플릿의 구조 및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언어인 TDL을 개발한다. 둘째, TDL로 템플릿을 기술하

여 다양한 전자환자기록 시스템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른 로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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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록 시스템에서 수작업 인코딩을 통해 TDL 문서를 번역한다. 넷째, TDL 

문서 에디터를 개발하여 의료진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TDL 문서를 편집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TDL 문서 전환기(translator)를 개발하여 의료진들이 

각 로컬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에서 TDL 문서로 작성된 템플릿을 실행시킬 수 있

도록 한다는 것이다.

TDL 에디터와 전환기를 통해 사용자는 스스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으며 사용

자가 자료를 입력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작업에 의해 트리거링 되는 작업에 대하

여는 화면에서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화면 디자인을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구현된

다. 

TDL에서의 규칙은 템플릿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규칙의 매개변

수는 환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된다. Arden Syntax for Medical 

Logic Modules(ASTM E 31.15)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합한 표준 중

에 하나인데, 이는 MLM(Medical Logic Module)에서의 입력이 보통 데이터베이

스에서 가져온 환자 데이터들의 집합이고, 출력이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LM은 TDL에 정의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시

켜, 즉 TDL로 구현된 템플릿을 적용시킴으로서 다양한 MLM들과 TDL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DL에서의 스크립트는 XSL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ECMA 스크립트 표준

을 기초로 하고,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의 표준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즉, 화면 제어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데이터 처리 과정은 보통 ECMA 스크

립트로 표현되지만 환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루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TDL 문서에 추가되어 XSL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외에서는 임상에서의 의학적 지식을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한 XML기반

의 EPR 템플릿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DL에 관한 Robin(2000)

의 연구가 그 예인데, 그의 연구는 XML 기반으로 어떻게 EPR 템플릿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그는 현재 사용되는 EPR 플랫

폼에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EPR 플랫폼이나 데

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인 TDL을 설계하 다. 결론적으로 TDL은 템플릿을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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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체(objective)로서 충분하지만 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알고리

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DL의 기본 구성요소와 유지보수와 인덱스 정보, 구성요소의 그룹화와 화면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구성요소

DTD는 문서 클래스에 관한 구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World Wide Web 

Consoritum(W3C) XML 1.0 Specification에서의 데이터 기술 방법의 일종이다. 

DTD는 XML 문서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다루는 

문서의 정보가 어떤 형태인지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다루기가 힘들다. 따라서 문서의 구조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처리를 쉽

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DTD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DTD는 그 자체

가 ‘well-formed’ 이여야 한다. TDL에서 DTD의 필수적인 부분은 표 1과 같다. 

TDL에서 요소(element)와 속성(attribute)은 다음과 같다.

a. ATOM의 요소

￭ TYPE은 ATOM의 범주를 정의하는데, 이는 주관적 관찰, 객관적 관찰, 

laboratory 데이터, 사정, 계획 등 몇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 LOCATION은 ATOM과 관련하여 이벤트가 발생하는 신체부위를 나타내며. 

이벤트가 하나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발생하면 각각에 대해 기록한다. 

￭ REPET은 R/O(Required/Optional)와 ATOM value가 가질 수 있는 한도의 

반복횟수를 의미하며 그 값으로 ‘O'(one), ‘ZO'(zero or one), ‘OM'(one or more), 

‘ZM'(zero or more)을 갖는다. 

￭ VALUE는 ATOM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List’, ‘String’, ‘Numeric’, 

‘VAS’(Visual Analog Scale), ‘File’, ‘DB’(데이터베이스), ‘OE’(order entry), 그리고 

terminology나 분류체계의 이름을 포함한다. VALUE가 ‘List’이면 CAT 내에  선

택 가능한 값들이 정의되고, ‘File’과  ‘DB’면 그 값은 파일이나 다른 시스템으로

부터 가져온 데이터와 같은 다른 자원을 참조한다. ‘OE’는 local order-entry 

system의 항목들 중 하나이고, 값이 해당 시스템으로 전달되어진다. 만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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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시스템에 order-entry system이나 항목이 없다면 ‘OE’는 ‘String’으로 간주된

다. Data가 terminology나 분류체계로부터 선택되면 그 이름은 ‘ICD9-CM’, 

‘ICD10’, ‘SNOMED INTERNATIONAL Ver3.4’로 표기된다.

￭ CAT는 데이터 값의 선택사항이나 선택 가능한 코드의 범위를 정의한다. 예

를 들어 ATOM의 TITLE이 “severity of arthralgia"이고, VALUE가 ‘List’이면 

CAT value는 “none, slight, mild, moderate, severe"로 정의되고, ATOM의 

TITLE이 “systemic connective tissue disorder"고 VALUE가 ‘ICD10’이면 CAT 

value는 “M30, M36"으로 정의된다.

￭ UNIT은 값의 단위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수량적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 템플릿 화면에서는 그 값이 가지는 단위를 

UNIT 값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 URI는 VALUE가 ‘File’, ‘DB’ 일 때 그들의 위치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표 1. TDL에서 DTD의 필수적 부분

<!ELEMENT TEMPLATE_KNOWLEDGE (TEMPLATE)+>

<!ELEMENT TEMPLATE (TITLE? | TYPE? | (PANEL | ATOM)+)>

<!ATTLIST TEMPLATE TEMPLATE_CODE CDATA #IMPLIED PANEL_ID ID 

#REQUIRED>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TYPE (#PCDATA)>

<!ELEMENT PANEL (TITLE? | TYPE? | (PANEL | ATOM)+)>

<!ATTLIST PANEL PANEL_ID ID #IMPLIED PANEL_CODE CDATA 

#REQUIRED >

<!ELEMENT ATOM (TITLE? | TYPE? | (PANEL | (LOCATION?, REPET, 

VALUE, CAT?, UNIT?, URI?)+))>

<!ATTLIST ATOM ATOM_CODE CDATA #IMPLIED ATON_ID ID #REQUIRED 

ATOM_RID IDREF #IMPLIED>

<!ELEMENT LOCATION (#PCDATA)>

<!ELEMENT REPET (#PCDATA)>

<!ELEMENT VALUE (#PCDATA)>

<!ELEMENT CAT (#PCDATA)>

<!ELEMENT UNIT (#PCDATA)>

<!ELEMENT URI (#P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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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OM의 속성

ATOM의 속성으로는 ATOM_CODE, ATOM_ID, ATOM_RID가 있다. 

￭ 표준화되지 않은 용어가 ATOM TITLE로 사용될 때  CODE_SET에 규정

된 코드시스템으로부터 연관된 코드를 가져와 ATOM_CODE에 넣는다.

￭ ATOM_ID는 ID 타입의 속성으로서 TDL 문서 내의 ATOM을 유일하게 식

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ATOM_RID는 IDREF 타입이고 같은 문서 내에서 ATOM_ID로 이미 정의

된 ATOM을 참조할 때 사용한다. 즉, 같은 ATOM이 다른 장소에서 사용될 때 

이를 재정의할 필요 없이 ATOM_RID 값으로 해당 ATOM을 참조만 하면 된다.

2) 유지보수와 인덱스 정보 (Maintenance and Index Information)

TDL 문서는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로서 ‘MAINTENANCE_BODY’와 

‘LIBRARY_BODY’를 갖는다. Medical Logic Module(MLM)에 이 maintenance와 

library 범주를 적용하여 템플릿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꼭 필요한 문서

를 제공하게 된다.

‘MAINTENANCE_BODY’는 TDL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문서로 사용되고 

‘LIBRARY_BODY’는 사용자에게 문헌에 미리 정의, 해석된 정보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TDL 문서를 검색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CODE_SET’은 ‘MAINTENANCE_BODY’에 추가되어 표준 코드 시스템을 구

체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VALIDATION_SLOT’은 ‘MAINTENANCE_BODY’의 속성으로 표현되고, 템

플릿의 유효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VALIDATION_SLOT’에서 사용

된 값으로는 임상 시스템, 연구에서 사용되도록 승인된 것, 디버깅을 위한 초기

값, 기간이 만료되어 임상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값 등이 있다.

3) 구성요소의 그룹화와 화면의 역동적 변화

PANEL은 TEMPLATE에 있는 구성요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요소는 화면 분할의 기능을 통해 구성요소들이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표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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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PANEL은 TITLE과 PANEL로 이루어져 있다. PANEL에서 TITLE은 

PANEL의 이름이고, PANEL은 PANEL_ID와 PANEL_CODE의 속성을 가진다.

TEMPLATE은 PANEL의 가장 기본적인 하부로 클래스로 정의된다. 

TEMPLATE의 TITLE은 템플릿의 이름을 나타내고 TEMPLATE의 TYPE은 템

플릿의 범주를 정의한다. 데이터 항목의 계층적 구조는 ATOM과 PANEL의 중첩

구조에 의한 것이다.

템플릿은 의사의 행위나 환자의 데이터에 의해 발생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TDL은 이런 종류의 자동 메시지 기능, 다시 말해 화면에서 역동적

인 변화를 위한 알고리즘의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구되어진다.

2. TDL Language Specification 베타 4 버전

1998년 12월에 발표된 TDL Language Specification 베타 4 버전은 

TEMPLATE_KNOWLEDGE, MAINTENANCE_BODY, LIBRARY_BODY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1) TEMPLATE_KNOWLEDGE 

a. TEMPLATE

TEMPLATE은 PANEL의 가장 기본적인 하위 클래스로 정의되며 TITLE, 

TYPE, PANEL, ATOM을 포함한다.

￭ TEMPLATE_CODE : TEMPLATE 요소는 PANEL_CODE 속성을 사용하

는 코드시스템과 연관될 수 있다. 

b. PANEL

PANEL 요소는 화면에서의 분할과 의미적으로 다름을 나타내며 계층적 구조와 

중첩 구조를 갖고 TITLE, TYPE, PANEL, ATOM, LEVEL을 포함한다.

￭ PANEL_CODE : PANEL 요소는 PANEL_CODE을 사용하여 코드시스템과 

연결시킬 수 있다.

￭ PANEL_ID : PANEL_ID는 TDL 문서 내에서 PANEL이나 TEMPLATE의 



- 28 -

식별자다.

c. LEVEL 

LEVEL 요소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자세히 설명할 때 사용되며 PANEL, 

ATOM, LEVEL을 포함한다.

￭ LEVEL_CODE : LEVEL 요소는 LEVEL_CODE 속성을 사용하여 코드시스

템과 연결될 수 있고, TITLE 요소를 사용하여 명백히 이름 짓는다.

d. ATOM

템플릿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TITLE, TYPE, LOCATION, REPET, 

VALUE, UNIT으로 구성되는 ATOM 요소로 표현된다.

￭ ATOM_CODE : ATOM_CODE는 위에서 언급한 CODE_SET 요소를 상세

히 기술하는 코드시스템의 코드와 상응한다.

￭ ATOM_ID : ATOM_ID은 TDL 문서 내의 ATOM 항목에 대한 식별자다.

￭ ATOM_RID : ATOM_RID는 identification type을 참조하고 같은 TDL 문

서 내에 미리 정의된 ATOM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e. LOCATION

LOCATION 요소는 ATOM 항목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신체부위를 상

세히 설명한다. 만일 이벤트가 여러 신체부위에서 발생하면 각 부분에 대한 정보

를 기록해야 한다. 

f. REPET

반복의 이미를 지닌 REPET 요소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ATOM 항목 값의 반복을 허락한다. One(O), zero 또는 one(ZO), one 또는 

more(OM), zero 또는 more(ZM)의 값을 갖는다.

g. VALUE

VALUE 요소는 데이터 값과 데이터 타입의 선택사항을 정의한다. VALUE 요

소의 값은 ‘String’, ‘Numeric’, ‘VAS’(Visual Analog Scale), ‘DB’(데이터베이스)이

다. ‘DB’는 값이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전환되어 온 것임을 의미한다.

h. UNIT

UNIT 요소는 값의 단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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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ITLE 

TITLE 요소는 ATOM 항목의 이름이고, PANEL과 TEMPLATE 요소에서 사

용된다.

j. TYPE 

TYPE 요소는 템플릿 또는 ATOM 항목의 카테고리를 정의한다.

￭ <TEMPLATE>의 경우 First Encounter(FE), Physical Examination(PE), 

Diagnosis(DIA), Follow Up(FU), Summary(SUM) 등의 항목이 올 수 있다.

￭ <ATOM>의 경우 History(HIS), Subjective(SUB), Objective(OBJ), 

Evaluation(EVA), Plan(PLN), Order(ORD)  등의 항목이 올 수 있다.

2) MAINTENANCE_BODY 

a. CODE_SET 

CODE_SET 요소는 TDL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코드시스템을 구체화하

기 위해 추가되었다.

b. TITLE_SLOT

TITLE_SLOT은 템플릿이 수행하는 것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주석을 제공한다.

c. FILENAME_SLOT 

TDL 파일이름은 같은 기관 내에서 TDL 문서를 고유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

게 해준다.

d. VERSION_SLOT

TDL 문서의 현재 버전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의 실수로 표현된다. TDL 문서는 

버전 1.00에서 시작하여 적은 부분이 개정된 경우 .01씩, 많은 부분이 개정된 경

우 1씩 증가시킨다.

e. INSTIUTION_SLOT 

INSTIUTION_SLOT은 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

f. AUTHOR_SLOT 

AUTHOR_SLOT은 템플릿의 제작자 목록을 포함한다. 이름 뒤에 괄호 안으로 

e-mail 주소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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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PECIALIST_SLOT 

기관 내의 도메인 전문가에 대한 표시이다. 도메인 전문가는 validating과 템플

릿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TDL 문서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제시하여야 한다. 

h. DATE_SLOT 

템플릿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날짜를 이 슬롯에 기입한다.

i. VALIDATION_SLOT

MAINTENANCE_BODY 요소의 속성이다. VALIDATION_SLOT은 템플릿의 

유효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다음 용어 중 하나를 사용한다. 

￭ production : 임상 시스템에서 사용이 승인된 것.

￭ research : 연구에서 사용이 승인된 것.

￭ testing : 디버깅를 위한 디폴트 초기값.

￭ expired : 기간이 만료되거나 더이상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3) LIBRARY_BODY 

Arden Syntax에 기초를 두고 있다. 

a. PURPOSE_SLOT 

PURPOSE_SLOT은 템플릿이 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

술하고 있다. 

b. EXPLANATION_SLOT 

이 슬롯은 어떻게 템플릿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다.

c. KEYWORD_SLOT 

키워드는 검색에 사용하는 서술적인 단어이다.

d. CITATIONS_SLOT 

문헌에 대한 인용은 벤쿠버 스타일(Vancouver style) 또는 URI로 기재한다.

e. LINK_SLOT 

LINK_SLOT은 기관이 다른 정보 자원에 대한 연결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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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자간호기록 입력시 구조화된 자료입력방식으로서 XML을 기반으

로 하는 TDL 베타 4 버전에서 제시한 Language Specification을 이용하여 전자

간호기록 템플릿을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간호기록 TDL 문서를 생성하고

자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B.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으로서 그 구성요소 중 하

나인 간호과정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간호기록지'를 선택하 고, 이 중 특

히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의 간호과정에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의 코드조

합을 바탕으로 산과 간호단위 표준진술문 세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

를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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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절차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및 적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간호기

록 템플릿의 설계 및 구현,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

록 구현의 단계에 의해 진행되었다(참조 그림 1).

