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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

전희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파열성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성인 환자의 간호 관리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토콜을 중환자실에 입.

원중인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를 위한 간호에 실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임상간

호 실무를 개선하고 추후 이들의 합병증 예방과 신경학적 손상 정도를 감소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며 프로토콜 개발에 기여한 참여2010 9 1 12 16 ,

자는 권고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년 이상의 신경외과 중환자실 경력간호사 명 전2 22 ,

공의 명 개발된 프로토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외과 교수 인 간호학 교수3 , 2 , 2

인 방법론의 전문가인 간호학 교수 인을 포함한 전문가 명으로 구성되었다, 1 5 .

프로토콜 개발은 년 임상연구 지원센터에서 개발한2009 “Manual for Guideline

과 을 번Adaptation Version 1.0” “resource toolkit for guideline adaptation 1.0”

역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임상 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에“ Version 1.0”

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단계로 진행되었다9 .

각 단계는 첫째 의 임상,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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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인 지주막하 출혈환자 간호‘ (Care of the Patient with Subarachnoid

의 수술 후 간호와 관련된 권고항목을 임상실무와 비교분석 및Hemorrhage [SAH])’

문헌고찰을 통한 예비 권고항목 작성 둘째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 셋째 예비; , ,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 검색 및 최신성 평가 넷째 관련문헌의 근거표 작성 및; ,

연구 질 평가 다섯째 권고의 형성 및 권고 강도결정 여섯째 강도가 명시된 권고항; , ; ,

목으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 일곱째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적절; ,

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 여덟째 권고와 권고 등급이 명시된 최종 간호실무, , ; ,

프로토콜 개발 아홉째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평가의 단계이다; , .

전문가의 각 항목별 적용가능성과 적절성 평가는 를 사SPSS PC 18.0 for Windows

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차에 따라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한 후 명의 실무전문가를 통해 각1. 25

권고항목별로 적절성 적용가능성에 대한 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간호사정 영역에서, 9 ,

는 개 권고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점 이상이었으며 점미만인 개의 항목2 7.5 , 7.5 2

수정 후 재평가하여 포함하였다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점미만인 개 항목 중 개. 7.5 10 2

항목은 수정 후 재평가하여 포함하였고 개 항목은 삭제하였다 간호평가 영역에서는8 .

점 미만인 개 항목 중 개 항목은 수정 후 재평가하여 포함하였고 개 항목은7.5 19 4 15

삭제하였다 이로써 본 프로토콜의 각 권고항목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은 모두 점. 7.5

이상이었다.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간호사정 개 영역 개의 권고 간호중재 개 영역2. 6 52 , 14

개 권고 간호평가 개영역 개 권고로 총 개 영역 개의 권고로 구성되어94 , 2 17 22 163

있다. 간호사정 개 영역은 신경학적 검진을 한다 활력징후를 관찰한다6 ‘(1) . (2) . (3)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를 관찰한다 두 개강내압 상승 징후를 관찰한다 임상. (4) . (5)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심장 합병증을 관찰한다 이며 간호중재 개 영역은. (6) .’ , 14 ‘(7)

혈관연축을 예방한다 대뇌 부종을 관리한다 뇌수두증을 관리한다. (8) . (9) . (10)HOB(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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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제공한다 열 을 관리한다 약물을 투여한다bed elevation) 30 . (11) (fever) . (12) .

를 예방한다 조기재활 간호를 제공한다 인(13)DVT(deep vein thrombosis) . (14) . (15)

공호흡기 간호를 제공한다 흡인간호를 제공한다 구강간호를 제공한다. (16) . (17) . (18)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 피부간호를 제공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19) . (20)

한다 이고 간호평가 개 영역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 환자의 간호결과 평가와.’ , 2 ‘(21)

과정평가 로 구성되었다(22) ’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의 권고항목에 대하여3. 163 NHS R & D (National Health

Servic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2001)

의 권고강도 등급에 따라 등급 개 항목 등급 개 항목 등급 개 항목으A 121 , B 14 , C 28

로 권고강도를 결정하였다 이 중 등급 개 항목은 근거가 된 연구의 질은 낮았으. C 28

나 전문가 합의에 의해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등급으로 포함하였다C .

확정된 프로토콜은 명의 평가전문가 집단이4. 5 AGREE(Appraisal of Guidelines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 후 각 영역별 표준화 점수를 산Research and Evaluation)

출하였을 때 권고의 독립성 그리고 지침 개발 그룹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 상충과,

관련된 항목들로 이루어진 편집의 독립성 영역에서 로 가장 높았으며 지침 사‘ ’ 100% ,

용자의 견해를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항목인 이해당사자의 참여 가‘ ’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범위와 목적 개발의 엄격성 정확성과 표현은 각각73% . , ,

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82%, 89%, 85% 80% .

본 프로토콜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간호하는데 체계

적인 근거기반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며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및 재원기간 감소를,

통한 의료비 감소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년 임상연구 지원센터. 2009

에서 개발한 과“Manual for Guideline Adaptation Version 1.0” “resource toolkit

을 번역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임상 진료지for guideline adaptation 1.0” “

침 수용개작 매뉴얼 의 개발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본 프로토콜을 개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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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용 개작을 통한 간호실무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의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경부 결찰 수술 근거기반 간호 프로토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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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년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2009 3 ,

질환 심장질환으로서 뇌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원인이 높은 심각한 질환이다,

통계청 외국의 경우 뇌혈관 질환 중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빈도가 인구 만( , 2010). 10

명당 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정훈 박인성 박경문 강동호 황수현7.8~21.4 ( , , , , ,

뇌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며 뇌 지주막하 출혈2009). ,

후 일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에 달하고 생존한 경우에도 약 절반에서 돌이30 40-50%

킬 수 없는 뇌손상을 유발하여 결국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사회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 박규현( , 2003).

최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수술법의 발달로 사망률

및 장애율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정성삼 항상 재 출혈과 뇌압상승의 위험( , 2005),

이 있고 폐렴이나 요로감염과 같은 차 감염 욕창이나 기능장애와 같은 심각한 합병2 ,

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전현지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 , 2007).

막하 출혈은 다른 뇌졸중의 질병경과와 임상적 결과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뇌동맥

류 결찰 수술이라는 치료적 중재를 거치면서 지주막하 출혈의 분의 에서 증상적3 1

혈관 연축이 나타나고 혈관연축 발생환자의 분의 은 이로 인해 사망하며 나머지, 3 1 ,

분의 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정도로 뇌동맥류3 1 (Lin, 2002; Macdonald, 2001)

결찰 수술 후에 가장 흔한 합병증이 뇌혈관 연축이다 따라서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

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활력징후와 생리적 인자의 모니터링 간호기술의 정확한 사,

용 환자에게서 확인된 자료들을 신속하게 담당의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

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지주막하 출혈 환자(Crimlisk & Grande, 2004).

의 정맥 내 수액요법을 비롯한 다양한 중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며(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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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Deeny & Thompson, 2004). ,

관련된 가족들의 염려에 대한 간호까지도 세심하게 제공하여야 한다(Verhaeghe,

Defloor, Van Zuuren, Duijnstee & Grypdonck, 2005).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많은 의료이용 횟수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뇌혈

관 질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년부터 년1998 2005

까지 출혈성 뇌졸중 발생자의 입원의료 이용 횟수는 평균 회로 보고되었으며 평3.44 ,

균 외래의료 이용 횟수는 평균 회로 보고되었다 제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47.6 ( ,

이러한 잦은 외래이용과 재입원은 결국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2007).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입원과 외래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양호한 환자예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초기 중환자실에서의 체계적인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개별적인 간호 연구의 수행과 더불어 간호교육 및 실무에서도 연구 결과의 활

용 및 확산을 통해 간호연구와 실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도구로써

근거중심 간호가 대두되고 있다 근거중심 간호는 과학적인(Craig & Smyth, 2002).

간호지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환자의 건강회복과 유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황주연( , 2004). 근거중심 프로토콜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환자의 선호도와 가치 경험 그리고 자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

개발하므로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명애( , 2006).