그림 1. 연구 절차

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및 적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간호기록 템플릿 설계 및 구현

TDL 정의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
속성추가 템플릿 구현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DTD 작성
TDL 문서 생성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구현

적격 검사, 유효성 검사
XSLT 작성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

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및 적용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및 적용

데이터베이스 설계데이터베이스 설계

간호기록 템플릿 설계 및 구현

TDL 정의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
속성추가 템플릿 구현

간호기록 템플릿 설계 및 구현

TDL 정의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
속성추가 템플릿 구현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DTD 작성
TDL 문서 생성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DTD 작성
TDL 문서 생성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DTD 작성
TDL 문서 생성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구현

적격 검사, 유효성 검사
XSLT 작성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구현

적격 검사, 유효성 검사
XSLT 작성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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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및 적용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용어 및 표준진술문의 구조와 속성에 관하여 현재 박현

애 등에 의해 진행중인 “국제 간호 실무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의 개발” 연구를 고찰하고, 그 결과로서 산출된 표준진술문 및 속성을 가지

고 속성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전자간호기록 입력시 적용

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 다.

2) 데이터베이스 설계

간호과정을 구조화하는 과정은 유형에 따라 ‘증상/징후’, ‘진단’, ‘중재’로 구분된 

표준진술문과 이에 대한 속성의 입력 가능한 값의 항목, 단위, 데이터 타입, 카테

고리, 반복구분 등을 정의한 후, 간호기록 입력시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 다. 

3) 간호기록 템플릿의 설계 및 구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을 위하여 간호기록의 

구조와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TDL을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자간호기록 시

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플릿, 속성추가 템플릿을 작성하 다.

간호기록 템플릿의 구현과 속성 추가 템플릿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에 

관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메뉴방식으로 조회하여 보여주었다.

b. 정의한 TDL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표준진술문의 유형과 각 속성에 

따라 ‘증상/징후 템플릿’, ‘간호진단 템플릿’, ‘간호중재 템플릿’을 구성하 다.

c.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속성 값을 입력 받았다.

d. 선택한 표준진술문과 입력한 속성값을 바탕으로 간호기록을 생성하 다.

속성 추가 템플릿은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표준진술문의 추

가적 속성에 대하여 직접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 기능을 가지는 템플릿이다. 간

호기록 템플릿 화면에서 “속성 추가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면 속성 추가 템플릿 

화면이 나타나서 속성이름, 속성값, 단위,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반복구분을 입력

하고 “속성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속성이 반 된 간호기록 템플릿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추가된 속성은 결국 간호기록과 간호기록 TDL 문서에 반 되



- 34 -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4)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간호기록 TD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TDL 문서의 DTD를 작성

하 고 이에 따라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입력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직을 구현하 다.

간호기록 TDL 문서 생성을 위한 로직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에 관한 구체

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입력 결과로 작성된 TDL 문서는 최상위 루트인 

TEMPLATE_KNOWLEDGE 내에서 선택된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 TEMPLATE으로 정의되어 “<TITLE>증상/징후 

템플릿</TITLE>", “<TITLE>간호진단 템플릿</TITLE>", “<TITLE>간호중재 

템플릿</TITLE>"으로 들어가게 하 다. 각각의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 

TEMPLATE 내에서 선택된 표준진술문은 TEMPLATE 내의 PANEL로 정의되

고, 표준진술문의 속성은 PANEL 내의 ATOM으로 정의되며, 입력된 각 속성은 

ATOM 내의 속성 LIST들로 정의되어 중첩되어 들어가게 하 다.

5)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구현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가 확장 가능한 표준 인터넷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

이고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며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

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한 후 XSLT를 작성하고,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Browser) 상에서 출력되도록 하 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에 관한 구체적 과정

은 다음과 같다.

a.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는 XML 데이터이므로 이를 XML 파일로 저장한 

후 이에 대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이 문

서가 적격(well-formed) 문서이고 유효한(valid) 문서인지를 증명하였다.

b. TDL 문서가 확장 가능한 표준 인터넷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이고 플랫폼과 



- 35 -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며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XSLT를 작성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되도록 하 다.

c.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하기 위해 간호기록 

TDL 문서 파일(XML 파일)과 XSLT 파일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로드할 수 있고 

로드된 XSLT를 사용하여 해당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하여 볼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 다. 

2. 시스템 개발환경

1) 간호기록 템플릿 개발환경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의 간호기록 템플릿의 구현을 위해 Microsoft Visual 

Basic 6.0을 사용하 고 특히 TDL 문서를 XML로 로드하기 위해 MSXML2 개

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추가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 또한 간호기록 템플

릿의 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Microsoft SQL Server 2000을 사용하

다. 

2) XML 기반의 TDL 문서 작성 및 테스트 환경

XML 문서를 작성하고 시험하기 위한 개발 환경의 구성 요소들은 크게 에디터, 

파서(Parser), 브라우저(Browser)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도 XML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에디터는 유니코드(UTF-8, UTF-16)

를 지원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상용, 비상용 제품이 나와 있는 XML 전용 에디

터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윈도우 2000 시리즈의 메모장은 유니코드

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 체제가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이므로 기본 메모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 다. 

파서는 문서를 읽어서 적격, 유효성 검사를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인터

페이스(DOM, SAX)를 지원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파서 중 JAVA는 자체적으

로 유니코드를 기본 문자집합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파서가 나오고 있다. 



- 36 -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 사가 제공하는 XML 파서인 MSXML 3.0 parser 

(msxml3.dll)을 사용하 다. 보통 Internet Explorer 5.5 이상에서는 XML 파서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따로 인스톨을 하지 않아도 된다.

브라우저는 XML 문서와 스타일시트를 읽어 들여 문서를 렌더링하는 응용프로

그램이다. 브라우저는 보통 파서를 내장하고 자체 스타일시트 (CSS, XML) 엔진

을 이용해 문서를 표시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

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 Internet Explorer)이다. 본 연구에서는 Internet 

Explorer 6.0을 사용하 다.

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본 연구에서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 및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구현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참조 

표 2).

                

표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하드

웨어

￭ Pentium 4 processor. 800MHz 

￭ 하드디스크 20.0 Giga bytes 

￭ 메모리 512.0 Mega bytes

소프트

웨어

운 체계 ￭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

응용프로그램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 Microsoft Visual Basic 6.0

￭ Microsoft SQL Server 2000

￭ Microsoft XML Validator

￭ Microsoft XSL Output Viewer

개발언어

￭ Visual Basic

￭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 XSLT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

￭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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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A. 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및 적용

1. 표준진술문과 속성 분석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용어 및 표준진술문의 구조와 속성에 관하여 현재 박현

애 등에 의해 진행중인 “국제 간호 실무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의 개발” 연구를 고찰하고, 연구 결과로 산출된 산과 간호단위의 표준진술

문 세트 305개에 대한 각각의 속성들을 분석하 다.

총 305개의 표준진술문 중 유형이 ‘증상/징후’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이 113개, 

‘진단’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이 50개, ‘중재’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이 142개 다. 

분석 과정은 표준진술문의 각 속성에 대하여 유일한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는 

고유값을 부여하고, 속성이름, 단위,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리스트 구분, 반복구

분, 신체부위, 리스트 항목들 등을 정의한 후, 표준진술문 세트는 표준진술문 마

스터 테이블에 입력하고 분석결과는 각 필드로 정의하여 속성 테이블과 선택 리

스트 테이블, 입력 리스트 테이블, 관련요인 테이블에 해당 표준진술문과 속성을 

함께 “표준진술문-속성”의 레코드 단위로 입력하 다. 

1). 데이터 타입에 따른 “표준진술문-속성”의 분류

a. 데이터 타입이 ‘List’ 이면서 값을 선택받는 경우

해당 표준진술문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의 입력은 선택 리스트 항목들 중 하나

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이다. 선택 리스트 항목들은 간호기록 템플릿 내에서 콤보

박스의 목록으로 제시되고 사용자는 제시된 목록에서 한 항목을 속성값으로 선택

해야 한다. 속성값의 입력을 몇 개의 미리 정의된 데이터 항목으로 제한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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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속성값을 입력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자료입력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선택 리스트의 항목을 미리 정하는 과정은 각 간호단위의 전문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속성값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한 속성값의 입력을 선택 리스트 항목으로 바꾸어가야 할 필

요가 있다. 

데이터 타입이 ‘List’ 이면서 값을 선택받는 경우의 예를 들면 표준진술문이 

“Vaginal bleeding 있음”인 경우 ‘양상’ 이란 속성의 선택 리스트 항목을 “Bloody, 

Serous, Serosanguinous” 로 정의하 다. 이 중 특히 속성이 ‘정도’인 경우는 표준진술

문과 무관하게 선택 리스트 항목을 모두 “Mild, Moderate, Severe”로 정의하 다.

b. 데이터 타입이 ‘VAS’ (Visual Analog Scale) 이면서 값을 선택받는 경우

데이터 타입이 ‘VAS’ 이면서 값을 선택받는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List’ 이면

서 값을 선택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 리스트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으로 해당 표준진술문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의 입력이 이루어진다. 선택 리스트 

항목들은 간호기록 템플릿 내에서 Visual Analog Scale, 즉 옵션버튼을 사용하여 

제시되고 사용자는 제시된 옵션 중에서 한 항목을 속성값으로 선택해야 한다.

c. 입력 리스트에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값을 입력받는 경우

입력 리스트에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값을 입력받는 경우 해당 표준진술문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의 입력은 입력 리스트에 제시된 각 항목들에 대하여 사용자

로부터 직접 입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단순히 속성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

라 속성값 자체를 구조적으로 분류하여 분류된 각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입

력을 받는 것이며 이는 간호기록 템플릿 내에서 해당 속성을 입력하려고 할 때 

입력 리스트에 제시된 항목들을 입력받기 위한 팝업 창을 통해 입력된다. 예를 

들면 “활력징후 측정”이란 표준진술문의 속성 중 하나인 ‘혈압’은 ‘수축기압’과 ‘이

완기압’으로 분류되며 ‘혈압’에 대한 입력을 하고자 할 때 팝업창이 뜨면서 분류

된 각 항목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입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이다.

d. 데이터 타입이 ‘String’ 인 경우

데이터 타입이 ‘String’ 인 경우는 해당 표준진술문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의 입

력이 String 형식의 데이터인 경우이다. 속성이 결과, 내용, 목적 등 서술적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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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속성이 이에 해당하지만 입력의 

편의와 구조적 자료입력을 위하여 추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속성값에 대해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선택 리스트 항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e. 데이터 타입이 ‘Number’ 인 경우

데이터 타입이 ‘Number’ 인 경우는 해당 표준진술문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의 

입력이 Number 형식의 데이터인 경우이다. Number 타입으로는 정수와 실수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 이에 대한 구분은 두지 않았다.

2)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른 “표준진술문-속성”의 분류

‘증상/징후’, ‘진단’, ‘중재’ 표준진술문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상/징후’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 113개 중 속성이 없는 표준진술문은 

57개, 속성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표준진술문은 56개이다. 각 속성에 대하여 데이

터 타입을 ‘String', ‘Numeric', ‘List', ‘VAS’ 중 하나로 정의하 고 ‘List' 타입의 

속성에 대하여 선택 리스트 항목을 정의하 으며 속성이 ‘정도’인 경우 선택 리스

트 항목은 “Mild, Moderate, Severe”로 정의하 다(참조 표 3). 

둘째, ‘진단’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 50개 중 기 분석된 관련요인을 가지는 45

개는 모두 ‘관련요인’을 속성으로 가지도록 하 다(참조 표 4).

셋째, ‘중재’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 142개 중 속성이 없는 표준진술문은 53개, 

속성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표준진술문은 89개이다. 각 속성에 대하여 데이터 타

입을 ‘String', ‘Numeric', ‘List', ‘VAS’ 중 하나로 정의하 고 ‘List' 타입의 속성

에 대하여 선택 리스트 항목을 정의하 다(참조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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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증상/징후’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

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1 가스 배출 됨 없음

2 가스 배출 안됨 없음

3 갈증 호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4 걱정하고 있음 내용 V

5 겨드랑이에 mass 만져짐 크기 mm V

6
다리에 tingling sense 

호소함
없음

7 라마즈 호흡법 하고 있음 없음

8 모유수유 중임 없음

9 불안해 함 이유 V

10 불편감 있음 이유 V

11 산후통 없음 없음

12 산후통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13 소화불량 호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14
수술 후 복부 불편감 

호소함
없음

15
수술 후 position change 

잘 하고 있음
없음

16 수술부위 통증 없음 없음

17 수술부위 통증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18 수술부위 oozing 없음 없음

19 Vaginal bleeding 있음

양 ml V

양상 V
Bloody, Serous, 

Serosanguinous

20 수혈 끝남

부위 V

종류 V
FFP, P/C, 

Platlet, W/B

회수 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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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21
신생아 chest retraction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22
양손에 tingling sense 

호소함
없음

23 우울해 보임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24 유방 마사지 잘 하고 있음 없음

25 유방 마사지 중임 없음

26 유방울혈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27 유방울혈통 없음 없음

28 유방울혈통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29 이완법 잘하고 있음 없음

30 입원함
목적 V

진단명 V

31 자고 있음
수면양

상
ml V

32 자궁수축 있음

간격 시간 V

빈도 회/일 V

양상 V

지속시

간
분 V

33 잔뇨감 없음 없음

34 잘 잤다고 함 없음

35 철분제제 먹고 있음 빈도 회/일 V

36 체위 유지되고 있음
체위 

종류
V

Sitting, Supine, 

Lat. Decubitus

37 코막힘 증상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38 퇴원함
목적 V

진단명 V

39 특별한 불편감 없음 없음

40 편안해 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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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41 헤파린 도관 갖고 있음
부위 V

종류 V

42 호흡법 잘하고 있음 없음

43 회음절개부위 통증 없음 없음

44 회음절개부위 통증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45
Abdominal distension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46
Amniotic fluid leakage 

있음

양 ml V

양상 V

47 Back pain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48 Bed rest 중 없음

49 Blurred vision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50
BMF(breast milk 

feeding) 잘 하고 있음
없음

51 Chest discomfort 감소함 없음

52 Chest discomfort 없음 없음

53 Chest discomfort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54 Chilling sense 없음 없음

55 Constipation 있음 기간 일 V

56 Coughing 있음

빈도 회/일 V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57 Defecation 함 없음

58 Diarrhea 없음 없음

59 Diarrhea 있음 회수 회/일 V

60 Dizziness 호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61 Dyspnea 있음

빈도 회/일 V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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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62 Epistaxis 증상 보임 없음

63
Febrile/heating sense 

없음
없음

64
Febrile/heating sense 

있음
없음

65 Fetal distress 없음 없음

66 Fetal distress 있음

지속시

간
시간 V

최저값 회/분 V

패턴 V

Early 

deceleration, 

Late 

deceleration, 

Variable

회복여

부
V Y, N

67 Fetal movement 있음
빈도 회/일 V

유무 V Y, N

68
Foley 통한 소변배출 잘 

되고 있음

양
ml/6

시간
V

양상 V

제거양 ml V

69
Gas passing 잘 되고 

있음
없음

70 Headache 호소함

양상 V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71 Heat lamp잘하고 있음 없음

72 Heat lamp함 없음

73
Hypoglycemic symptom 

없음

유무 V Y, N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74 IV route 제거된 상태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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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75 Labor pain 심하게 호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76 Lip blister/vesicle 감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77 Lip blister/vesicle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78
Low abdominal pain 

호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79
Low abdominal pain 

subside됨/tolerable함
없음

80 N/S 도관 갖고 있음 없음

81 Nausea 증상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82 NPO 상태임 없음

83 Oral dryness 호소함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84 Oral gargling 함 약품명 V

85 Palpitation 감소함 없음

86 Palpitation 없음 없음

87
Palpitation 있음

Palpitation 있음

빈도 회/일 V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88 Pitting edema 있음

부위 V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89 PR tachycardia 있음 맥박수 V

90 Pushing 중임

91 Rhinorrhea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92
Rt. Thigh itching sense 

subside됨
없음

93
Rt. Thigh(하지) itching 

sense 호소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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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94 ROM됨

수행자 V

charac

teristic

s

V

color 색 V

type V

95 Self-voiding 어려움 없음 없음

96 Self-voiding 함 없음

97 Self-voiding fail함 없음

98 Shivering 없음 없음

99 Sitz bath잘하고 있음 없음

100 Sitz bath함 없음

101 Sneezing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102 Sore throat 있음 없음

103
SOW 후 산모식 식사함

SOW 후 산모식 식사함

양 그릇 V

종류 V

104 Sweating 있음 정도 V
Mild, Moderate, 

Severe

105 URI symptom 없음 없음

106 URI symptom 있음 없음

107 Vaginal bleeding 없음 없음

108 Vaginal bleeding 있음
양 ml V

양상 V

109 Vaginal discharge 없음 없음

110 Vaginal discharge 있음
양 ml V

양상 V

111 Vomiting 증상 있음 회수 회/일 V

112 Vulva edema 있음 없음

113 Ward ambulation 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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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단’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

번호 표준진술문 관련요인

1 감염위험성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감소

수술에 따른 절개

심한 체액부족

조기 양막 파열

진통, 분만, 회음절개로 입은 손상으로 인

한 박테리아 감염

최근의 분만 경험

파수후 시간 지연

회음손상

2 공포: 산부자신과 태아에 대한 절박한 조기분만

3 과다출혈 위험성 자궁근육이완

4 구강점막장애 구강호흡

5 급성동통 비효율적인 자궁수축

6 기동성장애 통증

7 대상부전 위험성
임신 동안의 심장 활동증가와 순환혈액량 

증가

8 두려움 새로운 환경

9 배뇨장애 뇨정체

10 배변장애 변비

11 부모역할장애

과로

무력감

신생아로 인한 실망감

12 분만 과정 변화

급속한 자궁개대와 임박한 태아 분만

난산

back labor

13 분만 합병증 위험성 다태 임신

14 불안

엄마와 아기의 관계, 양육의 책임감, 가족

으로서의 적응

예측할 수 없는 조기분만

임박한 분만과 의료기관 입원

제왕절개수술

제왕절개술을 위한 입원과 제왕절개술에 

대한 지식부족

15 비효율적 가족대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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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관련요인

16 비통감

신생아의 성별

예상하지 못한 분만진통

임신종결

절박한 상실감

17 비효율적 개인대처 진통으로 인한 체력소모

18 비효율적 대처 임신과 모성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

19 산욕기동안 합병증 위험성 다태 임신

20 산후통 자궁수축

21 생리적 불균형 위험성
제왕절개 부위

제왕절개수술

22 생리적 항상성 변화 위험성 퇴축 과정

23 손상위험성

경련

자궁이완

출혈

혈전성 정맥염

혈종

24 손상위험성: 태아 자궁 태반 조직의 관류장애

25 수면장애
지지체계결여

진통

26 수분균형 변화 위험성 혈압 상승, 전신 부종, 단백뇨

27 안위변화

분만 과정

유방 울혈로 인한 동통

자궁수축

자궁수축 및 태아하강으로 인한 증가된 

통증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

태아하강 및 자궁경부 개대(8-10cm)

회음손상으로 인한 동통 

회음절개로 인한 통증

28 양결핍

수유

진통중 섭취억제

진통중 섭취억제

29 양변화
유즙분비와 모유수유동안 추가적인 양

요구량

30 예상되는 사건, 상실로 인한 슬픔 유산으로 태아 포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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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관련요인

31 양장애

계속적인 구토증

수유

양결핍

32 자가간호결핍
지식부족

진통시 활동억제

33 젖말리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유즙분비 중단

34 조직관류장애
출혈

PIH

35 조직관류장애: 뇌와 심장 심한 PIH의 합병증

36 조직관류장애: 자궁 태반 PIH

37 조직관류저하

산부의 앙와위

임부자세

저혈량성 쇼크

태반자체

38 중증도에서 중증 불안 전자 태아 감시기구에 대한 지식부족

39 지식부족

당뇨병 자가관리

모유수유 유지를 위한 욕구에 대한

모유수유에 대한

병원절차 및 환경 

분만 진행 지연과 유도 분만의 필요성에 

대한

분만과정에 대한

산후 과정, 산모자신과 신생아 간호, 건강

유지, 합병증 예방에 대한

생식기관의 변화

신생아 간호와 부모역할에 대한

인공수유에 대한

지지자 역할

40 체액부족

과다출혈

산후출혈

수분섭취감소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전반기 출혈성 합병증

지연분만과 수분섭취제한

41 태아 양장애 임부의 양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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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관련요인

42 태아질식 위험성 분만지연

43 통증

감염, 처치, 절개, 자궁수축

수술상처

유두손상

유방울혈

자궁수축

44 퇴축 과정의 변화 위험성 제왕절개수술

45 피부통합성장애

부적절한 유방 및 유두간호

유두균열

회음부 열상

회음절개

표 5. ‘중재’에 해당하는 표준진술문

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1
24hr urine collection 

시작함
없음

2 24hr urine collection 중임 없음

3 간헐적인 pushing 시작함 없음

4 간호단위 안내함
상세내

용
V

5 객담배출 격려함
상세내

용
V

6 건열요법 격려함
상세내

용
V

7 건열요법 교육함
상세내

용
V

8 검사실 검사 확인함 결과 V

8 검사실 검사 확인함 종류 V

9 구강섭취 격려함 종류 V

10 나이트라진 검사함 결과 V +, -

11 냉요법 격려함
적용부

위
V

12 뇨단백 검사함 결과 V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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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13 다리 마사지 해줌

목적 V

신체부

위
V

14 단순도뇨 수행함 양 ml V

15 담요 덮어줌 없음

16 등 마사지 해줌 없음

17 따뜻한 물 제공함 없음

18 마취방법 확인함 종류 V
G/A, S/A, E/A, 

L/A

19 모래주머니로 지혈 중임

20 모유수유 격려함
상세내

용
V

21 모유수유방법 교육함
상세내

용
V

22 배액관 관찰함

상태 V

양

ml/1

2시

간

V

양상 V
Clean, Bloody, 

Yellowish

위치 V

제거량

ml/1

2시

간

V

23 병실 안내함
상세내

용
V

24 보호자 면회 arrange함 관계 V
부,모,처,자,녀,조

부,조모

25 복대 적용해줌 없음

26
분만진통(양상)에 대해 

설명함

상세내

용
V

27 비수축검사(NST)함 결과 V
Reactive, Non 

reactive

28 산모식이 제공함 언제 V

29 산모패드 제공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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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30 산후통에 대해 설명함
상세내

용
V

31 수면 취하도록 해줌 내용 V

32 수분섭취 격려함
상세내

용
V

33 수술 후 gauze count함 갯수 개 V

34 수술 후 pad count함 갯수 개 V

35
수술후 모래주머니 위치 

확인함
위치 V

36 수술후 모래주머니 제거함 없음

37 수술후 복대 위치 확인함 위치 V

38
수술후 유치도뇨 카테터 

위치 확인함
위치 V

39
수술후 유치도뇨 카테터 

제거함
없음

40
수술후 자가정주 

통증관리기 위치 확인함
위치 V

41
수술후 자가정주 

통증관리기 제거함
없음

42 수혈 부작용 설명함
상세내

용
V

43
수혈 부작용 주의하도록 

함

상세내

용
V

44 수혈 부작용 확인함 종류 V

45 수혈 시작함

교차확

인자
V

부위 V
Central cath., 

p.p. cath.

종류 V
W/B, P-RBC, 

FFP, Plt

혈액형 형 V
A+,B+,O+,AB+,A

-,B-,O-,AB-

46
식후 운동(post prandial 

exercise) 격려함

상세내

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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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47 수혈 중

부위 V
Central cath., 

p.p. cath.

종류 V
W/B, P-RBC, 

FFP, Plt

혈액형 형 V
A+,B+,O+,AB+,A

-,B-,O-,AB-

48 신생아 관찰함

내용 V

제공된 

처치
V

49 신생아 CPR 수행함 없음

50 심호흡 교육함
상세내

용
V

51 심호흡 권유함
상세내

용
V

52 약물에 대한 반응 사정함 약품명 V

53 양측 족배 맥박 intact함 없음

54 얼음주머니 적용해줌 기간 분 V

55 열 램프 적용해줌 기간 분 V

56 오로 관찰함
양 ml V

양상 V

57 오로에 대해 설명함
상세내

용
V

58 온요법 격려함
적용부

위
V

59 왼쪽 팔 elevation 시킴 없음

60 유방 마사지 격려함
상세내

용
V

61 유방 바인더 적용해줌 기간 시간 V

62 유방 바인더 하고 있음 없음

63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킴
내용 V

64 의사에게 알림 내용 V

65 이완요법 권유함
상세내

용
V

66
자가정주 통증관리기 

사용법 설명함

상세내

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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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67 인계함

간호단

위 

이름

V

68 자궁마사지 방법 설명함
상세내

용
V

69 자궁저부 높이 측정함
높이 cm V

양상 V

70 자주 체위변경 하도록 함 목적 V

71 점진적 수분섭취 격려함
상세내

용
V

72 점진적 수분섭취 설명함
상세내

용
V

73 정맥 도관 해줌 없음

74 정보 제공함 내용 V

75 좌욕 격려함
상세내

용
V

76 좌욕 교육함
상세내

용
V

77 주사함

경로 V

정맥주사, 근육주

사, 피하주사, 피

내주사

약품명 V

오더내

용
V

용량 ml V

78 철분제제 섭취 격려함
상세내

용
V

79 체중 측정함 체중 Kg V

80 침상안정 격려함
상세내

용
V

81 타과의뢰 보냄

목적 V

목적지 V

물품 V

82
태아 청각자극 

검사(FAST)함
결과 V

Reactive, Non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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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83 퇴원 후 주의사항 교육함
상세내

용
V

84 퇴원수속 안내함
상세내

용
V

85 투여함

경로 V

약품명 V

오더내

용
V

용량 V

86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함 약품명 V

87 혈당 검사함 결과
mg/d

l
V

88 환자 옮김

목적 V

물품 V

장소 V

89 환자보냄

목적 V

목적지 V

물품 V

90 활력징후 측정함

맥박 회/분 V

체온 도씨 V

혈압
mm

Hg
V

호흡수 회/분 V

91 AC check함 단위 V

92
C/H(cold humidification) 

apply함
없음

93
C/L(conscious level) 

사정함
상태 V

Alert, Drowsy, 

Stupor, 

Semicoma, Coma

94 Cardiac massage함 없음

95 DTR 확인함 결과 V NL, abNL

96 EKG 모니터 연결함 없음

97 Emotional support 제공함
내용 V

방법 V

98 Enema 함 종류 V

Glycerin, S-S 

enema, Kalimate, 

Colonyte



- 54 -

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99 Epidural catheter 제거함 없음

100 FHT 모니터링 끝남 없음

101 FHT 모니터링 적용함

결과 V

목적 V

종류 V

102 FHT 모니터링 중임 없음

103 FHT 양상 관찰함

base 

line
회/분 V

variab

ility
V Y,N

104 FHT 측정함
위치 V

회수 회 V

105 Finger로 stool 제거함 방법 V

106 Foley catheter insertion함 없음

107 Gown 교환해 줌 없음

108 History taking 수행함
정보제

공자
V

109 I/O 측정함

총배설

량
l V

총섭취

량
l V

측정간

격
시간 V

110 I/O check 방법 교육함
상세내

용
V

111 IV fluid 주입 시작함

종류 V

주입속

도

gtt/

min
V

mix된 

약품 

용량

ml V

mix된 

약품명
V

112 IV fluid 주입 종료함
이유 V

종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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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113 IV fluid 주입함

종류 V

주입속

도

gtt/

min
V

mix된 

약품 

용량

ml V

mix된 

약품명
V

114 IV fluid flow 변경함

변경전 

속도

gtt/

min
V

변경후 

속도

gtt/

min
V

115 IV route 교환함 이유 V

116 IV route 제거함 이유 V

117 Leg elevation 격려함
상세내

용
V

118 Lip blister/vesicle 여전함 없음

119 Lt lateral position 취해줌 종류 V

120 MN NPO 재확인 함 없음

121 MN NPO에 대해 교육함
상세내

용
V

122 Nasal spray해줌 약품명 V

123 NPO 해제함 없음

124 O2 inhalation 시작함
경로 V

Facial mask, 

Nasal prong

산소양 l/min V

125 O2 inhalation 중임
경로 V

산소양 l/min V

126 O2 inhalation 중지함 없음

127 Observation 중임 없음

128 Op shaving함 없음

129 Oral gargling하도록 함 약품명 V

130 Oral intake하도록 함 없음

131 Oral suction함 없음

132 Preop check함 없음

133 Rebreathing 시킴 없음



- 56 -

2. 표준진술문과 속성 적용

표준진술문과 그 속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 속성 테이블, 선택 리스트 테이블, 입력 리스트 테이블, 관련요인 테이블

에 적용하 으며 “표준진술문-속성” 세트에 대하여 TDL 문서에서 사용될 각 요

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테이블 내의 각 필드로 정의하 다.

1) 표준진술문의 ICNP 코드조합과 속성들, 진술문의 타입을 저장한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Stmt_Master).

2) 표준진술문의 속성이름, 단위,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리스트 구분, 반복구

분, 신체부위, 리스트 항목들 등을 미리 정의해 놓은 속성 테이블(Stmt_Property).

3) 속성값 입력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이면서 값을 선택해야하는 경우, 

즉 Stmt_Property 테이블의 List_gb 필드값이 ‘1’인 경우 선택 가능한 속성값의 

항목들을 미리 정의한 테이블(Stmt_PMultiSel).

4) 속성값 입력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이면서 값을 입력 받아야 하는 경

번호 표준진술문 속성 단위

데이터 타입

선택리스트항목
String

Numer

ic
List

134 Self-voiding 격려함
상세내

용
V

135
Self-voiding에 대해 

설명함

상세내

용
V

136 Side rail 올려줌 없음

137 Urine culture sampling함 목적 V

138
Uterine contraction 

모니터링 끝남
없음

139
Uterine contraction 

모니터링 적용함
없음

140
Uterine contraction 

모니터링 중임
없음

141 Ward ambulation시킴 없음

142 Wet gauze 적용해 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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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즉 Stmt_Property 테이블의 List_gb 필드값이 ‘2’인 경우 입력해야 할 항목들

을 미리 정의한 테이블(Stmt_PMultiIn).

5) 표준진술문의 형태가 ‘진단’인 경우 속성은 ‘관련요인’이 되므로 해당 진술문

에서 속성으로 선택 가능한 관련요인들을 미리 정의한 테이블(Stmt_PFactor).

이 중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은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입력

시 메뉴 방식으로 출력될 전체 표준진술문과 속성 데이터들을 포함한다. 또한 속

성 테이블은 “표준진술문-속성”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적용한 저장소이고, 선택 

리스트와 입력 리스트 테이블은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 인 경우 각 항목들

에 대하여 미리 정의를 내리기 위한 저장소이며 관련요인 테이블은 표준진술문의 

유형이 ‘진단’으로서 관련요인이 분석된 표준진술문 45개에 대하여 진단에 따른 

각 관련요인을 저장한 곳이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 제시하 다.

표준진술문과 그 속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기록 템플릿이 각 표준진술문 단위로 구성된다. 즉 간호기록 

템플릿은 표준진술문의 유형별로 ‘증상/징후 템플릿’, ‘간호진단 템플릿’, ‘간호중

재 템플릿’으로 구분되고 각각은 해당 표준진술문의 속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

하여 화면이 구성되는 것이다. 