국내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연구

로 뇌혈관 수술환자에게 적용한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이영자 뇌졸중 환( , 2000),

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 요구도 윤미경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 2005),

개발 전현지 이 있으며 외상성 뇌출혈 환자간호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응급환( , 2007) ,

자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유지성 뇌손상 환자의 초기 사정도구 개발 김해( , 2006), (

리나 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퇴원교육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응급, 2004)

실에서의 간호실무와 관련된 연구들로 뇌혈관질환 환자의 수술 후 중환자 간호와 관

련된 실무 프로토콜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국외의 중환자실 간호실무와 관련된 프로토콜도 대부분이 내과질환 환자와 관련된

프로토콜이거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와 관련된 프로토콜(Beck & Johnson, 2008; F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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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elman 2009; Mastrokostas, Gkrizioti, Vassiliou & Nosileftiki, 2008; Arabi

로 자발성 뇌출혈 환자et al., 2010; Barr, Hecht, Flavin, Khorana & Gould, 2004)

의 수술 후 중환자실 간호와 관련된 실무 프로토콜은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

자는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긍정적인 예후를 보장하기 위

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 간호실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는 아직 표준화된 인증기관이 없어 기존 미국의 표준화된 인증기관인 AANN(American

의 임상가이드라인인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Care of the Patient

를 국내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임상연구 지원센터에서 개with SAH’

발한 임상 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에서 제시하는 방법론 김“ Version 1.0” ( 수영 김,

남순 신승수 김동완 지선미와 이수정, , , , 을 토대로 수용 개작하여 간호실무 프2009)

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의 임상가이드라인인. AANN ‘Care of the Patient with

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간호와 관련되어 방향성만 제시된 수준의 가이드라인SAH’

으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 프로토콜

로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는 임상실무에서 주관적 판단과 경험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객,

관성을 적용하여 실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Murtagh, 2007),

이들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재활을 도모하여 간호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안전

하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여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증대시키며 체계,

적인 간호실무 지침을 통한 간호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자 뇌동맥류 결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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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단계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 임상가이드라인인 의 수술 후 간호, AANN ‘Care of the Patient with SAH’

와 관련된 권고항목을 임상실무와 비교분석 및 문헌고찰을 통해 예비 권고항목을 작

성한다.

둘째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셋째 예비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 검색 및 최신성을 평가한다, .

넷째 관련문헌의 근거표 작성 및 연구 질을 평가한다, .

다섯째 관련 문헌의 권고를 형성하고 권고강도를 결정한다, .

여섯째 강도가 명시된 권고항목으로 예비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

일곱째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하여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 ,

를 평가한다.

여덟째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

아홉째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를 평가한다, AGREE .

용어의 정의3.

뇌동맥류 결찰수술1)

이론적 정의 뇌동맥류 환자에게 시행되는 뇌동맥류 결찰수술은 뇌동맥류의- :

근위부나 원위부에 임시적 클립 을 이용하여(temporary clip)

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일시 차단하는 것으로 동맥류의 용이한

박리나 동맥류 조기파열시 일시적 지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술 수기 중의 하나이다(Akyuz, 200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파열성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환자에게 시행된- :

뇌동맥류 경부 결찰수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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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 프로토콜2)

이론적 정의 프로토콜은 주요 증상이나 질병과정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조직화- :

된 방법으로 다른 지침에 비해 구체적이고 절차 중심적으로 흔히

특정 환자집단을 위하여 설계되며 구성요소로는 문제의 정의나 배

경 정보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계획 환자와 가족교육 추후, , , , ,

관리 등이 포함되며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간호에(Harris,1997),

대한 표준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실무를 통한 전

문직 간호 실무에 사용될 수 있다 윤혜영( , 200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임상연구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

임상진료지침수용개작 매뉴얼 김“ Version 1.0”( 수영 외, 의2009)

개발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

원한 중환자를 위한 간호 실무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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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헌 고 찰.Ⅱ

1.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환자 간호

뇌동맥류 결찰수술은 뇌동맥류의 근위부나 원위부에 클립 을 이용하여 동맥류(clip)

로 가는 혈류뿐 만 아니라 정상적인 뇌 조직으로 가는 혈류도 동시에 차단시키는 수

술법이다 이러한 뇌동맥류에 대한 조기 결찰수술은 빠른 시간 내에 뇌동맥류를 혈류.

순환계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재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Ross, 2002).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은 인구 만명 당 명에서 명 정도로 나타나며 이러10 7.8 21.4 ,

한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은 출혈 후 일에서 일에 걸쳐 뇌혈관 연축이 나타난1/3 4 14

다 김정훈 외 이러한 혈관 연축은 지연성 신경학적 결손( , 2009). (delayed ischemic

으로 진행되며 이들 중 약 는 사망하neurologica deficit: DIND) (Kosty, 2005), 25%

고 생존자의 약 는 신경장애가 남는다 김정훈 외, 10% ( , 2009).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은 환자는 다른 신경외과 수술환자와 달리 수술 후 내과적

문제 심장기능 이상 수분 및 전해질 이상 폐기능 저하 혈전 및 색전 등 이차적 뇌( , , , ),

손상 저산소증 저혈압 저혈당 등 및 뇌수종 경련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 , ) , ,

순환기 이상 및 폐합병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환자들은 흔히 대뇌

혈관연축이 소실되는 시기로 알려진 수술 후 주까지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2

게 된다 성재훈 이성학 뇌 지주막하출혈 후 첫 시간 이내에 관찰되는( & , 2008). 72

뇌실확장인 급성 뇌수종은 지주막하 출혈 후 생존한 사람의 약 에서 보이고20~27% ,

개월이 경과한 다음의 뇌실확장은 약 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뇌 지주막하1 20~60% .

출혈 이후 심장기능 저하는 잘 알려진 합병증의 하나로서 이상 심전도 소견 및 부정

맥이 에서 발견되고 심근벽의 구조적 손상 시 혈중에 증가하는 심장 효소50~100% ,

인 가 상승할 경우 심근벽 운동이상을 보일 확률이 높으며creatine kinase(CK-MB)

결국 혈역동학적 장애를 초래하여 폐부종이나 뇌혈관 연축 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

다 성재훈 이성학 비록 우리나라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양의 보고를(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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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 신경외과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빈도는 에 이를 정도로 높게18~50%

보고되고 있으며 뇌 지주막하 출혈 후 저 나트륨 혈증은 에서 나타나고 대, 10~34%

개 출혈 후 수일 이후에 발생하며 뇌혈관연축의 발생 진행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재훈 이성학 뇌 지주막하 출혈 후 가장 흔한 폐합병( & , 2008).

증은 폐렴과 폐부종으로 동맥류 파열 환자의 약 에서 나타나며 특히 염두에 둘20% ,

합병증은 신경성 폐부종으로 가쁘고 불규칙적인 호흡 단백함유가 높은 분홍빛의 거,

품이 많은 기도점액을 배출하는 특징을 보이며 전체 환자의 약 에서 합병된다, 2%

기타 합병증으로 경련 고열 혈액학적 이상 간독성 신장(Solenski et al., 1995). , , , ,

기능 저하 및 소화기 합병증이 있으며 고열의 경우 탈수로 혈관연축을 야기할 수 있,

으므로 조기의 원인규명 및 해열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만 한다 성재훈(

이성학& , 2008).

뇌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신경외과 간,

호사는 환자의 모니터링과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간호를 수행하여

야 한다 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재출혈과 관련된 신경학적 변화의 조기.

발견을 통한 즉각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 신경학적 손

상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일부터 발생하는 뇌혈관 연축의 임상적 증상인 두통 미, 3 ,

열 혈압상승 의식저하와 같은 증상의 확인 칼슘 길항제인 약물 사용과, , , nimodipine

경두개 도플러 검사 검사에 대한 전(Transcranial Doppler Ultrasonsgraphy: TCD)

문적 지식을 갖추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Mathilde, Lisa & Marianne,

를 통해 혈류 속도가 이상으로 증가되거나 하루 사이에2006). TCD 200cm/sec ,

이상으로 속도가 증가한 경우 뇌혈관 연축을 진단하게 된다 김정훈 외50cm/sec ( ,

2009).