기존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표준진술문 및 속성을 정의하고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는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구조적 자료입력을 위해서 각 

간호단위별 전문가에 의해 표준진술문과 속성의 정의,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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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데이터베이스 설계

간호기록 템플릿 적성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Microsoft SQL 

Server 2000을 사용하여 간호기록 템플릿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테이블과 간호기

록 템플릿을 통해 생성된 환자 간호기록 및 TDL 문서의 저장을 위한 기본적인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 다.

1. 간호기록 템플릿 작성을 위한 기본적 테이블 구성

1)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 (Stmt_Master)

표준진술문의 ICNP 코드조합과 속성들, 진술문의 타입을 저장한 표준진술문 마

스터 테이블이다. 표준진술문의 타입은 TDL 문서 내에서 TEMPLATE 의 

TYPE으로 정의되어질 항목값으로 정의하 으며 ‘First Encounter(FE)’, ‘Physical 

Examination(PE)’, ‘Diagnosis(DIA)’, ‘Follow Up(FU)’, ‘Summary(SUM)’ 중 하나

의 값을 갖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진술문의 유형이 ‘증상/징후’인 경우 

‘First Encounter(FE)’로, ‘진단’인 경우 ‘Diagnosis(DIA)’로, ‘중재’인 경우 ‘Follow 

Up(FU)’으로 정의하 다.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은 표 6에 정의하 다.

표 6.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

Stmt_Master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Stmt_seq 표준진술문의 유일한 식별자.

Process_gb ’증상/징후’, ‘진단’, ‘중재’ 구분.

Stmt_kor 표준진술문.

Property1 표준진술문의 첫 번째 속성.

Property2 표준진술문의 두 번째 속성.

Property3 표준진술문의 세 번째 속성.

Property4 표준진술문의 네 번째 속성.

Property5 표준진술문의 다섯 번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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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성 테이블 (Stmt_Property)

표준진술문의 속성과 관련된 테이블로 표준진술문의 속성이름, 단위,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리스트 구분, 반복구분, 신체부위, 리스트 항목들 등을 미리 정의해 

놓은 테이블이다. 

속성 테이블에서 단위 필드(Unit)는 속성값의 단위를 의미하며 속성의 카테고

리 필드(Property_category)는 표준진술문과 속성의 내용에 따라 ‘History(HIS)’, 

‘Subjective(SUB)’, ‘Objective(OBJ)’, ‘Order(ORD)’ 중 하나의 값을 갖도록 하

다. 즉, 표준진술문의 속성이 환자의 과거력과 관련된 경우 ‘History(HIS)’, 표준진

술문이 증상/징후에 해당하면서 속성이 주관적 자료인 경우 ‘Subjective(SUB)’(예 

: 갈증 호소함, 소화불량 호소함, dizziness 호소함, headache 호소함, headache 호

소함, labor pain 심하게 호소함, low abdominal pain 호소함 등), 표준진술문이 

증상/징후에 해당하면서 속성이 객관적 자료인 경우 ‘Objective(OBJ)’, 표준진술문

과 속성이 간호중재인 경우 ‘Order(ORD)’의 값을 갖도록 하 다.

데이터 타입 필드(Data_type)는 ‘List’, ‘String’, ‘Numeric’, ‘VAS’ 중 하나의 값

을 갖도록 하 다. 이 중 특히 ‘VAS’는 속성이 ‘∼여부’, ‘∼유무”인 경우 ‘Yes’ 나 

‘No’ 옵션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visual analog scale의 형태로 속성값이 

입력되는 경우이다. ‘DB’ 데이터 타입의 경우는 lab 데이터처럼 다른 시스템 혹은 

Stmt_Master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Icnp_cd1 표준진술문을 구성하는 ICNP 첫 번째 코드값.

Icnp_cd2 표준진술문을 구성하는 ICNP 두 번째 코드값.

Icnp_cd3 표준진술문을 구성하는 ICNP 세 번째 코드값.

Icnp_cd4 표준진술문을 구성하는 ICNP 네 번째 코드값.

Icnp_cd5 표준진술문을 구성하는 ICNP 다섯 번째 코드값.

Stmt_type

‘First Encounter(FE)’, 

‘Physical Examination(PE)’,

‘Diagnosis(DIA)’, 

‘Follow Up(FU)’, 

‘Summary(SUM)’ 중 하나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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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스템 내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속성의 기본값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DB‘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았

다.

리스트 구분 필드(List_gb)는 속성값 입력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 혹은 

‘VAS’이면서 값을 선택해야하는 경우를 ‘1’, 미리 정의된 항목들에 대하여 값을 

입력해야하는 경우를 ‘2’,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가 아닌 경우를 모두 ‘0’으로 

정의 하 다. 리스트 구분 필드가 ‘1’인 경우 선택 리스트 테이블에 “표준진술문-

속성-선택리스트”를 각 항목별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입력하 고 리스트 구분 필

드가 ‘2’인 경우 입력 리스트 테이블에 “표준진술문-속성-입력리스트”를 각 항목

별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입력하 다.

반복구분 필드(Repet)는 ‘One(O)’, ‘Zero 또는 One(ZO)’, ‘One 또는 More(OM)’, 

‘Zero 또는 More(ZM)’ 중 하나의 값을 가지며 반드시 하나의 값을 입력해야하는 

경우 ‘One(O)’, 선택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Zero 또는 One(ZO)’, 하나 

이상의 속성값을 입력 받을 경우는 ‘One 또는 More(OM)’, 선택적으로 여러 건 

입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Zero 또는 More(ZM)’의 값을 갖도록 하 다. 본 연구

에서는 반복구분 필드의 디폴트 값을 ‘One(O)’로 하 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각 

간호단위별 특성에 따라 재정의 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신체부위 필드(Location)는 속성이 ‘적용부위’, ‘신체부위’, ‘부위’인 경우 해당 속

성이름으로 세팅하 고 리스트 항목들에 대한 필드(Cat)는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나 ‘VAS’인 경우 선택 리스트의 나열 값으로 세팅하 다. 신체부위 필드와 

리스트 항목들에 대한 필드는 TDL 문서의 ATOM 요소에 해당하는 값으로 TDL 

문서를 보다 쉽게 작성하기 위해 미리 정의한 필드이다. 표준진술문 속성 테이블

은 표 7에 정의하 다.

3) 선택 리스트 테이블 (Stmt_PMultiSel)

속성값 입력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 이거나 ‘VAS’ 이면서 값을 선택해

야하는 경우, 즉 Stmt_Property 테이블의 List_gb 필드값이 ‘1’인 경우 선택 가능

한 속성값을 미리 정의한 테이블이다. 선택 리스트 테이블은 표 8에 정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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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리스트 테이블 (Stmt_PMultiIn)

속성값 입력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이면서 값을 입력 받아야 하는 경우, 

즉 Stmt_Property 테이블의 List_gb 필드값이 ‘2’인 경우 입력해야 할 항목들을 

미리 정의한 테이블이다. 입력 리스트 테이블은 표 9에 정의하 다.

표 7. 표준진술문 속성 테이블

Stmt_Property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Property_seq 속성의 유일한 식별자.

Property 속성이름.

Unit 속성의 단위.

Data_type 
속성의 데이터 타입.

‘List’, ‘String’, ‘Numeric’, ‘VAS’ 중 하나의 값.

List_gb 

속성값 입력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 혹은 ‘VAS’이면서 값

을 선택해야하는 경우는 ‘1’, 미리 정의된 항목들에 대하여 값을 

입력해야하는 경우는 ‘2’,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가 아닌 경

우는 모두 ‘0’으로 정의 하 다.

Property_category

속성값의 카테고리.

‘History(HIS)’, ‘Subjective(SUB)’, ‘Objective(OBJ)’, ‘Order(ORD)’ 

중 하나의 값. 

Repet 

속성값의 반복 구분.

‘One(O)’, ‘Zero 또는 One(ZO)’, ‘One 또는 More(OM)’, ‘Zero 또는 

More(ZM)’ 중 하나의 값.

Cat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 ‘List’나 ‘VAS’인 경우 선택항목의 나열 값.

표 8. 속성 List 값 선택 항목 테이블

Stmt_PMultiSel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MultiSel_seq 유일한 식별자.

Stmt_seq 해당 표준진술문 id.

Property_seq 해당 표준진술문의 해당 속성 id.

Selection_var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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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요인 테이블 (Stmt_PFactor)

표준진술문의 형태가 ‘진단’인 경우 속성은 ‘관련요인’이 되고 해당 진술문에서 

속성으로 선택 가능한 관련요인들을 미리 정의한 테이블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

인숙(2002)에 의한 전자간호기록을 위한 간호정보 모델과 ICNP기반의 간호용어

체계 개발 및 평가 연구 결과에 의해 총 50개의 산과 간호단위 간호진단 중 45개

의 간호진단에 대해 분석된 관련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관련요인 테이블

은 표 10에 정의하 다.

2. 간호기록과 TDL 문서 저장을 위한 기본적 테이블 구성

1) 환자 간호기록 테이블 (ENR_Record)

환자별, 기록일시별, 입력간호사별 간호기록은 증상/징후(증상/징후), 간호진단, 

표 9. 속성 List 값 입력 항목 테이블

Stmt_PMultiIn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MultiIn_seq 유일한 식별자.

Stmt_seq 해당 표준진술문 id.

Property_seq 해당 표준진술문의 해당 속성 id.

Property_detail 입력 받아야 할 항목.

Detail_num
해당 표준진술문, 해당 속성에서 입력받아야 할 

항목들의 sequence.

표 10. 관련요인 테이블

Stmt_PFactor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Factor_seq 관련요인의 유일한 식별자.

Stmt_seq 해당 표준진술문 id.

Property_seq 해당 표준진술문의 해당 속성 id.

Factor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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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표준진술문, 각각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저장된다. 즉, 한번의 간호기록 

입력시 여러 개의 표준진술문이 속성값들을 포함하여 입력된다. 처음 입력시 수

정여부 필드와 삭제여부 필드는 ‘0’으로 세팅되고 수정 시 ‘1’로 수정된다. 환자 간

호기록 테이블은 표 11에 정의하 다.

2) 간호기록 TDL 문서 테이블 (ENR_TDL)

간호기록 입력시 자동으로 생성된 TDL 문서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환자별, 

기록일시별, 입력간호사별로 입력된 하나의 간호기록에 대하여 하나의 레코드가 

생성되므로 간호기록 필드(Record)에는 간호기록 전체, 즉 환자, 기록일시, 입력간

호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력한 표준진술문과 속성값들의 나열이 저장된다. 

표 11. 환자 간호기록 테이블

ENR_Record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R_Uid 간호기록 항목의 유일한 식별자.

Pat_no 환자번호.

RN_Jumin_num 입력간호사 주민번호.

Record_date 기록일자.

Record_time 기록일시.

Process_gb ’증상/징후’, ‘진단’, ‘중재’ 구분.

Stmt_seq 해당 표준진술문 id.

Property
입력한 속성값들. (예 : “맥박:89회/분.체온:38.5도씨.혈압:120/80m

mHg.호흡수:22회/분.”)

Record 

표준진술문의 선택과 각 속성값의 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간호기록. (예 : “중재:활력징후 측정함 (맥박:89회/분.체온:38.5도

씨.혈압:120/80mmHg.호흡수:22회/분.)”）

Update_gb 

간호기록의 수정사항에 대한 과정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수정 여

부를 ‘0’(수정되지 않은 최종 데이터) 또는 ‘1’(수정된 데이터)의 

값으로 세팅.

Delete_gb 

간호기록의 삭제사항에 대한 과정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삭제 여

부를 ‘0’(삭제 되지 않은 최종 데이터) 또는 ‘1’(삭제 된 데이터)의 

값으로 세팅.

Record_free 간호사가 추가적으로 입력한 간호기록으로 수정 시 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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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L 문서 자체는 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간호기록 TDL 문

서 테이블은 표 12에 정의하 다.

표 12. 환자 간호기록 TDL 문서 테이블

ENR_TDL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T_Uid 간호기록 TDL 문서의 유일한 식별자.

Pat_no 환자번호.

RN_Jumin_num 입력간호사 주민번호.

Record_date 기록일자.

Record_time 기록일시.

Record

간호사가 입력한 증상/징후(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를 

모두 포함하는 간호기록, 혹은 이들 중 한번의 간호기록 입력시 

포함된 간호기록.

(예 1 : “00000001 홍길동 2002-04-09 16:25 [증상/징후:갈증 호

소함(정도:Severe.)  진단:배변장애-설사(관련요인:투약.)  중재:

구강섭취 격려함(종류:물.)] 간호사:김XX, 예 2 : 00000001 홍길

동 2002-04-09 11:15 [중재:다리 마사지 해줌(신체부위:오른쪽다

리.)]간호사:김XX”)

TDL_document
간호사가 한번의 간호기록 입력으로 자동 생성된 TDL 문서를 

저장하는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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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기록 템플릿의 설계 및 구현

1. 간호기록 템플릿 작성을 위한 TDL 정의 

TDL은 지식 공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 비의존적이며 템플릿의 구조

와 내용을 설명 해주기 위해 개발된 언어이다. 1998년 12월 TDL 베타 4 버전이 

발표되었고 2000년 Yamazaki 등은 전자환자기록 템플릿을 기술하는 표준화된 방

법으로서 TDL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TDL 베타 4 버전 Language 

Specification과 Yamazaki 등(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기록 템플릿 작성을 

위한 TD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 TEMPLATE_KNOWLEDGE

a. TEMPLATE

간호기록 템플릿은 ‘증상/징후 템플릿’, ‘간호진단 템플릿’, ‘간호중재 템플릿’, 

‘속성추가 템플릿’으로 구성되며 간호기록 템플릿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TDL 

문서는 최상위 루트인 TEMPLATE_KNOWLEDGE 내에서 선택된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 TEMPLATE으로 정의된다. 

￭ TEMPLATE의 속성인 TEMPLATE_CODE는 각 템플릿의 유형에 따라  

‘증상/징후 템플릿’의 경우 ‘TCODE_Symptom’, ‘간호진단 템플릿’의 경우 

‘TCODE_NgDx’, ‘간호중재 템플릿’의 경우 ‘TCODE_Act’ 중 하나의 값을 갖도록 

하 다. 

￭ TEMPLATE의 속성인 PANEL_ID는 ‘증상/징후 템플릿’의 경우 

‘TPID_Symptom’, ‘간호진단 템플릿’의 경우 ‘TPID_NgDx’, ‘간호중재 템플릿’의 

경우 ‘TPID_Act’로 정의하 다.

b. PANEL

￭ PANEL의 요소로는 TYPE, TITLE, ATOM을 가지도록 하 다. 

￭ PANEL의 속성인 PANEL_CODE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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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에서 표준진술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primary key인 

sequence를 가져와서 “‘PCODE_‘ + sequence”로 부여하 다.

￭ PANEL의 속성인 PANEL_ID는 ‘간호중재 템플릿’의 경우 ‘PID_Symptom’, 

‘간호진단 템플릿’의 경우 ‘PID_NgDx’, ‘간호중재 템플릿’의 경우 ‘PID_Act’로 정

의 하 다.

c. ATOM

￭ 표준진술문의 각 속성으로 정의되는 ATOM 요소의 속성인  ATOM_CODE

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결정 하 다.

첫째, 속성이름 자체의 ICNP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ICNP 코드값.

(예 : ‘양상’이라는 속성의 ATOM_CODE=“2B.02.03.01.02").

둘째, 속성이름 자체의 ICNP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속성을 정의하는 표준

진술문의 ICNP 코드조합에 sequence를 부여한 값.

(예 : “vaginal bleeding 있음” 이란 표준진술문의 속성인 ‘양’의 ATOM_CODE

는 “1B.12.01-1A.01.01.01.07-0")

셋째, 사용자에 의해 추가된 속성의 경우 위의 두 값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

에 임의로 “‘ACODE_' + sequence"로 정의하 다.

￭ ATOM 요소의 속성인 ATOM_ID은 TDL 문서 내의 ATOM 항목에 대한 

식별자로서 각 템플릿 내에서 순차적으로 sequence를 부여하여 “‘AID_' + 

sequence"로 정의하 다.

￭ ATOM의 요소로는 필수 항목인 REPET, VALUE를, 선택 항목인 TITLE, 

TYPE, LOCATION, CAT, UNIT을 정의하 다.

d. LOCATION

표준진술문의 속성으로 ‘신체부위’를 가지는 경우 ATOM의 요소로서 

LOCATION 요소를 추가적으로 정의하 다. 

(예 : 표 13와 같이 “다리 마사지 해줌”이란 표준진술문은 ‘신체부위’란 속성을 

가지므로 TDL 문서는 LOCATION 요소가 추가되어 표현된다.)

e. REPET

ATOM 항목 값의 반복 구분을 나타내는 REPET 요소는 ‘One(O)’, ‘Zero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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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ZO)’, ‘One 또는 More(OM)’, ‘Zero 또는 More(ZM)’ 항목으로 정의하여 이 

중 하나의 값을 가지도록 하 다.

f. VALUE

ATOM의 VALUE 요소의 값은 ‘List’, ‘String’, ‘Numeric’, ‘VAS’(Visual 

Analog Scale) 중 하나의 값을 갖도록 하 다.

g. UNIT

각 표준진술문의 속성별 속성값의 단위를 의미한다.

h. CAT

ATOM 의 VALUE 요소 값이 ‘List’인 경우 CAT 내에 선택 리스트 항목을 정

의하 다. 

(예 : ‘정도’란 속성을 가지는 모든 표준진술문은 <CAT>Mild, Moderate, 

Severe</CAT> 항목을 갖도록 하 다.)

i. TITLE

TEMPLATE, PANEL, ATOM 요소에서 사용하 다.

￭ TEMPLATE 요소의 TITLE은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TITLE>증상/

징후 템플릿</TITLE>", “<TITLE>간호진단 템플릿</TITLE>", “<TITLE>간호

중재 템플릿</TITLE>" 중 하나로 정의하 다.

표 13. LOCATION 요소가 포함된 TDL 문서

<PANEL PANEL_CODE=“PCODE_269" PANEL_ID=“PID_Act">

<TITLE>다리 마사지 해줌</TITLE>

<TYPE>Follow Up(FU)</TYPE>

<ATOM ATOM_CODE=“2F.01" ATOM_ID=“AID1">

<TITLE>신체부위</TITLE>

<TYPE>Intervention</TYPE>

<REPET>O</REPET>

<VALUE>String</VALUE>

<LOCATION>신체부위</LOCATION>

</ATOM>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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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요소의 TITLE은 선택한 표준진술문으로 정의하 다.

￭ ATOM 요소의 TITLE은 선택한 표준진술문의 속성으로 정의하 다.

j. TYPE

PANEL, ATOM 요소에서 사용하 다.

￭ PANEL 요소의 TYPE은 ‘First Encounter(FE)’, ‘Physical 

Examination(PE)’, ‘Diagnosis(DIA)’, ‘Follow Up(FU)’, ‘Summary(SUM)’ 중 하나

의 값을 가지도록 하 다.

￭ ATOM 요소의 TYPE은 ‘History(HIS)’, ‘Subjective(SUB)’, 

‘Objective(OBJ)’, ‘Order(ORD)’ 중 하나의 값을 가지도록 하 다.

2) MAINTENANCE_BODY

a. CODE_SET 

CODE_SET 요소는 전자간호기록 TDL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코드시스

템으로서 표준진술문을 구성하는 ICNP 현상축과 활동축에 대한 코드테이블을 포

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드시스템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전자

간호기록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정 코드테이블로 규정하 다.

b. TITLE_SLOT

본 연구에서의 간호기록 템플릿은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에 이르는 간

호과정에 대한 간호기록의 구조적 자료입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자

가 선택한 진술문과 입력한 속성값들로 간호기록을 구조화하고 하나의 간호기록 

입력시마다 하나의 TDL 문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하 다.

c. FILENAME_SLOT

간호기록시 작성된 TDL 문서는 임시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임시파일의 이름

은 고유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내의 TDL 문서 테이블에서의 

Primary key로서 명명하 다(TDL_sequence.xml).

d. VERSION_SLOT

본 연구에서 사용한 TDL 문서의 버전은 TDL Language Specification  베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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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1998)을 사용하 다.

e. AUTHOR_SLOT 

김XX.

f. DATE_SLOT 

2002년 6월 xx일 최종 개정함.

g. VALIDATION_SLOT

간호기록 템플릿의 유효 상태는 본 연구에서 사용이 승인된 ‘research’ 상태이

다.

3) LIBRARY_BODY 

a. PURPOSE_SLOT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TDL 기반의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

의 목적은 지식체를 기반으로 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는 툴을 제

공하며 이를 공유함으로써 간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존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에서 입력된 간호기록 데이터는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타 병원시스템 내에서 읽을 수 없고 재사용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병원 간 간호기록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는 각 병원 시스템의 플랫폼과 데이터

베이스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형식으

로든 조회될 수 있다. 

b. EXPLANATION_SLOT

간호기록 템플릿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간호기록 입력시 메뉴로 제시된 표준진술문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표준

진술문에 따라 미리 정의된 속성들을 입력할 수 있는 템플릿이 다양한 화면 구성

으로 보여 진다.

￭ 표준진술문을 선택하고 선택한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각각 ‘증상/징후 

템플릿’, ‘간호진단 템플릿’, ‘간호중재 템플릿’ 화면에서 속성값들을 입력하는 과정

으로 간호기록을 작성하면 간호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순간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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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L 문서를 생성된다.

￭ 추가적으로 입력이 요구되는 속성에 대하여 ‘속성추가 템플릿’ 버튼을 클릭

하면 TDL language specification에 따라 구성된 화면이 보여 진다.

￭ 사용자는 ‘속성추가 템플릿’ 화면에서 속성이름, 속성값, 단위, 카테고리, 데

이터 타입, 반복구분을 입력하게 된다.

￭ 추가된 속성은 간호기록과  TDL 문서에 구조적으로 반 되어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다.

￭ 환자별, 기록일시별, 입력간호사별로 간호기록과 TDL 문서의 입력, 수정, 삭

제가 가능하다.

￭ 환자별, 기록일시별, 입력간호사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간호기록과 

TDL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

c. KEYWORD_SLOT

간호기록 템플릿 내에서 표준진술문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d. CITATIONS_SLOT 

인용한 문헌의 url은 http://www.xml.org, http://msdn.microsoft.com이다.

2. 간호기록 템플릿 구현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록 템플릿 작성을 위한 TDL을 정의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의 간호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환자 간호기록과 함께 

최종적으로 간호기록 TDL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간호기록 템플릿을 개발하

다.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로그인 한 간호사가 환자를 선택하고 간호기록 버

튼 혹은 메뉴를 선택하면 간호기록 템플릿 화면이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환자 정

보, 입력간호사, 기록일시에 대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간호기록 입력을 시

작한다.

간호기록은 반드시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를 필수적으로 순서에 따라 

입력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간호기록은 일반적으로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

재의 일련의 간호과정으로 기록되지만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기록은 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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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간호중재만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기록 템플릿은 하나의 간호기록 입력시 증상/징후

만, 혹은 간호진단만, 혹은 간호중재만 입력할 수 있고 이들의 어떠한 조합도 가

능하다. 만일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진단을 내리고 여러 가지의 간호중재를 수행

하 다면 하나의 간호진단과 여러 개의 간호중재 입력으로 간호기록을 생성할 수 

있고, 또한 환자의 증상/징후만을 관찰 하 다면 증상/징후만 입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간호기록 템플릿의 구체적인 입력, 조회, 수정, 삭제 로직은 다음과 같다.

1) 입력

a. 환자번호와 기록일시를 선택 혹은 입력 후 ‘신규’ 버튼을 클릭 한다.

b. 증상/징후(증상/징후)에 대한 입력을 할 경우 ‘증상/징후‘ 버튼을 클릭 하면 

표준진술문의 형태가 ‘증상/징후’인 데이터만 표준진술문 리스트에 보여 진다. 이

때 검색어를 입력하여 특정 증상/징후 표준진술문을 검색 혹은 필터링 할 수 있

다. 

c. 증상/징후 표준진술문 리스트 중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증상/징후 표준진술문

을 클릭 하여 선택하면 선택한 표준진술문에 따른 증상/징후 템플릿이 화면에 나

타난다. 이때 증상/징후 템플릿은 선택한 표준진술문이 가지는 속성과 이와 관련

된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결과로 화면이 구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정의된 속성이름, 단위,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리스

트 구분, 반복구분, 신체부위, 리스트 항목들에 따라 각기 다른 화면으로 구성 하

여 보여주게 된다. 증상/징후 템플릿을 통해 해당 증상/징후의 속성을 입력 혹은 

선택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 하여 간호기록 리스트에 추가한다.

(예 : 그림 2는 증상/징후로 “Vaginal bleeding 있음” 이란 표준진술문을 선택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징후 템플릿이다. 즉, 이 표준진술문이 갖는 속성에 대하

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속성이름, 단위,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리스트 구분, 반복

구분, 신체부위, 리스트 항목들을 가져와서 증상/징후 템플릿 화면을 구성 한 것

이다. 구성된 증상/징후 템플릿에서 “Vaginal bleeding 있음”이란 표준진술문은 

‘양’과 ‘양상’이라는 속성이름을 가지며 리스트 구분은 모두 ‘0’이고 ‘양’이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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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는 ‘ml'이다. 이들은 각각 ‘Number’와 ‘String' 데이터 타입을 가진다. 따

라서 속성값을 각각 300, “급격한 출혈양의 증가”로 입력하 다.)

d. 간호진단에 대한 입력을 할 경우 ‘간호진단‘ 버튼을 클릭 하면 표준진술문의 

형태가 ‘진단‘인 데이터만 표준진술문 리스트에 보여 진다. 역시 검색어를 입력하

여 특정 간호진단 표준진술문을 검색 혹은 필터링 할 수 있다. 

e. 간호진단 표준진술문 리스트 중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간호진단 표준진술문

을 클릭 하여 선택하면 선택한 표준진술문에 따른 간호진단 템플릿이 화면에 나

타난다. 간호진단은 속성으로서 관련요인을 가지며 이 관련요인은 해당 표준진술

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정의하 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선택 

가능한 항목들로 콤보박스에 리스트업 시켰다. 따라서 간호진단 템플릿의 화면 

구성은 정의된 관련요인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와 함께 관련요인

에 대한 자유로운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텍스트박스로 구성된다. 

(예 : 그림 3은 “과다출혈 위험성”이란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며 해당 간호진단의 관련요인을 선택하기 위해 콤보박스에 리스트업 된 사항 중 

그림 2. 증상/징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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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육이완” 항목을 선택하 다.)

f. 간호중재에 대한 입력을 할 경우 ‘간호중재‘ 버튼을 클릭 하면 표준진술문의 

형태가 ‘중재’인 데이터만 표준진술문 리스트에 보여 진다. 역시 검색어를 입력 

하여 특정 간호중재 표준진술문을 검색 혹은 필터링 할 수 있다. 

g. 간호중재 표준진술문 리스트 중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간호중재 표준진술문

을 클릭 하여 선택하면 표준진술문에 따른 간호중재 템플릿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때 간호중재 템플릿 역시 선택한 표준진술문이 가지는 속성과 이와 관련된 정

보들에 대한 검색 결과로 화면이 구성되어 나타난다. 

(예 : 그림 4와 그림 5는 “Vaginal bleeding 있음”이란 증상/징후와 “과다출혈 

위험성”이란 진단에 따른 간호중재를 입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4

는 간호중재를 선택하기 위해 ‘의사’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간호중재’ 버튼을 클릭

한 결과 중에서 “의사에게 알림”이란 표준진술문을 선택하 고, 해당 표준진술문

의 속성인 ‘내용’의 속성값으로 “급격한 출혈양의 증가, 300ml”를 입력한 것이다. 

그림 3. 간호진단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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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간호중재 템플릿 - “의사에게 알림”

그림 5. 간호중재 템플릿 -“활력징후 측정함”, “수혈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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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간호중재로써 “활력징후 측정함”과 “수혈 시작함”을 선택하고, 해당 표

준진술문의 각 속성을 입력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h. 증상/징후, 진단, 중재 템플릿에서는 선택한 표준진술문이 가지는 속성에 따

라 속성값을 입력 혹은 선택하게 된다. 이때 세부사항에 대한 입력이 필요한 속

성인 경우 즉, 리스트 구분이 ‘2’인 경우 속성값을 입력하는 텍스트박스로 초점이 

옮겨질 때 자동으로 세부사항 입력 템플릿이 나타난다. 세부사항 입력 템플릿은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리스트 테이블에 미리 정의한 속성별 세부사항 입력 항목으

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각 속성에 따라 분류된 항목들로 다르게 구성하게 된다.

(예 : 그림 6은 세부사항 입력을 필요로 하는 속성에 대한 예이다. “활력징후 

측정함” 이란 표준진술문의 속성 중 ‘혈압’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으로 구분 되

어 입력되어야 하므로 이 속성값을 입력하고자 할 때 ‘혈압‘에 관한 세부사항 입

력 템플릿이 자동으로 나타나서 간호사로 하여금 속성의 세부사항을 미리 분류한 

항목들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입력 받도록 하 다.)

그림 6. 간호중재 템플릿 - 속성 세부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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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간호기록의 입력은 위와 같이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 템플릿과 세부

사항 입력 템플릿을 통해 하나 이상의 표준진술문 단위로 입력되며 간호사가 ‘입

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나의 간호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참조 표 

14).

2) 조회

환자번호, 기록일자, 기록시간, 입력간호사별로 간호기록을 조회하여 볼 수 있

다. 간호기록 리스트에는 기 입력된 하나의 간호기록에 대하여 모든 표준진술문

과 속성값들이 표준진술문 단위로 출력되며 간호기록 전체가 출력되는 텍스트박

스에는 환자이름, 환자번호, 기록일시, 간호기록 전체 내용, 입력간호사 이름이 출

력된다(참조 그림 7).

3) 수정

a. 표준진술문 단위로 입력된 간호기록은 기록일시와 추가 기록 부분을 free 

text 형식으로 입력한 후 수정 할 수 있다

b. 간호기록의 수정사항에 대한 과정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입력시 수정 여부 

필드를 ‘0‘으로 세팅하고 수정 시 ‘1’로 수정한다.

c. 수정사항이 반 된 간호기록은 수정 여부 필드를 ‘0‘으로 세팅하여 새로운 

레코드로 입력된다.

(예 : 그림 8은 간호기록 수정화면으로서 기 입력한 간호기록에 추가적으로 반

될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추가적 간호기록의 입력은 간호사가 직접 free text

표 14. 입력된 간호기록의 예 

홍길동 00000001

2002-06-15 10:00

1. 증상/징후:Vaginal bleeding 있음(양:300ml.양상:급격한 출혈양의 증가.) 

2. 진단:과다출혈 위험성(관련요인:자궁근육이완.) 

3. 중재:활력징후 측정함(맥박:110회/분.체온:37도씨.혈압:100/60mmHg.호흡수:22회/분.) 

4. 중재:의사에게 알림(내용:급격한 출혈양의 증가, 300ml.) 

5. 중재:수혈 시작함(교차확인자:김XX.부위:p.p. cath..종류:Matched.혈액형: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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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력한다.)

그림 8. 간호기록 수정화면 - 간호기

록 free text 입력 

그림 7. 간호기록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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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간호기록의 삭제사항에 대한 과정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입력시 삭제 여부필드

를 ‘0‘으로 세팅하고 삭제 시 ‘1’로 수정한다.