또한 지주막하 출혈 후 일에서 일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저나트륨혈증에 대한2 10

모니터링과 정맥 내 수액요법에 주의를 기울여 뇌부종과 같은 심각한 장애를 예방하

고 폐합병증 예방을 위해 환자의 영양 흡인간호 체위변경 흉부물리 요법 등에 체계, , , ,

성을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간호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실무의 항목을 나열하고 항목에 대한 근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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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그 요구를 충, ,

족시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세심하게 간호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문헌을 고찰하였을 때 국내에는 아직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의 실무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국내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로 김정숙 은 뇌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한(2001)

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나 이 연구는 지주막하 출혈환자가 응급critical pathway(CP) ,

실 내원 후부터 수술 후 퇴원까지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는지에 대해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각각의 간호 실무에서 사용하는 권CP

고항목에 대한 근거기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유지성 은. (2006)

두부손상 응급환자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는 응급실을 내원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간호항목을 나열한 것으로 중환자실 간호 실무에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개발이 시급하며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실무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실무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

고자 한다 또한 각 권고항목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비평적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의.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신경학적 손상 감소 재원기간 감,

소를 통한 의료비 감소 간호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근거기반2. 간호실무 프로토콜

년 보건복지 가족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년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년2009 2007 2006

보다 가 증가한 조 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비 수준이다12.0% 61 3,449 , GDP 6.8% .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의료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의료제공자에게는 좀 더,

질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연보 이( , 2009).

에 부응하여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근거에 기반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종구 최근 개별적인 간호연구의 수행과 간( , 2009),

호교육과 실무에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통해 간호연구의 실무와의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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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도구로서 근거중심 간호가 대두되고 있다(Craig &

Smyth, 2002).

근거중심 간호는 과학적인 간호지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환자의 건

강회복과 유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황주연( , 2004).

이미 미국 호주 영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도입하고, ,

자 하는 각계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직의 속성인 근거의 양과 근거를 관.

리하는 능력은 간호에서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환자간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들의 근거기반 간호실무 수행에 대해 조사한 연구결.

과 국외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숙 박효순과 박명화, ( , 2001; ,

오의금 오현주 이윤정 이은현과 김혜숙 간호행위가 법적인 타2006; , , , 2004; , 2000).

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최신의 지식을 근거로 한 간호실무 프로토

콜을 토대로 실무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이 절,

실하다 많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따라 확실한 근거 하에 만들어.

진 최신의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간호사의 임상실무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매우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 합의를 통하여 개발된 전통적인 가이드라인은 합의과정.

에서 참여자의 편중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김명애 즉( , 2006).

근거중심 간호는 간호전달시 환자그룹이나 개인의 욕구와 성향을 고려하고 임상적 경

험과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최상의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하며 개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여 간호사가(Ingersoll, 2000),

가지고 있는 최신의 최선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임상지식을 가지고 활용 가능한 자원,

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명화 이는( , 2006).

단순히 연구결과의 적용을 강조하는 연구 활용의 개념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근거중,

심 간호는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개별 대상자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고려와 실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연구 중심 지식과는 차별된

다 박명화( , 2006).

국외의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으로는 낙상예방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가이드라인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영양(Semin-Goossens ,van der Helm & Bossuy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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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양 상담과 관련된 근거중심 간호 가이드라인(Renz, Landenberger, Knerr,

말초정맥 카테터 관리와 관련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Bernd & Horn, 2007),

성인 환자의 변비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Frigerio et al., 2010), (Lin, Yen

입원환자의 금연을 위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Chen, 2010), (Ginn, Cox, & Heath,

임신 초기의 오심과 구토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중심 접근 등이2008), (King, 2009)

있었다 또한 근거중심 프로토콜에는 저혈당 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프로토콜.

경장영양 주(McEuen, Gardner, Barnachea, Locke, Backhaus & Hughes, 2010),

입과 관련된 근거중심 간호실무 프로토콜 입원환자의 금연을 위한 근(Kenny, 2010),

거중심 프로토콜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중심 실무의 이(Ginn & Cox, 2008),

행 장기 요양시설에서 요로감염 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임상경로(Dibsie, 2008),

등이 있었다(Lohfeld & Loeb, 2007) .

국내의 경우 근거중심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아직 도입기 상태이며 지금까지의 간호

실무 프로토콜은 의료기관별로 자체 내에서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프

로토콜 형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박명화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근거중심( , 2004).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연구는 편 황주연 박태남 김수미 에 불과3 ( , 2004; , 2006; ;2010)

하였다 황주연 은 급성혼돈 환자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2004)

개발하였으며 박태남 은 시설노인의 비약물적 변비 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 (2006)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김수미 는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 (2009)

투석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후 적용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

가하는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의 임상 가이드라인인 지주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

막하 출혈환자 간호 를 토대로 하였다 이 가이드라(Care of the Patient with SAH)’ .

인은 동맥류가 안정화되기 전단계인 수술 전 중환자실 간호와 동맥류가 안정화된 단

계인 수술 후의 중환자실 간호 일반병동 간호 환자 및 가족 간호 허혈성 뇌졸중 환, , ,

자간호를 위한 교육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토대가 된 수술 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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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 간호 항목은 사정 기도유지와 산소요법 혈압관리 두 개강내압 모니터하기, , , ,

열 관리 임상검사 수액요법 영양 활동 정맥혈전증 예방 약물 기타치료로 경두개 도플, , , , , , ,

러검사 뇌혈관 조영술검사 요법, , 3H (Hypertension, Hemodilution, Hypervolemia), CT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공인된 기scan . 관인 의 가이드라인AANN

을 토대로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게 프로토콜을 수용

개작하였다.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은 국내에서 공인된 가이드라인 개발지Version 1.0

침으로 에서 만들어 배포한ADAPTE “Manual for Guideline Adaptation Version

과 을 번역한 것이다 수용개작1.0” “resource toolkit for guideline adaptation 1.0” .

매뉴얼에서 제시한 과정은 부 모듈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국내 간호3 , 9 , 24

상황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단계를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매뉴얼의 개발과정 단24

계는 단계 운영위원회의 설립 단계 진료지침 주제선정 단계 수용개작의 실행1 : , 2 : , 3 :

가능성 점검 단계 실무위원회 구성 단계 기획업무수행 단계 수용개작 계획의, 4 : , 5 : , 6 :

문서화 단계 범위와 핵심질문 단계 진료지침 및 관련문헌 검색 단계 검색된, 7 : , 8 : , 9 :

진료지침에 대한 선별 작업 단계 진료지침의 수줄이기 단계 진료지침의 질 평, 10 : , 11 :

가 단계 진료지침의 최신성 평가 단계 진료지침의 내용 평가 단계 진료지, 12 : , 13 : , 14 :

침의 근거평가 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단계 평가의 검토 단계, 15 : , 16 : , 17 :

권고의 선택과 수정 단계 수용개작 진료지침 초안 작성 단계 외부검토 단, 18 : , 19 : , 20

계 관련 단체의 공식적 승인 요청 단계 원 진료지침 개발자의 자문 단계 관: , 21 : , 22 :

련 문서와 참고문헌 정리 단계 진료지침 개정 계획 단계 최종 진료지침 작성, 23 : , 24 :

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수영 외, 2009). 본 연구는 이중에서 국내 간호 상황에서 필수

적인 단계라 생각되는 단계 진료지침 및 관련문헌검색 단계 진료지침의 질 평8 ; , 11 ;

가 단계 진료지침의 최신성 평가 단계 진료지침의 내용 평가 단계 진료지, 12 : , 13 : , 14 :

침의 근거평가 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단계 평가의 검토 단계, 15 : , 16 : , 17 :

권고의 선택과 수정 단계 수용개작 진료지침 초안 작성의 단계를 사용하여 개발, 18 : 9

하였다.

개발된 프로토콜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인 AGREE(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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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평가하게 되of Guideline for research and Evaluation) 는데 기존의 이미 개

발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된 가이드라인과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경

우에도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상실무 가이드라인의 질은 가이드라인 개발과

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중을 적절히 처리했는지의 여부 가이드라인의 외적 내적 타, ,

당도 임상 상황에 이용가능한 정도 등을 평가한다 김수미 이 도구는 임상지, ( , 2009).

침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므로 현재까지 이 분야에 축적된 모든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박명화( ,

2004).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표준화하여 뇌동맥류 결

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 임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내에서 공인된 가이드라인 개발지침인 임상진AANN

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를 위한 간호실

무 프로토콜을 개발한 후 에 의해 평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AG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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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Ⅲ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파열성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

자실에 입원 중인 성인 환자를 위한 근거 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예비항목을 작성하고 작성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프로토콜 개발 참여자2.

권고항목을 우리나라 임상실무와 비교하기 위한 실무 전문가 집단1) AANN

임상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자로 신경외과 중환자실 년 이상의 경력간호사5 3

인과 임상실무 년 이상 경력의 석사과정생인 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인으로13 1

구성하였다.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항목 작성을 위한 실무 전문가 집단2)

신경외과 중환자실 실무전문가 집단으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년 이상 근무한 간2

호사 인 신경외과 전공의 인 등 총 명으로 구성하였다14 , 3 17 .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평가를 위한 실무 전문가 집단3)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에는 신경외과 중환자, ,

실에 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인과 신경외과 전공의 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2 22 3 .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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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토콜의 평가를 위한 평가자로 근거기반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경외과 교수 인 간호학교수 인 방법론의 전문가인 간호학2 , 2 ,

교수 인으로 하였다1 .

연구 절차3.

프로토콜 개발의 방법론 결정 및 프로토콜 개발 원칙1)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의 절차에 관하여 년 임상연구2009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과“Manual for Guideline Adaptation Version 1.0” “resource

을 번역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임상toolkit for guideline adaptation 1.0” “

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을 토대로 개발하였다Version 1.0” .

본 연구에서 개발될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환자를 위한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질병

관리본부의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원칙에 기초하

여 수용개작 하였다 질병관리본부( , 2009).

근거 중심 원칙을 고수한다- .

국내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 .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과정 모두를 명확하게 한다- .

연구과정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한다- .

프로토콜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한다- .

해당 지역의 특정 요구 상황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간호실무 프로토콜- ,

을 개발한다.

이미 개발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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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의 목적 확인2)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본 프로토콜의 목적은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한 환자의 사정 중재 결과 평가를 위한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 , .

발된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사는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혹은 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환자사정과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며 이러한 중재,

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로토콜 개발과정3)

본 연구는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질병관리본부 에서 제시하는 절차( , 2009)

를 토대로 연구자가 단계로 수정 보완한 개발 단계로 그림 과 같이 진행하였다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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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개발과정1.

단계 예비 권고항목 작성1 :

� 의 임상가이드라인을 임상실무와 비교분석AANN

� 문헌고찰을 통한 예비 권고항목 작성

단계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 차 실무전문가 집단 평가2 : (1 )

�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

� 예비 권고항목 차 수정 및 보완1

단계 예비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 검색 및 최신성 평가3 :

� 근거확인을 위한 문헌검색 및 선택

� 근거확인을 위한 편의 문헌검색 후 편 선택267 81

단계 관련문헌의 근거표 작성 및 연구 질 평가4 :

� 편 논문에 대한 근거 요약표 정리81

� 의 문헌 평가도구 적용하여 편 논문평가SIGN 81

� 논문의 설계별 평가기준 적용하여 근거 등급 평가

단계 권고의 형성 및 권고 강도 결정5 :

� 에 의해 근거등급 판정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 권고항목의 권고강도 체계도구로 등급 평가A-C 3

단계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6 :

� 강도가 명시된 권고항목으로 예비 프로토콜을 잠정적으로 개발

단계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7 : , ,

� 의 점 척도를 이용하여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평가RAND corporation 9

� 개 항목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점수 확인224 , ,

�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채택

단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8 :

� 프로토콜의 차 수정 및 보완2

� 권고 등급이 명시된 최종 프로토콜 개 권고항목 개발163

단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평가9 :

� 도구로 개 권고항목의 프로토콜 평가AGREE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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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예비 권고항목 작성(1) 1 :

의 임상가이드라인인 의 수술 후 간호와 관AANN ‘Care of the Patient with SAH’

련된 권고항목을 임상실무와 비교분석 및 문헌고찰을 통해 예비 권고항목을 작성하였다

단계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2) 2 :

도출된 개의 권고항목에 대하여 실무전문가 집단인 신경외과 중환자실 경력114 2

년 이상 간호사 인 신경외과 전공의 인이 그 타당성을 평가하였다14 , 3 .

단계 예비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 검색 및 최신성 평가(3) 3 :

단계를 통해 작성된 예비 권고항목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검1, 2

색을 통해 최신 연구를 선택하고 각 연구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며 방법론적 질

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한 근거의 등급을 평가하였다.

최신성 평가➀
본 연구에서 참고한 의 임상가이드라인은 년부터 년까지의AANN 1982 2006

의 문헌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따라Medline/Pubmed, CINAHL, Review article, text .

서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중복 검색을 피하고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 이2006

후의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검색결과 의 임상가이드라인의 권고항목을 수정할, AANN

만한 내용의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의 과. CINAHL ‘SAH protocol’ National

의 와Guideline Clearinghouse ‘prevention of pressure sore’ ‘nutrition protocol’

의 개의 검and ‘adult’ and ‘acute care unit 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3

색어를 사용한 경우는 관련 문헌이 적어 그 검색범위를 늘려 년 이내로 하였다 해10 .

당 임상질문에 대해 최선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최신의 근거를 검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자료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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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간호지침 체계적 문헌 검색에 대한 보고가 있고 권고와 지지- ( ,

근거 사이에 명백한 연계가 있는 것 만 선택)

국가 단위 또는 국제적 단위의 간호업무 근거만 선택-

최근 년 이내 발표된 간호근거만 선택- 10

중요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출간된 이후에 개발된 것만 선택-

상호심사 가 이루어진 간호근거만 선택- (peer review)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간호근거만 선택-

대표성이 없는 단일저자 간호지침 배제-

참고문헌 없이 출판된 간호지침 배제와 검색전략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

문헌고찰을 위한 검색전략➁
문헌 검색은 차 문헌의 검색을 위해1 U. 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

에서 제공하는 국회도서관 국내의 보건연구정보센터에서 제M Pubmed, CINAHL, ,〕

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Research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RICH]),

제공하는 를 활용하였다 차 문헌의 검색을 위하여 의 전자문RISS . 2 Cochrane Library

서 위주의 검색을 참고하였고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관련 웹사이트인 National

를 활용하였다Guideline Clearinghouse .

주요 검색어는 aneurysm subarachnoid hemorrhage NOT coiling, mechanical

ventilation guidelines, EVD management, intensive care unit and nutrition

protocol, oral care nursing, nutrition AND neuro AND critical AND care, oral

care and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SAH protocol, aneurysm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 SAH, oral care AND prevention of

VAP, prevention of pressure sore, nutrition protocol AND adult AND acute

care unit 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enteral nutrition protocol

이었다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enteral nutrition .

단계 관련문헌의 근거표 작성 및 연구 질 평가(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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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표 작성①

개의 근거표는 저자 연도 연구목적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 장소 변수 측81 , , , , , , ,

정도구 연구결과 질 평가 및 근거의 등급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 < 1>.

연구의 질 평가②

연구자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학 교수 인에게 자문을 구하여1

개의 문헌에 대하여81 research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개별연구의 설계와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였다(SIGN) .

평가 내용은 논문의 설계에 따라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 and

연구와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에 대하Meta-analys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여 비평적 분석을 하였다 부록 체계적 고찰 편은 연구 질문 연구방법 문헌검< 2>. 30 , ,

색 질 평가 해당 중재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 합리적 종합 근거중심 결론의 영역으, , , ,

로 평가하였다 무작위 대조시험 편은 연구 질문 무작위할당 적절한 방법의 처치. 51 , , ,

이중 맹검법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유지 대조군과 실험군의 처치 이외의 조건의, ,

동질성 측정결과의 표준화와 정확성 및 신뢰성 분석에 포함된 집단이나 개인의 비, ,

율 분석에 무작위 할당된 모든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여부 실험장소간의 결과들이, ,

모두 같은지 여부의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단계 권고 형성 및 권고 강도 결정(5) 5 :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것으로 평가 대상 연구의 방법론적 수준의 질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의 등급체계로 평가하였다 표< 1>.

표 의 연구평가체크리스트< 1> SIGN

+ 일부혹은대부분의기준이충족되었다.

Φ 일부기준이충족되었다 충족되지않은 혹은언급이부족한기준이결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

― 거의모든기준이충족되지않았다 기준이충족되었다면연구의결론에많은변화가있을것이다. .