3. 속성추가 템플릿 구현

“확장성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XML은 HTML과는 달리 문서를 만

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태그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TDL과 같은 다

른 마크업 언어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이런 XML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속성추가 템플릿을 설계하 다. 즉,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특정 

표준진술문의 추가적인 속성에 대하여 ‘속성추가 템플릿’을 통해 서술적 텍스트가 

아닌 각 진술문의 속성으로 구조화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속성추가 템플릿에서 구조화시킨 입력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속성이름 : 표준진술문에 추가할 속성의 이름으로서 TDL 문서 생성 시 

ATOM의 TITLE로 정의된다.

2) 속성값 : 추가할 속성의 속성값으로서 TDL 문서 생성 시 ATOM의 

VALUE로 정의된다.

3) 단위 : 속성의 단위로서  TDL 문서 생성 시 ATOM의 UNIT으로 정의된다.

4) 카테고리 : 속성의 카테고리는 콤보박스의 목록에 제시하여 ‘History(HIS)’, 

‘Subjective(SUB)’, ‘Objective(OBJ)’, ‘Order(OR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선택된 카테고리는 TDL 문서 생성 시 ATOM의 TYPE으로 정의된다.

5) 데이터 타입 : 추가될 속성값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콤보박스의 목록에 제시

하여 ‘List(값 선택)’, ‘List(값 입력)’, ‘String’, ‘Numeric’, ‘VA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선택된 데이터 타입은 TDL 에서의 ATOM의 VALUE로 정의

되며 되어 TDL 문서를 생성할 때 속성값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 타입을 체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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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복구분 : 속성값이 입력되는 횟수로서 콤보박스의 목록에 제시하여 

‘One(O)’, ‘Zero 또는 One(ZO)’, ‘One 또는 More(OM)’, ‘Zero 또는 More(ZM)’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선택된 반복구분은 TDL 문서 생성 시 ATOM

의 REPET으로 정의된다.

(예 : “겨드랑이에 mass 만져짐” 이란 증상/징후 표준진술문의 속성으로 이미 

정의된 ‘크기’ 라는 속성 이외에 ‘촉감’, ‘색’ 이란 속성을 추가하고자 할 때 ‘속성 

추가 템플릿’ 버튼을 클릭 하면 속성추가 템플릿 화면이 나타난다(참조 그림 9). 

이때 ‘촉감’이란 추가적 속성에 대하여 위의 사항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리스트에 반 한 후 다시 ‘색‘이란 추가적 속성에 대하여 입력하고 다시 ‘적용’ 버

튼을 눌러 리스트에 반 한다. 리스트에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났으면 ‘속성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속성추가‘ 버튼을 클릭 하면 속성추가 템플릿 화면이 사라지면

서 입력했던 속성이 반 된 증상/징후 템플릿이 다시 화면에 나타난다(참조 그림 

10). 나머지 속성 부분에 대하여 입력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간호기록 리스트

에 추가된 속성이 반 된 표준진술문(“겨드랑이에 mass 만져짐”)과 속성들(“크

기:10mm. 촉감:매끄러움. 색:불그스름한 색.”)이 추가된다.)

이상의 예에서와 같이 추가된 속성들은 간호기록 TDL 문서 생성 시 ATOM 

요소로 추가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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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속성추가 템플릿

그림 10. 추가된 속성이 반 된 간호기록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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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간호기록 TDL 문서 작성

1. 간호기록 TDL 문서의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작성

DTD란 XML 1.0 스펙에 정의된 XML 문서 type(동일한 어휘집을 공유하는 

XML 문서들의 모임)을 기술하는 표준화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Yamazaki 

등(2000)이 제시한 TDL의 기본 DTD를 수정 및 보완하여 표 15와 같이 간호기

록 TDL 문서의 기본 DTD를 작성하 다. 

표 15. 간호기록 템플릿의 기본 DTD 

<?xml version=“1.0" encoding=“euc-kr"?>

<!ELEMENT TEMPLATE_KNOWLEDGE (TEMPLATE+)>

<!ELEMENT TEMPLATE (TITLE?,TYPE?,(PANEL|ATOM)+)>

<!ATTLIST TEMPLATE 

TEMPLATE_CODE CDATA #IMPLIED 

PANEL_ID ID #REQUIRED>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TYPE (#PCDATA)>

<!ELEMENT PANEL (TITLE?,TYPE?,(PANEL|ATOM)+)>

<!ATTLIST PANEL 

PANEL_ID ID #IMPLIED 

PANEL_CODE CDATA #REQUIRED>

<!ELEMENT ATOM 

(TITLE?,TYPE?,(LOCATION?,REPET,VALUE,CAT?,UNIT?,URI?))>

<!ATTLIST ATOM 

ATOM_CODE CDATA #IMPLIED 

ATOM_ID ID #REQUIRED 

ATOM_RID IDREF #IMPLIED>

<!ELEMENT LOCATION (#PCDATA)>

<!ELEMENT REPET (#PCDATA)>

<!ELEMENT VALUE (#PCDATA)>

<!ELEMENT CAT (#PCDATA)>

<!ELEMENT UNIT (#PCDATA)>

<!ELEMENT URI (#P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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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간호기록 템플릿의 기본 DTD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ELEMENT TEMPLATE_KNOWLEDGE (TEMPLATE)+>

- TEMPLATE_KNOWLEDGE : XML 문서의 단 하나뿐인 root 요소다.

(TEMPLATE)+ 

- TEMPLATE이 최소 한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남.

<!ELEMENT TEMPLATE (TITLE? | TYPE? | (PANEL | ATOM)+>

- TEMPLATE 요소의 TITLE은 최소 0, 최대 1의 값을, TYPE은 최소 0, 최대 1

의 값을 가지고 PANEL 혹은 ATOM이 최소 한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남을 의미

한다.

<!ATTLIST TEMPLATE TEMPLATE_CODE CDATA #IMPLIED PANEL_ID 

ID #REQUIRED>

-TEMPLATE 요소의 속성 리스트 선언임. 속성 name인 TEMPLATE_CODE는 

type이 CDATA(속성값이 문자데이터)이고 #IMPLIED는 속성값의 유무에 무관하

다는 의미이다. 속성 name인 PANEL_ID는 type은 ID(속성값이 고유한 식별자)이

고 #REQUIRED는 속성값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LEMENT TITLE (#PCDATA)>

- TITLE 요소는 문자데이터 값을 가진다.

<!ELEMENT TYPE (#PCDATA)>

- TYPE 요소는 문자데이터 값을 가진다.

<!ATTLIST PANEL PANEL_ID ID #IMPLIED PANEL_CODE CDATA 

#REQUIRED >

- PANEL 요소의 속성 리스트 선언임. PANEL_ID라는 속성은 ID 타입이고 속성

값이 있어도 없어도 무관하다. PANEL_CODE라는 속성은 CDATA 타입이고 속성

값이 꼭 있어야 한다.

<!ELEMENT ATOM (TITLE? | TYPE? | (PANEL | (LOCATION?, REPET, 

VALUE, CAT?, UNIT?, URI?)+)>

- ATOM 요소의 TITLE은 최소 0, 최대 1의 값을, TYPE은 최소 0, 최대 1의 값

을 가지고 PANEL이 한번 나타나거나 혹은 LOCATION, REPET, VALUE, CAT, 

UNIT, URI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때 LOCATION, CAT, UNIT, URI는 최소 0, 

최대 1의 출현횟수를 가지고 REPET, VALUE은 단 한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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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LIST ATOM ATOM_CODE CDATA #IMPLIED ATON_ID ID 

#REQUIRED ATOM_RID IDREF #IMPLIED>

- ATOM의 요소의 속성 리스트 선언임. ATOM_CODE라는 속성은 CDATA 타입

이고 속성값이 있어도 없어도 무관하다. ATON_ID라는 속성은 ID 타입이고 속성

값이 꼭 있어야 한다. ATOM_RID라는 속성은 IDREF 타입(문서에서 미리 정의한 

ID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값의 유형)으로 문서 내 미리 정의된 ID값을 참

조하고, 속성값은 있어도 없어도 무관하다.

<!ELEMENT LOCATION (#PCDATA)>, 

<!ELEMENT REPET (#PCDATA)>,

<!ELEMENT VALUE (#PCDATA)>,

<!ELEMENT CAT (#PCDATA)>,

<!ELEMENT UNIT (#PCDATA)>,

<!ELEMENT URI (#PCDATA)>

- LOCATION, REPET, VALUE, CAT, UNIT, URI 요소는 최소 한 개의 문자데

이터를 가진다.

2. 간호기록 TDL 문서 생성

1) 간호기록 TDL 문서의 생성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작성된 간호기록 TDL 문

서는 XML 데이터로서 정보의 구조와 내용을 보존하면서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

스템으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비의존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간

호기록은 해당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제한적이므로 다른 시스템에서 내

에서는 읽을 수 없는데 반해 간호기록 TDL 문서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에 무관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혹은 무선 환경에서의 Wireless 

Application Browser(WAB)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논리 구조와 스타일을 분리하므로 TDL 문서를 이용

하여 다양한 목적에 맞도록 재가공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조회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미리 정의한 TDL에 의해 간호기록 템플릿이 구성되고 이를 통한 간호기록 입

력시 TDL 문서가 자동 생성된다. 간호기록 TDL 문서는 간호사가 입력한 표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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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 단위로 TEMPLATE이, 각 표준진술문의 속성 단위로 ATOM이 정의되며 

한번의 간호기록 입력시 하나의 간호기록 TDL 문서가 생성된다.

간호기록 TDL 문서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간호사가 새롭게 간호기록을 입력하기 위해 ‘신규’ 버튼을 누르면 TDL 문서

의 최상위 루트인 <TEMPLATE_KNOWLEDGE>를 생성한다.

b. 간호사가 선택한 표준진술문에 대하여 각 유형별 템플릿에서 속성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를 때 하나의 <TEMPLATE>이 생성된다. 이 템플릿은 선택

한 표준진술문의 유형별로 구분되어 <TITLE>증상/징후 템플릿</TITLE>, 

<TITLE>간호진단 템플릿</TITLE>, <TITLE>간호중재 템플릿</TITLE> 중 

하나로 정의된다. 

c. <TEMPLATE>의 요소로는 <PANEL>이, <PANEL>의 요소로는 

<ATOM>이 정의되며 이때 <ATOM>은 입력받은 속성들로 정의된다.

d.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진술문 마스터 테이블을 검색하여 표준진술문의 유일한 

식별자로 PANEL_CODE 값을 구성하 고 속성 테이블 및 ICNP 코드 테이블을 

검색하여 속성의 유일한 식별자나 속성의 ICNP 코드로 ATOM_CODE 값을 구성

하 다.

e. ATOM의 요소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해당 표준진술문의 각 속성에 

대한 속성이름, 단위, 카테고리, 반복구분, 신체부위, 리스트 항목들을 반 하여 표 

16와 같이 정의하 다.

표 16. ATOM 요소 정의

<TITLE>속성이름</TITLE>, 

<UNIT>단위</UNIT>, 

<TYPE>카테고리</TYPE>, 

<VALUE>입력한 속성값</VALUE>, 

<REPET>반복구분</REPET>, 

<LOCATION>신체부위</LOCATION>, 

<CAT>리스트 항목들</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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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하나의 간호기록을 작성한 후 ‘입력’ 버튼을 누르는 순간 string 형식의 변수

에 임시 저장된 TDL 문서를 MSXML2 개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사용하

여 XML 데이터로 로드 한다. 이때 사용되는 DOMdocument 클래스의 메서드는 

loadXML이며 DOMdocument 클래스 개체의 xml 속성을 반환함으로써 XML 데

이터로 읽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과정은 표 17과 같다.

2) 간호기록 TDL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MSXML2 개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사용하여 XML로 로드 된 TDL 문

서는 SQL Query 문을 사용하여 환자번호, 기록일자, 기록시간, 입력간호사별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ENR_TDL 테이블의 TDL_document 필드에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3) TDL 문서의 조회

환자번호, 기록일자, 기록시간, 입력간호사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TDL 문

서는 ‘TDL 문서보기’ 버튼을 클릭 함으로써 조회해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가져온 텍스트 형식의 TDL 문서는 다시 DOMdocument 클래스를 사용하여 

XML로 로드 한 후 TDL 문서 조회 화면으로 출력된다(참조 그림 11).

표 17. MSXML2 개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사용하여 

TDL 문서를 로드 하는 과정

Private xDoc As MSXML2.DOMDocument30

Private xRoot As MSXML2.IXMLDOMElement

xDoc.loadXML msTDL_document

If xDoc.parseError.errorCode <> 0 Then

MsgBox xDoc.parseError.reason

Else

txt_Record.Text = xDoc.xml

Set xRoot = xDoc.documentElement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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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생성된 TDL 문서 예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작성된 간호기록의 예는 표 18에 제시하 고 이에 대

한 간호기록 TDL 문서는 표 19과 같다.

표 18. 간호기록 예

홍길동 00000001

2002-06-15 10:00

1. 증상/징후:Vaginal bleeding 있음(양:300ml.양상:급격한 출혈양의 증가.) 

2. 진단:과다출혈 위험성(관련요인:자궁근육이완.) 

3. 중재:활력징후 측정함(맥박:110회/분.체온:37도씨.혈압:100/60mmHg.호흡수:22회/분.) 

4. 중재:의사에게 알림(내용:급격한 출혈양의 증가, 300ml.) 

5. 중재:수혈 시작함(교차확인자:김XX.부위:p.p. cath..종류:Matched.혈액형:A+형.) 