- 20 -

연구의 질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들은 해당하는 임상질문에 대한 근거를 진술하고

진술된 근거의 등급은 의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근거등급체계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연구의 종류와 연구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근거의 등급은 표 와 같이< 2> NHS R

의 단계 등급체계를 활용하였다&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6 .

표 의 근거등급체계< 2> 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수집한 근거를 본 연구자와 근거의 비평적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학 교수 인이 각자 등급을 부여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1

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등급의 일치에 도달하였다.

작성된 예비 권고항목별로 근거에 따라 임상질문을 해결하는 권고를 형성하고 근거

의 양과 일관성 적용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임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 ,

권고의 강도를 결정하였다 프로토콜의 권고는 강한 근거에 기초를 둔 권고와 약한.

근거에 기초를 둔 권고를 구별하기 위함이며 권고의 강도는 근거를 지지하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권고대로 수행한다면 예측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

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박태남( , 2006).

권고의 강도는 표 와 같이< 3> 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의 등급의 권고사항 강도를 활용하였다Medicine (2001) 3 .

근거등급 기준

aⅠ 의 메타분석에서 나온 근거RCT

bⅠ 적어도 개 이상의 에서 나온 근거1 RCT

aⅡ 한 개 이상의 무작위화하지 않은 잘 설계된 실험연구에서 나온 근거

bⅡ 적어도 개 이상의 잘 설계된 유사 실험연구에서 나온 근거1

Ⅲ 잘 설계된 비실험 서술연구에서 나온 근거 예 비교연구 상관성 연구 사례연구( : , , )

Ⅳ 전문가위원회보고서 전문가위원회의견 저명한전문가의임상경험에서나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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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권고강도체계< 3> 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단계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6) 6 :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정 간호중재 간호평가가 연결된, ,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강도가 명시된 권고항목으로 프로토콜을 잠

정적으로 확정하였다 개의 항목에 대하여 근거 문헌을 토대로 수정보완 후 총. 123

개 항목의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224 .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개의 권고항목에 대하여 논문제목 저자 연도 근거등224 , , ,

급 로 구분하여 근거 문헌 목록표를 정리하였다 부록, Research/ Literature < 3>.

단계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7) 7 : , ,

상기 과정을 거쳐 개발된 개의 권고항목의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신경외과224

중환자실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명과 전공의 명을 대상으로 차 설문을2 22 3 2

통하여 각 항목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를 평가받았다 또한 차 전문가 집단, , . 2

평가에 간호학 교수 인과 신경외과 교수 인은 항목의 적절성이나 적용가능성의 평2 1

가가 아닌 항목 수정에 대한 문항내용 평가에 참여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개의. 224

권고항목과 그에 대한 설명 각 항목별 근거문헌의 와 근거 요약표를 포함한 참고, list

자료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각각의 권고항목은 의 점 척도RAND Coporation 9 (Sachs, Printz, Kahn,

권고강도 기준

A
높은수준의문헌이있는 한개이상의 연구로이루어져있고 특수한권고가RCT ,

일관성있게서술되어있는경우 근거의단계가( a, b)Ⅰ Ⅰ

B
비교적잘연구된임상연구이지만 무작위화되지않은경우가권고의중심을,

차지하고있는경우근거의단계가( a, b, )Ⅱ Ⅱ Ⅲ

C
전문가위원회의보고서와의견 저명한전문가의임상경험으로이루어진것 이것은, .

임상연구에적용가능함이나타나있거나높은수준의것이어야함 근거등급(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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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점 척도는 점 이상은 상 점Carpenter, & Docherty, 2000) . 9 6 ‘ ’, 3

이상 점 미만은 중 점 미만은 하 로 나누었고 각각의 권고항목에 대한 해당6 ‘ ’, 3 ‘ ’

점수가 점 미만으로 하인 경우나 기타의 이유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3 ‘ ’ ,

대한 설명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 임상에서 적용유무는 예 아니오 로. ‘ / ’

답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전문가에게 직접 연구자가 방문하여 설문지 및

참고자료를 전달하였으며 설문내용 및 주의사항을 직접 알려주고 설문지 회수 시, ,

연구자는 설문지 응답자를 방문하여 설문 응답의 미비 체크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프로토콜 권고항목의 내용과 평가지의 내용 예는 부록 에 제시되어 있다< 4> .

단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8) 8 :

차 평가를 통해 확인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여2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된 프로토콜 항목에 대한 적절, .

성 적용 가능성 적용유무를 재평가하였다, , .

단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평가(9) 9 : AGREE

프로토콜 평가도구는 임상실무 가이드라인의 질 평가를 위해 개발된 의SIGN

도구를 김수영 김남순 박명화와 안형석 이 번역한 한국판을AGREE , , (2005) AGREE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있는 프로토콜이나 개정된 프로토콜 또는 새로 개발된. ,

프로토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든 측정 도구로써 프로토콜의 개발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편중을 적절히 처리했는지의 여부 프로토콜의 외적 내적 타당도 임상상, ,ㆍ

황에 이용 가능한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박태남( , 2006).

본 연구는 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용 개작한 프로토콜이므로 수용개AANN

작 매뉴얼의 평가 지침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평가전문가 집단의 동의를 도AGREE

구를 이용하여 최종 프로토콜의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부록 도구는 프로< 5>.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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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의 개 영역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위와 목적 번 문항 은 프로토6 , 23 , (1-3 )

콜의 전반적인 목적 특정 임상 질문 대상 인구 집단에 대한 것이며 이해 당사자 참, , ,

여 번 문항 는 프로토콜 사용자의 견해를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4-7 )

다 개발의 엄격성 번 문항 은 근거를 모으고 결합하는 과정과 권고를 만들어 내. (8-14 )

고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명확성과 표현 번 문항 은 프로토콜의 언어와. (15-18 )

형식에 대한 것이며 적용성 번 문항 은 프로토콜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19-21 )

조직적 행동적 비용적 영향에 대한 것이다 편집의 독립성 번 문항 은 권고의, , . (22-23 )

독립성 그리고 프로토콜 개발 그룹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프로토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프로토콜과 수

반된 모든 문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외과,

교수 인과 간호학 교수 인의 총 명의 평가 전문가집단이 참여하였다2 3 5 .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의 점으로‘ ’, ‘ ’, ‘ ’, ‘ 4

평가하며 이러한 척도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기준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확신하면 매우 동의함으로 평가하고 기준이 전혀 만족하지 못‘ ’

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매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평가하였‘ ’

다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일부만 만족하거나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 ,

면 판단 정도에 따라서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였다 각 문항 밑에는‘ ’ ‘ ’ .

의견을 쓸 수 있는 글상자가 있어 이곳에 해당 응답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하였다 전.

반적 평가 부분이 도구 마지막에 있으며 이 경우 강하게 권고함 권고함 조건부 혹, ‘ ’, ‘ (

은 변경을 전제로 권고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 평가는)’, ‘ ’, ‘ ’ .

평가자가 각 평가 기준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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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4.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지 분석1)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SPSS/PC 16.0

다 전문가의 각 항목별 적용가능성과 적절성 평가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 ,

을 이용하였고 적용유무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각 권고항목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문헌에 의한 근거와 실무적용을 토대로 반영하였다.

도구를 사용한 프로토콜에 대한 평가2) AGREE

프로토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점 척도 점 전혀 동의 못함 점 매우 동4 Likert (1 : , 4 :

의함 로 측정하여 영역별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영역점수는 각 영역의 개별 문항) .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영역의 최대점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준화하였다.

가능한 최대점수 점 매우 동의함 문항 수 평가자수* = 4 ( ) × ×

가능한 최소점수 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문항 수 평가자수* = 1 ( ) × ×

표준화 영역점수 =

평가점수 가능한 최소 점수-

가능한 최대점수 가능한 최소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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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Ⅳ

예비 권고항목 작성1.

본 연구에서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를 위한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포함될 예

비 권고항목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작성되었다.

먼저 의 임상가이드라인인 뇌출혈 환자 간호 중에서 수술 후 간호와 관련, AANN ‘ ’

된 권고항목 개를 채택하였으며 표 에서47 , < 4> *로 표시되어 있다 에서는 임. AANN

상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임상현장에서 실무를 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실

무에 포함할 항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고찰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간호항목은 표 에< 4>
†
로 표시된 개 항목이었다 또33 .

한 의 권고항목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되 우리나라 임상현장에서의 적용 가능AANN

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외과 중환자실 경력 년 이상의 간호사 인과 연구자가 함께5 3

우리나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간호와 관련된 간호항목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항목은 표 에< 4>
‡
로 표시된 항목 개이었34

다.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2.

단계 과정을 통해 작성된 예비 권고항목에 대하여 차 실무 전문가 집단이 타당1 1

성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개 예비 권고항목이 유지되고 표. 114 , < 4>

의 §로 표시된 개 항목이 추가되어 개 권고항목이 형성되었다 신경외과 중환자9 123 .

실 경력 간호사와 전공의가 포함된 인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항목 개는 고혈압의17 9 ‘

과거력을 확인한다 니모디핀을 사용 시 혈압저하를 관찰한다 심각한 간기능이.’ ‘ .’ ‘

저하 시 니모디핀의 중단을 고려한다.’ 장관영양은 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므pheyt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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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탁액이 추천된다 투여 전 시간 동안 투여 후Pheytoin .‘ ’ , 시간동안 장관영양공2

급을 중단해야 한다. ‘매일 혈청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여 Glucose>200ml/dl 이상시

보고한다.’ ‘ 시간 내에 번 이상의 또는 은 보고한다24 3 loose liquid stool .’

‘ 은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설사 발생 시Clostridium difficile ,

과 다른 병원균 등을 감별하기 위해 를 시행한다Clostridium difficile stool culture .’

시 지사제를 투여한다 이다‘Clostridium difficile Negative .’ .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예비 간호실무 프

로토콜의 사정 중재 평가에 포함되는 각 권고항목의 배치를 정리하였는데, , 간호사정

영역에서는 의 권고 배치순서를 따르고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뇌동맥류 결찰AANN ,

수술 후 전문적인 간호부분은 앞부분에 일반적인 간호부분은 뒷부분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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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예비 권고항목< 4>

표 계속< >

간호사정 활력 징후를 관찰한다. .Ａ

수축기 혈압이 이상으로 높은지 사정한다1. 200mmHg .* 근거 재출혈 위험성:

수축기 혈압이 를 목표치로 유지되는지 사정한다2. 150mmHg .‡　근거 혈관연축 예방:

수축기 혈압이 이하로 낮은지 사정한다3. 90mmHg .‡ 근거 의 증상 대뇌허혈: shock , .

맥박이 회 분 이상인지 사정한다4. 100 / .‡

맥박이 회 분 이하인지 사정한다5. 60 / .‡

호흡양상을 사정한다6. .†

근거 비정상 호흡 호흡 중추신경성과호흡 운동실조성 호흡 서호흡: Cheyne-stoke , , (ataxia respiration), (apneustic respiration)→

호흡수를 확인한다7. .‡

이상의 열이 있는지 사정한다8.38.3°C .*

오한 떨림이 있는지 사정한다9. , .‡

간호사정 를 관찰한다B.EKG .

심전도 이상을 관찰한다10. .*

고혈압의 과거력을 확인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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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4 < >

표 계속< >

간호사정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를 관찰한다C. .

산소포화도를 사정한다12. .* 정상 이상 만성폐질환이 없는 경우:94% ( )

산소분압을 사정한다13. .* 정상 이상 만성폐질환이 없는 경우 비정상 이하: 80% ( ), :75%

이산화탄소 분압을14. 사정한다.† 정상 유도성 과호흡 예방 비정상 대뇌허혈 발생: 30~35mmHg ( : ICP ), :25~30mmHg ( )↑

지속적인15. ETCO2를 사정한다.* 정상:ETCO2 비정상 미만 대뇌허혈의 원인35-37mmHg , : 35mmHg ( )≥

객담의 양과 색깔을 사정한다16. .‡

호흡음을 청진한다17. .*

말초부위와 입술 부위의 청색증을 사정한다18. .‡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19.ABGA .*

를 사정한다20.Chest x-ray .* 근거 시: neurogenic pulmonary edema/ triple H theraphy volume overloading.

간호사정 상승징후를 관찰한다D.ICP .

징후21.Cushing 3 고혈압( 서맥 호흡 완서 가 있는지를 사정한다, , ) .†

의식수준의 변화가 있는지 사정한다22. .‡

오심 및 투사성 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23. .‡

극심한 두통이 있는지 사정한다24. .‡

유두부종이 있는지 사정한다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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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4 < >

표 계속< >

간호사정 신경학적 검진을 한다E. .

동공반사를 사정한다26. .* 비정상 동공산대 동공무반응: , pin point,

의식수준 을 사정한다27. (GCS) .*

근력등급을 사정한다28. .*

간호사정 임상검사 결과를 확인한다F. .

상의 출혈 부위를 사정한다29.CT .*

상의 출혈의 감소 여부를 사정한다30.CT .*

상의 혈관 연축부위를 사정한다31.CT .*

결과를 사정한다32.Cerebral angiogram .*

33. 중대뇌동맥의 평균 혈류 속도 를 사정한다mean MCA velocity( ) .* 정상 긍정적 예후 비정상 뇌혈관연축: <120 cm/sec : / : >200 cm/sec :

를 계산하여 혈관연축 여부를 사정한다34.Lindegaard index .*

계산 평균혈류속도 평균혈류속도* Lindegaard index = MCA / ICA

비정상 이면 이면* : Lindegaard index 3 MCA vasospasm , Lindegaard index 6 severe vasospasm≥ ≥

마그네슘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사정한다35. electrolytes .*

검사결과를 사정한다36.troponin, CPK isoenzymes .*

항 경련제 약물농도검사 결과를 사정한다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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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4 < >

표 계속< >

간호중재 인공호흡기 간호를 제공한다G. . 적응증 기도 반사가 저하된 경우 글라스고우 혼수 계수가 점 이하: ( 10 )

의 고정위치를 확인한다38.Intubation .‡ 정상위치 에서 상방: carina 3~5cm

의 압력을 확인한다39.Intubation Cuff .‡ 정상 비정상 이상: 14~20 mmHg , : 25mmHg

를 설정한다40.Mode .‡

을 설정한다41.Tidal volume .‡

적용 시 주의를 요한다42.PEEP .‡

간호중재 를 제공한다H.HOB 30° .

를 제공한다43.HOB 30° .‡

간호중재 흡인간호를 제공한다I. .

흡인 전후 산소를 분간 투여함으로써 두 개강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44. 100% 5 .*

흡인 은 초 이내로 제한하여 수행한다45.Suctioning ( ) 15 .*

흡인 전 생리식염수의 주입은 피하고 와 은 매회 교환한다46. suction catheter bottle .†

커프스 위의 루멘을 통한 연속적으로 흡인을 할 수 있는 의 사용을 고려한다47. dosal endotracheal intubation tube .†

근거 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Subglottic Secretion

간호중재 구강간호를 제공한다J. .
과 을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제공한다48.Chlorhexidine 1~2% chlorhexindine gluconate gel .†

구내염 예방을 위해49. tooth brushing, 를 한다mouth rinse .†



- 31 -

표 계속4 < >

표 계속< >

간호중재 혈관연축을 예방한다K. .

의 목표를 확인한다50.triple H therapy .*

CVP 8 12 mmHg , hematocrit <30, systolic BP 180 mmHg , urine output 250 ml/hr– ≥ ≥

시 반드시 합병증을 관찰한다51.triple H therapy .* 합병증 심근손상 폐부종 저나트륨혈증 대뇌부종 동맥류 부위의 재출혈: , , , ,

를 받는 경우 중심정맥압 를 자주 측정한다52.triple H therapy CVP( ) .*

* 는 을 유지CPP 60~70mmHg * CPP= MAP-ICP, MAP=1/3(SBP-DBP)+DBP

과량의 콜로이드 혹은 지질을 주사하거나 약물 중재 방법들을 사용한다53. .*

니모디핀을 사용 시 혈압저하를 관찰한다54. .§

심각한 간기능이 저하 시 니모디핀의 중단을 고려한다55. .§

간호중재 뇌수두증을 관리한다L. .