                                                           입력간호사 : 최희재

그림 11. 간호기록 TDL 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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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TDL 문서 예

<TEMPLATE_KNOWLEDGE>

<TEMPLATE TEMPLATE_CODE="TCODE_Symptom" 

                       PANEL_ID="TPID_Symptom">

<TITLE>증상/징후 템플릿</TITLE>

<PANEL PANEL_CODE="PCODE_96" 

                           PANEL_ID="PID_Symptom">

<TITLE>vaginal bleeding 있음</TITLE>

<TYPE>First Encounter(FE)</TYPE>

<ATOM 

                           ATOM_CODE="1B.01.01-1A.01.01.01.02.02.03-1F.20.01-0" 

                           ATOM_ID="AID0">

<TITLE>양</TITLE>

<TYPE>Objective(OBJ)</TYPE>

<REPET>O</REPET>

<VALUE>300</VALUE>

<UNIT>ml</UNIT>

</ATOM>

<ATOM 

                            ATOM_CODE="2B.02.03.01.02" 

                            ATOM_ID="AID1">

<TITLE>양상</TITLE>

<TYPE>Objective(OBJ)</TYPE>

<REPET>O</REPET>

<VALUE>급격한 출혈양의 증가</VALUE>

</ATOM>

</PANEL>

</TEMPLATE>

<TEMPLATE TEMPLATE_CODE="TCODE_NgDx" 

                       PANEL_ID="TPID_NgDx">

<TITLE>간호진단 템플릿</TITLE>

<PANEL PANEL_CODE="PCODE_180" PANEL_ID="PID_NgDx">

<TITLE>과다출혈 위험성</TITLE>

<TYPE>Diagnosis(DIA)</TYPE>

<ATOM 

                        ATOM_CODE="1B.01.01.03-1A.01.01.01.02.02.03.01-1G.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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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_ID="AID2">

<TITLE>관련요인</TITLE>

<TYPE>History(HIS)</TYPE>

<REPET>O</REPET>

<VALUE>자궁근육이완</VALUE>

</ATOM>

</PANEL>

</TEMPLATE>

<TEMPLATE TEMPLATE_CODE="TCODE_Act" 

                       PANEL_ID="TPID_Act">

<TITLE>간호중재 템플릿</TITLE>

<PANEL PANEL_CODE="PCODE_202" PANEL_ID="PID_Act">

<TITLE>활력징후 측정함</TITLE>

<TYPE>Follow Up</TYPE>

<ATOM 

                            ATOM_CODE="1A.01.01.03.01.01.01.01" 

                            ATOM_ID="AID3">

<TITLE>맥박</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110</VALUE>

<UNIT>회/분</UNIT>

</ATOM>

<ATOM 

                            ATOM_CODE="1A.01.01.03.01.01.01.04" 

                            ATOM_ID="AID4">

<TITLE>체온</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37</VALUE>

<UNIT>도씨</UNIT>

</ATOM>

<ATOM 

                            ATOM_CODE="1A.01.01.03.01.01.01.03" 

                            ATOM_ID="AID5">

<TITLE>혈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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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100/60</VALUE>

<UNIT>mmHg</UNIT>

</ATOM>

<ATOM 

                            ATOM_CODE="1A.01.01.03.01.01.01.02" 

                            ATOM_ID="AID6">

<TITLE>호흡수</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22</VALUE>

<UNIT>회/분</UNIT>

</ATOM>

</PANEL>

</TEMPLATE>

<TEMPLATE TEMPLATE_CODE="TCODE_Act" 

                       PANEL_ID="TPID_Act">

<TITLE>간호중재 템플릿</TITLE>

<PANEL PANEL_CODE="PCODE_242" PANEL_ID="PID_Act">

<TITLE>의사에게 알림</TITLE>

<TYPE>Follow Up</TYPE>

<ATOM 

                            ATOM_CODE="2A.02.01.01.04-2B.02.03.02.07.02-0" 

                            ATOM_ID="AID7">

<TITLE>내용</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급격한 출혈양의 증가, 300ml

                                   </VALUE>

</ATOM>

</PANEL>

</TEMPLATE>

<TEMPLATE TEMPLATE_CODE="TCODE_Act" 

                       PANEL_ID="TPID_Act">

<TITLE>간호중재 템플릿</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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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PANEL_CODE="PCODE_316" PANEL_ID="PID_Act">

<TITLE>수혈 시작함</TITLE>

<TYPE>Follow Up</TYPE>

<ATOM 

                            ATOM_CODE="2A.02.01.02.01.01.01-2B.02.03.02.05.03-0"  

                            ATOM_ID="AID8">

<TITLE>교차확인자</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김XX</VALUE>

</ATOM>

<ATOM 

                            ATOM_CODE="2A.02.01.02.01.01.01-2B.02.03.02.05.03-1"  

                            ATOM_ID="AID9">

<TITLE>부위</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p.p. cath.</VALUE>

<LOCATION>수혈 부위</LOCATION>

<CAT>Central cath., p.p. cath.</CAT>

</ATOM>

<ATOM 

                            ATOM_CODE="2B.02.03.01.03" 

                            ATOM_ID="AID10">

<TITLE>종류</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VALUE>Matched</VALUE>

<CAT>W/B, P-RBC, FFP, Plt</CAT>

</ATOM>

<ATOM 

                            ATOM_CODE="2A.02.01.02.01.01.01-2B.02.03.02.05.03-3"  

                            ATOM_ID="AID11">

<TITLE>혈액형</TITLE>

<TYPE>Order(ORD)</TYPE>

<REPET>O</RE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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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기록 TDL 문서의 XML 스키마 (schema) 전환

XML 문서의 구조와 내용, 의미체계를 정의하는 수단으로 DTD와 XML 스키

마(schema)가 있다. DTD는 XML 문서의 구조를 정확히 제시하여 명시적으로 설

명함으로써 문서의 처리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DOM을 지원하지 않고 

각 document 인스턴스(instance)에 오직 하나의 DTD만 결합될 수 있으며 데이터 

타입이 풍부하기 못하고 객체지향 형식의 상속 개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XML 스키마는 XML 1.0 스펙을 문법으로 한 XML 언어이므로 

DOM을 지원하고 XML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document에 무제한적으로 다중

어휘를 지원하며 동적인 스키마로서 런타임 시 선택이 자유롭고 변경도 가능하

다. 

XML 스키마는 스키마의 변경 없이 XML 문서에서 다른 요소를 사용할 수 있

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식은 타 스키마 정의를 네임스페이스(namespace) 

정의를 통해 문서 내로 끌어오는 방법이나 스키마 내의 <ElementType>의 

content model 속성값을 open으로 지정해 주는 등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스키마

의 확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록 TDL 문서의 기본 DTD를 작성하는 것 뿐 아

니라 SQL Server Query Analysi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TDL 문서를 XML 스키마로 전환함으로써 간호기록 

TDL 문서의 구조와 내용, 의미체계를 확인하 다.

<VALUE>A+</VALUE>

<UNIT>형</UNIT>

<CAT>A+,B+,O+,AB+,A-,B-,O-,AB-</CAT>

</ATOM>

</PANEL>

</TEMPLATE>

</TEMPLATE_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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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에서 TDL 문서를 XML 스키마로 전환 - SQL Server Query 

Analysis를 이용

SQL Server Query Analysis를 실행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후 Sql 

쿼리문(SELECT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TDL 문서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WHERE문을 사용), 여러 가지 출력 방식으로(FOR문을 사용) 검색할 

수 있다. FOR문을 사용하여 XML 데이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는 XML 파일로, 

요소 중심의 XML 파일로, XML 스키마로 출력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약어(reserved words)를 사용한다.

a. XML 파일로 저장 : FOR XML AUTO

b. 요소 중심의 XML 파일로 저장 : FOR XML AUTO, ELEMENTS

c. XML 스키마로 저장 : FOR XML AUTO, ELEMENTS, XMLDATA

예를 들어 특정 환자의 간호기록 TDL 문서를 검색하여 XML 스키마로 전환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Sql 쿼리문을 사용한다.

SQL Server Query Analysis에서 이 Sql 쿼리문을 실행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스키마의 정의는 해당 테이블에 대하여 <ElementType>의 속성인 name은 

간호기록 TDL 문서 테이블인 ENR_TDL로, 각 필드는 <element>의 속성인 type

으로 정의되고, 각 필드에 대하여 <ElementType>의 속성인 name은 필드명으로, 

content는 ‘textOnly'로, model은 자식요소(child element)와 속성을 가질 수 없는 

‘close'로, dt:type은 각 필드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된다. 

2)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간호기록 TDL 문서를 XML 스키마로 전환 - 인

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MSXML 스키마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로부터 

Sql 쿼리문 : SELECT * 

FROM ENR_TDL 

WHERE Pat_no='00000001' 

FOR XML AUTO, ELEMENTS, XM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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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S에 SQL XML 지원 구성’에

서 SQL Server용 IIS 가상 디렉터리를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해야 한다. 이 

가상 디렉터리를 통해 제공할 SQL Server 엑세스 유형은 sql, template, url 쿼리

를 모두 허용하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SQL Server용 IIS 가상 디렉터리를 지정한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고 주소(url) 입력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ENRTDL는 위에서 지정한 SQL Server용 IIS 가상 디렉터리의 이름이고 sql 

쿼리를 쓴 후 마지막으로 루트 요소를 지정해주면 된다. Sql 쿼리는 전자간호기

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TDL 문서를 

특정 환자에 대해 가져오는 구문이다. 이를 실행시키면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http://localhost/ENRTDL?sql=SELECT * FROM ENR_TDL 

WHERE Pat_no='00000001' FOR XML AUTO, ELEMENTS, XMLDATA 

&ROOT=ROOT

그림 12. 데이터베이스에서 TDL 문서를 XML 스키마로 전환 - SQL Server Query 

Analysi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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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간호기록 TDL 문서를 XML 스

키마로 전환

그림 14.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간호기록 TDL 문서를 XML 스

키마로 전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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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 상에서 TDL 문서가 포함된 간호기록의 XML 스키마가 자동으로 생

성된다. 해당 테이블에 대하여 <ElementType>의 속성인 name은 간호기록 TDL 

문서 테이블인 ENR_TDL로 정의되고 각 필드는 <element>의 속성인 type으로 

정의된다. 각 필드에 대하여 <ElementType>의 속성인 name은 필드명으로, 

content는 ‘textOnly'로, model은 자식요소와 속성을 가질 수 없는 ‘close'로, 

dt:type은 각 필드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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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구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호기록 TDL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간호기록 TDL 문서의 예

에서 선언부에 DTD를 선언하고 이를 XML 파일로 저장하여 우선적으로 이에 대

한 적격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 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방식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XSLT 파일을 작성하여 적용하 으며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하 다.

1.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

1) 적격(Well-formed) 검사

Well-formed XML 문서(적격 문서)란 XML 1.0 스펙의 기본 문법과 구조화 규

칙을 따르는 document를 말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문서이다. 즉, a. 한개 

이상의 요소가 있어야 하고, b. 단 한 개의 루트 요소를 가지며, c. 표준이 정하는 

사용법을 따라 처리 명령(Processing Instruction : PI), DTD 선언, 요소, entity, 

comment, CDATA section의 6개 구성요소만 사용할 수 있고, d. Parsed entity 

자체도 well-formed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작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가 well-formed XML 문서가 되기 위해 위

의 사항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

a. 요소는 <TEMPLATE> 요소가 각각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 템플릿으로 적

어도 하나 이상 있으므로 한개 이상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위의 사항을 만족한다. 

b. TEMPLATE_KNOWLEDGE라는 최상위 루트 요소를 단 하나 가지고 있다.

c. 위 6개 구성요소 중 처리명령, DTD 선언, 요소의 다음 3가지만을 사용하

다.

▪ 처리 명령 : ‘<?’ 와 ‘?>’ 사이에 PI 대상과 지시어를 사용하 다. <?xml 

version=“1.0" encoding=“euc-kr"?>을 사용하여 버전과 인코딩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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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style sheet type=“text/xsl" href=“TDL.xsl"?>을 사용하여 XML 문서에 

대한 표현 정보 파일인 TDL..XSL stylesheet을 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PI를 파서

에게 보냈다.

▪ DTD 선언 : ‘<!DOCTYPE’ 뒤에 DTD 이름과 DTD의 위치를 표현하는 

SYSTEM 키워드, DTD 파일이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 DTD를 선언하

다.

<!DOCTYPE TEMPLATE_KNOWLEDGE SYSTEM "TDL.dtd">

▪ 요소 : 태그(tag)와 속성(attribute), 내용(content)으로 구성된 요소를 사용하

여 정보를 계층적으로 표현하 다. 

d. Parsed entity 자체도 well-formed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작성한 간호기록 TDL 문서는 well-formed XML 문서다.

2) 유효성(Valid) 검사

Valid XML 문서(유효 문서)란 DTD에 정의된 문법과 구조화 규칙 및 그 이외

의 추가적인 규칙을 따르는 well-formed XML 문서를 말한다. well-formed XML 

문서가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valid XML 문서가 된다. 즉, a. DTD를 

갖고 있어야 하고, b. DTD가 정한 구조와 요소의 사용에 대한 규칙 즉 문법을 

따라야 한다.

위의 적격 검사를 마친 well-formed XML 문서인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하

여 다음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Valid XML 문서가 되도록 하 다.

a. “TDL.dtd"라는 DTD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XML 문서에 선언하 다.

b. DTD가 정한 구조(structure)와 요소(element) 사용에 대한 규칙(문법)을 따

르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MS XML Validator를 설치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TDL 문서(“TDL.xml")를 실행한 후 오

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Valid XML"을 실행하여 유효 검사를 한 결과 

"Validation Successful" 이란 메시지가 출력되었다(참조 그림 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XML 문서에 대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위해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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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유효(valid) 검사

그림 16. 간호기록 TDL 문서의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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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그램을 HTML로 작성하 다. 이 프로그램은 Microsoft.XMLDOM에 대한 

ActiveX 개체를 생성하고 간호기록 TDL 문서를 저장한 XML 파일을 로드 한 

후 readyState property가 COMPLETED(4)이고(xmldoc.readyState == 4) 자식

노드의 길이가 0이 아닌지(xmldoc.childNodes.length != 0)를 체크하여 적격 문

서임을 확인하 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schema.checked=TRUE 인지를 체크하여 

유효 문서임을 확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DL 문서에 대한 적격 검사

와 유효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2. XSLT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 작성

XSL은 XML 문서를 위한 스타일시트로 개발되었다. XSL은 크게  XSLT, 

XPath, XSL의 세 가지 부분으로 분리되어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XSLT와 

XPath는 추천안(recommendation)이 나와 있으며 XSL은 워킹 드래프트(working 

draft) 상태이다. XSLT는 XSL Transform의 약자로 하나의 XML 어휘

(vocabulary)를 다른 XML 어휘로 변환시키기는 언어이다.

XSLT는 1999년 11월 16일 승인된 공식 W3C 권장안이다. XSLT는 XML 구조

를 또 다른 XML 구조, HTML 또는 기타 모든 텍스트 기반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어의 마크업 및 프로그래밍적 의미에서 하

나의 언어이다. XSLT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출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만 XSLT의 실제 능력은 CSS(Cascading Style Sheet)에서처럼 구조의 단순한 미

디어 표현이 아닌 기초를 이루는 이러한 구조의 변경이다. XSLT는 하나의 XML 

어휘를 다른 XML 어휘로 변환시키기는 언어이며 XML로 기술된다. 즉 XSLT 

문서는 Well-formed XML 문서다.

1) 기본적인 XSLT 작성법

<xsl:style sheet>과 </xsl:style sheet> 사이에 Template Rule, Output 

Template의 쌍이 나열된다. Template Rule은 <xsl:template name=QName 

match=“Location Path">,  </xsl:template>를 사용하여 정의하며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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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은 Template Rule 내부에서 출력포맷을 정의하는 것이다. Output 

Template으로는 노드값을 출력하기 위한 <xsl:value-of select=“Location Path" 

/>,  다른 Template Rule을 Invoke할 때 사용하는 <xsl:apply-templates 

select=“Location Path" />, 그리고 <xsl:template name=QName match=“Location 

Path"> 서 정의한 QName 으로 template 을 call하는 <xsl:call-template 

name=“Template Name" />이 있다. 

2)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XSLT 작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생성된 TDL 문서는 해당 전자간

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혹은 

무선 환경에서 어디서든 간호기록을 조회하여 볼 수 있다. 만일 병원 간에 간호

기록 데이터를 TDL 문서로 교환한다면 해당 병원 시스템의 플랫폼과 데이터베이

스에 무관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새롭게 정의하여 간호

기록을 조회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즉,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두 병원이 

있다고 할 때 A병원에서 B병원으로 간호기록 TDL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 만일 

두 병원의 변환 정보(transaction information)나 TDL 문서의 구조와 요소가 조금

이라도 다르다면 TDL 문서를 XSLT 파일에 의해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양쪽 

병원 모두 유동적으로 간호기록 데이터를 교환 및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TDL 문서는 일종의 XML documnet에 해당하므로 간호기록 TDL 문서를 

XML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

로 출력되도록 XSLT 파일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작성된 TDL 문서를 XML 파일로 저장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 데이터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XSLT를 작성하 다. 브라우저 상에 출력될 간호기록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간호기록 유형(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 표준진술문, 속

성과 속성값 및 단위에 대한 정보로 하 다. 따라서 TDL 문서내의 요소들 중 

TEMPLATE의 TITLE, PANEL의 TITLE, ATOM의 TITLE, VALUE, UNIT의 

노드값을 출력하면 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XSLT 작성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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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XSLT를 표 20과 같이 구현하 다.