목은 중립으로 하여 침상머리를 도에서 도 높인다56. 30 45 .†

57. 계의 영점 을 환자의 외이도 상부이주에 맞춘다EVD (zero point) ( ) .* 근거 영점 은 해부학적으로: (zero point) foramen of Monro

의 위치를 살핀다58.CSF collection bag .*

의 배액양을 살핀다59.CSF .* 근거 시간당 이상의 배액은 이상 넘지 않기: 50cc excessice drainage, daily drainage 200cc

의 색을 살핀다60.CSF .* 근거 의 색이 하다면 재출혈: CSF bloody

뇌척수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61. .† 근거 백혈구 수와 단백질의 증가 포도당의 감소는 감염의 지표: ,

체위를 변경하거나 침대를 올릴 때 이 꼬이거나 잡아당겨지지 않는지 살핀다62. drainage system .‡

삽입부위를 직접 보면서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헐거워짐으로 인해 삽입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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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 뇌수두증을 관리한다L. .

은 가득 찼을 때만 비운다64.bag .†

제거 후 뇌척수액 누출이 있는 지 확인한다65.EVD System .† 근거 뇌실염의 주요원인:

저나트륨혈증 시 혹은 고장성 식염수 를 금기가 아니라면 주입할 수 있다66. 2% 3% (hypertonic saline) .*

는 더 이상의 적응증 예를 들면 의식상태 대뇌부종 혹은 혈중 나트륨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67.Hypertonic saline therapy ( , )

이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간호중재 약물을 투여한다M. .

항경련제 를 투여한다68.Anticonvulsants( ) .*

배변 완하제 를 투여한다69. (Stool softeners) .*

진정제 투여 시 주의를 요한다70. .*

필요하다면 항구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71. .*

간호중재 열 을 관리한다N. (fever) .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발생 시 주치의에게 알린다72. .†

체온이 이상으로 열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정상체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 시간에서 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73. 38.3°C 4 6 .*

약물이 만약 효과가 없을 때 체온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 요법을 적용한다74. 38.0C .*

고열 환자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검사를 시행한다75. culture .*

76.표면 냉각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감시하고 오한이 있을 때 따뜻한 담요 순환하는 따뜻한 공기를 제공하는 기계 진정제 혹은, , warmer ,

근육 이완제를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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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O. .

구강으로 식사나 음료를 먹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연하반사를 확인한다77. .*

오심 구토의 부적응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78. , .†

79복부 청진 및 촉진을 통하여 장음 과 복부 팽만감 유무를 확인한다. (bowel sound) (abdominal distension) .†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잔유량 을 확인한다80.50cc (gastric residual volume; GRV) .†

81.지속적으로 위 잔유량이 많이 남을 경우 주치의와 위장관 개선제 투여 여부를 상의하도록 한다.†

82.위장관계 문제가 없는 한 간헐적 주입법 을 이용한다(intermittent feeding) .†

근거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을 향상시킬 수 있다: ADL .

지속적 주입법 보다 정상적인 를 유지할 수 있다(continuous feeding) PH .

식사를 주입하는 동안 부적응 증상이 있을 때는 지속적 주입법으로 주입용 펌프 를 이용하여 로 주입한다83. (infusion pump) 50cc/hr .†

를 취하도록 하여 흡인의 위험성을 낮춘다84.HOB 30°~45 ° .†

연하기능이 정상이라면 환자들의 일반적인 식사는 고 섬유식이를 제공한다85. .*

수준에 따라 적절한 칼로리를 제공한다86.GCS .†

GCS > 13~15 : 30 Kcal/kg/day, GCS = 8~12 : 35 Kcal/kg/day, GCS = 3 : 40~45 Kcal/kg/day

87.장관영양은 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탁액이 추천된다pheytoin Pheytoin .§

88.투여 전 시간 동안 투여 후, 시간동안 장관영양공급을 중단해야 한다2 .§

89.매일 혈청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여 Glucose>200ml/dl 이상 시 보고한다.§ 을 흔히 사용(fingerstick )

근거 의 높은 탄수화물 농축은 내인성 인슐린 치료범위를 벗어난다: Formu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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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O. .

시간 내에 번 이상의 또는 은 보고한다90.24 3 loose liquid stool .§

근거 설사는 고삼투성 장관영양액의 사용 유당 불내성 항생제 사용의 연장 영양액의 박테리아성 감염 또는 심각한 저 알부민혈증 이하 의 결과로 발생함: , , , (2 g/dl ) .

91. 은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설사 발생 시 과 다른 병원균등을 감별하기Clostridium difficile , Clostridium difficile

위해 를 시행한다stool culture .§

92. 시 지사제를 투여한다Clostridium difficile Negative .§

간호중재 피부간호를 제공한다P. .

을 사정한다93.Braden scale .‡

천추부 좌골부 견갑부 무릎 발꿈치 정강이 팔꿈치 등의 욕창호발 부위를 사정한다94. , , , , , , .*

피부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피부는 로숀이나 오일을 발라준다95. , .‡

필요 시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어 시간 이상 같은 체위로 있게 하지 않는다96. 2 .*

물침대나 공기 침대를 사용한다97. .†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을 한다98. .†

99복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한다. .†

욕창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100. .‡　 예 대변( : )

101.욕창 부위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상처 클린징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방 인치당 에서 파운드 정도의 적절한 압력으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4 15

세척을 한다.
†

만성화된 욕창은 전기적 자극 을 제공한다102. (Electrical stimulation) .†

만성화된 욕창은 적외선 요법 을 제공한다103. (Ultraviolet light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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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예방을 한다Q.DVT .

스타킹 을 착용한다104.Thigh-high (GECS) .*　 GECS = graduated elastic compression stockings

동맥부전증 의 경우 스타킹 을 착용시키지 않는다105. ( arterial insufficiency disease) high-high (GECS) .‡

106.하지의 외상이 없는 경우 공기가 들어있는 압력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　 간헐적 공기압축* IPC =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

환자의 내과적 상태와 기동성의 변화가 있을 때 의 위험에 대하여 재사정 한다107. DVT .†

동맥류가 안정화되었을 때 발생으로 인한 헤파린 치료 시 재출혈 여부를 관찰한다108. , DVT .‡

간호중재 조기재활 간호를 제공한다R. .

동맥류가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수동적 관절운동을 실시한다109. .*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조기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다110. .‡

조기재활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가족에게 제공한다111. .‡

간호중재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한다S. .

모든 간호 업무 수행 전 후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한다112. .‡

간호 결과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T.

수술 후 재출혈 발생률 감소113. 　‡　

중환자실 입원기간 단축114. 　‡

혈관연축의 발생률 감소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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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출된 권고항목* : AANN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항목:†

임상실무에서 도출된 항목:‡

차 실무전문가 집단 평가를 통해 추가된 항목§ : 1

간호 결과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T.

근력 향상116. 　‡

환자의 향상117. GCS 　†

신경학적 손상정도 감소118. 　†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이 증가119. ADL( ) 　†

대뇌부종 감소120. 　†

수술 후 사망률 감소121. 　‡

간호결과 과정평가U.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간호를 위한 간호사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122. .‡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를 위한123. 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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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 검색 및 최신성 평가3.

이 단계에서는 단계를 통해 작성된 예비 권고항목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를 확1, 2

인하기 위해 문헌검색을 통해 최신 연구를 선택하고 각 연구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검

토하며 방법론적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한 근거의 등급을 평가하였다 문헌검색.

은 차 문헌 차 문헌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1 , 2 ,

된 주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는데 문헌 검색을 통해 찾은 문헌의 수는 총

개였으며 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작성된 예비 권고항목과 관련성이 낮거나 연267 , 2 ,

구의 질이 낮다고 판단된 개의 문헌을 제외한 개의 문헌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186 81

였다 이 밖에도 관련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신경외과학과.

의 개 저서를 사용하였다 문헌검색의 데이터 베이스Neurosurgical intensive care 2 .