표 20.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XSLT 작성 예

<?xml version=“1.0" encoding=“euc-kr"?>

<xsl:style sheet version=“1.0" xmlns:xsl=“http://www.w3.org/1999/XSL/Transform">

<xsl:output method=“xml" version=“1.0" encoding=“UTF-16" indent=“yes"/>

  <xsl:template match = "/">

    <html>

    <body>

    <div style=“font-family:Comic Sans MS; font-size:15pt; font-weight:bold; 

color:blue; text-align:center">전자간호기록</div>        

    <table width=“550" align=“center" cellspacing=“2" cellpadding=“5" border=“0">

    <tr bgcolor=“lightsteelblue">

    <td align=“center">간호과정</td>

    <td align=“center">표준진술문</td>

    <td align=“center">속성</td>

    </tr>

    <xsl:for-each select=“TEMPLATE_KNOWLEDGE/TEMPLATE">

      <tr bgcolor=“#f2f2f2">

      <td align=“left"><xsl:value-of select=“substring(TITLE,1,5)"/></td>

      <td align=“left"><xsl:value-of select=“./PANEL/TITLE"/></td>      

      <td align=“left">

        <xsl:for-each select=“./PANEL/ATOM">

          <xsl:value-of select=“TITLE"/> : 

          <xsl:value-of select=“VALUE"/> 

          <xsl:value-of select=“UNIT"/><br/>

        </xsl:for-each>

        </td>

      </tr>

    </xsl:for-each>

    <tr bgcolor=“lightsteelblue"><td colspan=“3"></td></tr>

    </table>

    </body>

    </html>

  </xsl:template>   

</xsl:styl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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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XSLT를 적용한 간호기록 TDL 문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그림 17과 같이 출력된다. 

3. 간호기록 TDL 문서의 HTML 파일 전환 및 출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록 TDL 문서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간호기록 

TDL 문서 파일(XML 파일)과 XSLT 파일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로드할 수 있고 

로드된 XSLT를 사용하여 해당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하여 볼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 다. 이는 다양한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하여 다양한 XSLT를 적

용함으로써 그 결과물로서 각 문서에 대한 HTML 파일을 얻을 수 있고 출력해 

그림 17. XSLT를 적용한 인터넷 기반 전자간호기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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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간호기록 TDL 문서가 XSLT에 의해 HTML로 전

환되는 과정은 그림 18과 같다.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XML 파일을 로드하는 과정 : MSXML2 개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ActiveX 개체로 생성하고 ‘load’ 메서드를 사용하여 XML 파일을 로드한 후 

XML 파일 출력을 위한 텍스트 역으로 ActiveX 개체의 xml property를 보낸

다.

2) XSL 파일을 로드하는 과정 : MSXML2 개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ActiveX 개체로 생성하고 “load" 메서드를 사용하여 XSL 파일을 로드한 후 XSL 

파일 출력을 위한 텍스트 역으로 ActiveX 개체의 xsl property를 보낸다(참조 

표 21).

그림 18. TDL 문서를 HTML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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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ML 파일로 전환 : MSXML2 개체의 DOMdocument 클래스를  XML과 

XSL용 ActiveX 개체로 각각 생성하여 XML 파일과 XSL 파일을 로드한 후 

‘transformNode’ 메서드를 사용하여 XSL style sheet을 기반으로 XML 문서를 

HTML 파일로 변환시킨다(참조 표 21). 

4) 실행 결과 :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하는 프로그

램을 HTML로 작성 한 후 실행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HTML 파일로 전환된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하여 ‘HTML 보기’ 버튼을 클릭 하면 새 창이 떠서 

XSLT를 적용한 TDL 문서가 그림 19와 같이 출력된다.

표 21. XML 파일을 로드하는 과정

 var docSourceFile = new ActiveXObject("MSXML2.DOMDocument.3.0");

 docSourceFile.async=false;

 docSourceFile.load(strSourceFileName);

 txtarea_source.value=docSourceFile.xml;

 txtarea_result.value=“"; 

표 22. HTML 파일로 전환

 var docSource = new ActiveXObject("MSXML2.DOMDocument.3.0");

 var docStylesheet = new ActiveXObject("MSXML2.DOMDocument.3.0");

 var strSource=txtarea_source.value;

 var strStylesheet=txtarea_stylesheet.value;

 docSource.async=false;

 docStylesheet.async=false;

 docSource.loadXML(strSource);

 docStylesheet.loadXML(strStyle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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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간호기록 TDL 문서를 HTML 파일로 전환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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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최근 들어 의료 정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병원 현

장으로부터 웹 사이트로 이동하고 있고 의료 정보 자체도 해당 병원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일시적인 정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시

스템 혹은 병원 간에 공유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환자 기본 정보, 처방 자료, 기록 자료, 임상 자료 등을 보내고 받는 시

스템들이 교환되어지는 데이터의 의미를 공유 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히 정의된, 

모호함이 없는 지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가

장 우선적으로 기초 자료가 되는 의료 용어의 표준화와 코드체계가 필요하고, 어

떠한 시스템 환경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가능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료 정보는 

차세대 표준 인터넷 언어이자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인 XML 데이터로 변환하

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및 간호정보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환

자 정보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처리 또는 전송이 뒤따르기 때문에 XML

이 이런 응용 프로그램의 구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최종 사용자

의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서에 저장되어 있든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든 간에 웹 사이트에 이미 있는 정보는 XML 기반의 인

트라넷 지향 어휘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는 특히 병원 간의 정

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의 코드조합으로 미리 정의된 산과 간호

단위 표준진술문과 속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XML 기반의 

TDL을 사용하여 간호기록 템플릿을 설계 및 구현하 으며,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입력 결과로서 XML 데이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를 생성하 다.

먼저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정의된 산과 간호단위 표준진술문과 

속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하여 간호과정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유형에 따

라 ‘증상/징후’, ‘진단’, ‘중재’로 구분된 각 표준진술문의 타입을 정의하 고 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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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값의 항목, 단위, 데이터 타입, 카테고리, 반복구분 등을 

정의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간호기록 템플

릿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의 구조와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TDL을 정의하

고 TDL을 기반으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플릿을 설계 및 

구현하 다. 그러나 간호학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사용되어 온 템플릿은 그 구조

와 내용을 다른 자유로운 형식의 기록으로 변화시키는 유용한 표준 기술을 갖지 

못했고 용어에 있어서도 혼돈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핵심이 되

는 간호기록을 XML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병원 간,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XML의 표준을 응용한 TDL을 정의하여 

간호기록 템플릿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간호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TDL이 XML 표준을 응용한 것이므로 간호기록 

템플릿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 뿐 아니라 간호기록에 있어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비의존적이며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혹은 병원 간에 XML 데이

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를 교환하여 간호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해 XML 데이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TDL 문서의 DTD를 작성하 고 생성된 간

호기록 TDL 문서가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

여 TDL 문서에 대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한 후 이 TDL 문서가 확장 가

능한 표준 인터넷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이고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

며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XSLT를 작성해 인터넷 익

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되도록 하 다. 이는 TDL 문서가 XML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원하는 간호기록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

해 줌으로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국한된 간호기록이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혹은 최근에 등장한 무선 환경에서의 Wireles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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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등을 통해 어디서든 출력이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의 간호기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해야할 문제와 이 문

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용어 및 표준진술문의 구조와 속성에 있

어서 미리 정의된 산과 간호단위 표준진술문 및 속성을 가지고 각 속성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한 후 간호기록 템플릿을 통한 전자간호기록 입력시 이를 적용

시켰으나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모든 간호단위별로 표준진술문 및 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과정을 구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준진술문의 유형에 따라 ‘증상/징

후’, ‘진단’, ‘중재’로 구분하 으나 ‘계획’, ‘결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고, 표준진술문의 속성을 분석할 때 입력 가능한 값의 항목, 

단위, 데이터 타입, 카테고리, 반복구분 등을 일반적으로 정의하 으나 이를 각 

간호단위별로 특성화시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데이터 타입에서 

‘DB’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로직의 

구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의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화할 때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복되는 필드를 최소화하여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로 정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현하기 위

해 TDL을 정의하 고, 이를 사용하여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

플릿, 속성추가 템플릿을 작성하 는데,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를 검색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엄격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IXMLDOMNode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검색 로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간호기록 TDL 문서를 활용

하여 XSLT를 작성해 하나의 간호기록 TDL 문서를 XML 파일로 저장한 후 인

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되도록 하 는데,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가 

입력 혹은 선택한 검색 조건에 따라 해당 환자별, 기록일자별, 입력 간호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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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간호기록 TDL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XML 파일로 자동 

저장, 출력하는 로직을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간호기록 TDL 문서

를 생성하는 도구를 비롯하여 최종 사용자가 공동 작업 웹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개발 분야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간호정보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나 그 밖의 데이터, 예를 들면 

Excel이나 그 밖의 기존 스프레드시트의 레이아웃, 그래픽, 기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설명을 위한 표준 스키마를 개발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생성되는 XML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 개발 또한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호기록 TDL 문서를 보기 위한 사용자 정의 도구는 

Visual Basic, Java, C++ 등을 사용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ASP, 

HTML, XML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현하기 전에 ATOM 항목들 즉, 표준

진술문의 각 속성에 대한 TYPE, LOCATION, REPET, VALUE, CAT, UNIT 등

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시간이 걸리고 각 간호단위별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작업이다. TDL 자체는 간호기록 템플릿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으

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분하고 간호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간호기

록 시스템의 표준화작업과 부속적인 산물에 대하여 TDL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이는 각 간호단위별 표준진술문 세트를 정의하고 각 표준진술문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하는 등의 선행 작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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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증상/징후, 간호진단, 간호중재에 이르는 간호과정에 국제간

호실무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표준진술문과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XML의 표준을 응용한 TDL을 기반으로 하는 간호기록 템플릿

을 작성하며, 이를 통한 간호기록 입력시 XML 데이터인 간호기록 TDL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생성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인터넷 기반의 전자간호기록으로 

공유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범위는 간호기록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간호기록지'를 선택하여 증상/징

후, 간호진단, 간호중재의 간호과정에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의 코드조합으로 미

리 정의된 산과 간호단위 표준진술문 세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 으며, 연

구 설계는 전자간호기록 입력시 구조화된 자료입력방식으로서 XML 기반의 TDL

을 사용하여 간호기록 템플릿을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간호기록 TDL 문서

를 생성하고자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과정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미리 정의된 산과 간호단위 표준진술문과 

각 속성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증상/징후’, ‘진단’, ‘중재’로 구분된 각 표준진술문

의 타입을 정의하고, 입력 가능한 값의 항목, 단위, 데이터 타입, 카테고리, 반복구

분 등을 정의하 다.

2. 분석 결과를 간호기록 입력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3.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간호기록 템플릿을 구현하기 위하여 TDL

을 정의하 고, 이를 사용하여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기록 템플릿, 속

성추가 템플릿을 작성하 다.

4. TDL 문서의 DTD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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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템플릿을 통한 입력 시 간호기록 TDL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직을 구

현하 다.

5.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적격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한 후 이 TDL 문서

가 확장 가능한 표준 인터넷 언어로 작성된 데이터이고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며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XSLT를 작성해 인

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는 본 연구 결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전자간

호기록 시스템 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현한 간호기록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면 

간호기록 템플릿을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이 아닌 웹 가능 소프트웨어(web 

enabled S/W) 형태로 제작하여 컴포넌트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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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각 간호단위별로 표준진술문과 속성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즉, 각 간호단위별로 표준진술문 세트를 정의하고 각 표준진술문에 대한 속성

들을 정의한 후, 속성의 입력 가능한 값의 항목, 단위, 데이터 타입, 카테고리, 반

복구분 등을 정의하여 간호기록 입력시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

반 작업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2. 위의 기반 작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관리자용 시스템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관리자용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각 간호단위별로 표준진술문

과 속성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보

다 쉽고 빠르게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ASP 등으로 작성된 웹 프로그램이나 

Visual Basic 등으로 작성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검색기능을 가진 간호기

록 템플릿의 구현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토대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IXMLDOMNode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4. 간호기록 템플릿을 웹 가능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작하여 컴포넌트화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2-티어로 개발된 간호기록 템플릿은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

는 전자환자기록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임을 고려한 것이나 앞으로의 기

술추세인 웹으로의 변화를 상정하여 웹 가능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작하여 컴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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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화할 필요가 있다. 즉, XML 기반의 간호기록 템플릿을 적용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ASP, HTML, XML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5.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내에서 다양하고도 복잡한 간호기록 TDL 문서를 표시

하기 위한 강력한 새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표시 계층을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복잡한 계층

적 데이터 집합의 최상위에 매핑함으로써 가능하다.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는 축소된 개요, 피벗 테이블 동적 보기, 각 포트폴

리오에 대한 간단한 시트 등이 있다. 

6.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 간호기록 TDL 문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

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웹 사이트에서는 웹 브로드캐스트로 필터링하거나 이 사이트를 복제하는 서버 

트리에 대한 적절한 폴링을 통해 실시간 간호기록 TDL 문서 등을 제공할 수 있

다. 전자 메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의 유효 기간에 대한 사용자 

정의 규칙을 작성함으로써 간호기록 TDL 문서에 대한 정보 오버로드를 피할 수 

있다. 표준 개체 모델은 주로 스크립트로 작성된 이러한 함수들이 받은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저장된 메시지를 검사하며,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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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 Implementation of XML-based 

Nursing Record Template

                                                      Choi, Hee Jai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Nursing information must be utilized not as a temporary information with 

restricted use but as a shared information between hospitals and other 

information systems. To share nurs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nursing terminology, to save information in database for recycling, and later to 

be able to search data in various environments. To to do nursing information 

must be converted into and transmitted using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data which is the next-generation internet language 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

Moreover, when nursing information is entered, a structured data entry(SDE) 

method providing an appropriate message and making a good use of existing 

body of knowledge must be used. As a method of SDE, template which is a 

screen designed for data entry and search can be used to provide the fixed 

number of items which users write out and prepare patterns according to 

patient's problems or conditions.

In this study, a part of nursing process, namely, ‘sign/symptom', ‘nursing 

diagnosis' and ‘implementation' was used for the design & implementation of 

XML-based Nursing Record Templat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ICNP) was used as a standard nursing terminology. Nursing record 

TDL document was created with XML data through the template for an 

Electronic Nursing Record. This nursing record TDL(Template Definition 

Language) document can be shared between hospitals or other informa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the nursing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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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L documen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rocess of structuring nursing process consists of defining types of 

statements into ‘sign/symptom', ‘nursing diagnosis' and ‘implementation', and  

defining attributes of the items to be selected or added, data types, categories, 

divisions of the repetition about pre-determined statements and attributes of 

obstetrical nursing unit.

2. The database was designed so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an be used 

when entering nursing records.

3. On the basis of the database, TDL was defined for implementation of 

Nursing Record Template. Nursing Record Template and Attribute Addition 

Template were implemented in an Electronic Nursing Records System(ENRS). 

Nursing Record Template is a screen with a selected statement and attributes 

from the database. It is classified as ‘Sign/Symptom Template', ‘Nursing 

Diagnosis Template', or ‘Implementation Template' according to the type of 

statement.  This reflects items to be added, data types, categories, divisions of 

the repetition about each attribute of a statement. Attribute Addition Template 

was also developed for nurses to define and use tags directly and to enter 

nursing records as structured attributes of a statement.  

4. The DTD(Document Type Definition) of the TDL document was written out 

and the logic of automatic creating the nursing record TDL document was 

implemented when adding nursing records through the Nursing Record Template 

in the ENRS.

5. After giving a well-formed and a validity test,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 was written out and represented in the Internet Explorer 

Browser in order to show this TDL document is indeed data made of extensible 

standard internet language, run on an independent platform and database, and 

described in various types. It is worth to note that TDL document is a standard 

data format of nursing record in internet explorer browser or WAB(Wireless 

Application Browser) as well as existing legacy system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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