별 근거의 시기와 주요 검색어 그리고 각 검색어별로 찾은 문헌의 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의 수는 표 에 요약되어 있고 사용한 문헌의 출처는 부록 에 제< 5> , < 3>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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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예비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검색< 5>

차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1. 1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

근거의

시기

(Period)

주요개념

(Key word)

찾은

문헌수

사용한

문헌수

1.PubMed

(http://www.n

cbi.nih.gov/Pu

bMe)

2006

~2010

aneurysm subarachnoid

hemorrhage NOT coiling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37 )

개/ meta-analysis(8 )

45 22

2006

~2010

mechanical ventilation guidelin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4)

개/ meta-analysis(2 )

22 6

2006

~2010
EVD management 11 2

2006

~2010

intensive care unit AND nutrition

protocol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5 ) /

개meta-analysis(2 )

7 5

2006

~2010

oral care nursing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28 )

개/ meta-analysis(0 )

28 2

2006

~2010

nutrition neuro critical care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1 ) /

개meta-analysis(0 )

1 1

2006

~2010

oral care AND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10 )

개/ meta-analysis(1 )

11 3

2.CINAHL

(http://www.ci

nahl.com)

2001

~2010
SAH protocol 5 4

국회도서관3.

(http://www.n

anet.go.kr)

2006

~2010

aneurysm subarachnoid

hemorrhage
6 4

4.RICH

보건연구

정보센터

(http://www.ri

chis.org)

2006

~2010
지주막하 출혈 1 1

한국교육학술5.

정보원(http://

www.riss4u.n

et)

2006

~2010
지주막하 출혈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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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헌 데이터 베이스2. 2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

근거의

시기

(Period)

주요개념

(Key word)

찾은

문헌수

사용한

문헌수

The

Cochrane

Library

http://www.up

date-software

.com/ccweb/

Cochrane/cds

r.htm

2006

~2010
SAH 11 3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관련 웹사이트3.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

근거의

시기

(Period)

주요개념

(Key word)

찾은

문헌수

사용한

문헌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http://www.g

uideline.gov)

2006

~2010
oral care AND prevention of VAP 5 5

2001

~2010
prevention of pressure sore 17 3

2001

~2010

'nutrition protocol' AND 'adult'

AND 'acute care unit 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10 4

2006

~2010

enteral nutrition protocol 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4 1

2006

~2010
enteral nutrition 62 8

총 문헌수 26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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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5>

관련 문헌의 근거표 작성 및 연구 질 평가4.

개의 관련문헌에 대하여 저자 연도 연구목적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 장소81 , , , , , ,

변수 측정도구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각 문헌에 대해 근거요약표를 작성, ,

하였다 부록 이들 편 논문을 의 문헌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체계적 고찰< 1>. 81 SIGN ,

환자대조군 연구 별로 평가하였다 부록< 3>.

관련 문헌의 권고 형성 및 권고강도 결정5.

문헌 전문가집단 명이2 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의 권고등급 체계도구로 근거의 등급을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권고항목(2001) ,

의 권고강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 단계에서 작성된 예A-C 3 .

비 권고항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수정 되거나 혹은 삭제되었는데 예를 들어,

추가된 항목으로 간호 사정영역의 수술 전 저체온은 수술 후 심장 합병증과 관‘14.

련이 없다 모니터링을 사정한다 뇌 관류.’ ‘ 29. ICP .’ ‘33. CT (CTP= CT perfusion)

를 사정한다 등이며 수정된 항목은 간호 사정영역의 수축기 혈압이.’ , ‘5. 150→

를 목표치로 유지되는지 사정한다 간호 중재영역의 체온이160mmHg .’ ‘86. 38.3°C

이상으로 열이 나는 경우 해열제 아세트 아미노펜을 정상체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

시간에서 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 간호평가영역의 혈관연축의 발생률 감소4 6 .’ ‘201.

저서 저자명 연도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Javed siddq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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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뇌동맥의 뇌혈류 속도의 감소를 평가한다 이다 또한 삭제된 항목의 예로는 간.’ .→

호 중재영역의 인공호흡기 간호에서 를 설정한다 을 설정한‘ Mode .’ ‘Tidal volume

다 적용 시 주의를 요한다 간호평가영역의 근력향상 신경학적 손상정도.’ ‘PEEP .’ ‘ ’ ‘ ’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증가 대뇌부종 감소이다‘ ADL( ) ’ ‘ ’ .

예비 권고항목에서 추가된 권고항목을
*
로 수정된 권고항목을

†
로 삭제된 항목을

‡
로

표시하였으며 표 권고항목 별 권고형성 및 권고강도도 표 에 제시되( 6,7,8), < 6, 7, 8>

어 있다 이와 같이 권고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각 권고항목별 근거문헌의 출처는 부. <

록 에 제시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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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간호사정 영역에서의 권고항목에 따른 근거등급 및 권고강도 평가< 6>

표 계속< >
* 근거문헌 검색을 통해 추가된 항목:

† 근거문헌 검색을 통해 수정된 항목:

‡ 근거문헌 검색을 통해 삭제된 항목:

간호사정을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신경학적 검진1.

동공반사를 사정한다1. .

의식수준 을 사정한다2. (GCS) .

근력등급을 사정 한다3. .

4

Level a(+)=1Ⅰ

Level b(+)=2Ⅰ

Level a(+)=1Ⅱ

A

활력 징후2.

혈압

수축기 혈압이 이상으로4. 200mmHg

높은지 사정한다.
2

Level (-) =1Ⅲ

Level a(+)=1Ⅰ
A

수축기 혈압이 를5. 150 160mmHg→

목표치로 유지되는지 사정한다.†
2

Level b(+)=1Ⅰ

Level (Ⅲ )Φ =1
A

수축기 혈압이 이하로6. 90mmHg

낮은지 사정한다.
1 Level b(+)=1Ⅰ A

폐동맥 쐐기압 이 이상의7. (PCWP) 12

목표치를 유지되는지 사정한다.
1 Level (Ⅲ )Φ =1 B

맥박

맥박이 회 분 이상인지 사정한다8. 100 / .

맥박이 회 분 이하인지 사정한다9. 60 / .

3
Level a(+)=1Ⅰ

Level b(+)=2Ⅰ
A

호흡

호흡양상을 사정한다10. .

호흡수를 확인한다11. .

1 Level =1Ⅳ C

체온

이상의 열이 있는지 사정한다12.38.3°C . 3
Level b(+)=2Ⅰ

Level (Ⅲ Φ)=1
A

오한 떨림이 있는지 사정한다13. , .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14수술 전 저체온은 수술 후 심장 합병증과.

관련이 없다.*
2 Level b(+)=2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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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6 < >

표 계속< >

간호사정을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를 관찰한다3. .

산소농도

산소포화도를 사정한다15. .

산소분압을 사정한다16. .

1 Level =1Ⅳ C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분압을 사정한다17. .

지속적인18. ETCO2를 사정한다.

1 Level =1Ⅳ C

객담의 양과 색깔을 사정한다19. . 0
전문가 합의

Level Ⅳ
C

호흡음을 청진한다20. . 0
전문가 합의

Level Ⅳ
C

말초부위와 입술 부위의 청색증을 사정한다21. . 0
전문가 합의

Level Ⅳ
C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22.ABGA . 1 Level a(+)=1Ⅰ A

를 사정한다23.Chest X-ray . 2
Level a(+)=1Ⅰ

Level (Ⅲ Φ)=1
A

상승징후를 관찰한다4.ICP .

두 개강 내압 상승 징후

징후 고혈압 서맥 호흡완서 가24.Cushing 3 ( , , )

있는지를 사정한다.

의식수준의 변화가 있는지 사정한다25. .

오심 및 투사성 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26. .

극심한 두통이 있는지 사정한다27. .

유두부종이 있는지 사정한다28. .

1 Level =1Ⅳ C

모니터링을 사정한다29.ICP .* 1 Level b (+)=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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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6 < >

표 계속< >

간호사정을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임상검사 결과를 확인한다5. .

결과brain CT Scan

상의 출혈 부위를 사정한다30.CT .

상의 출혈의 감소 여부를 사정한다31.CT .

상의 혈관 연축부위를 사정한다32.CT .

뇌 관류 를33. CT (CTP= CT perfusion)

사정한다.*

10

Level a(+)= 1Ⅰ

Level b(+)= 4Ⅰ

Level a(+)= 1Ⅱ

Level (+)= 1Ⅲ

Level (Ⅲ )=Φ 2

Level = 1Ⅳ

A

결과를 사정한다34.Cerebral angiogram . 8

Level a(+)=1Ⅰ

Level b(+)=5Ⅰ

Level (-)=1Ⅲ

Level =1Ⅳ

A

경두개 도플러 검사 결과TCD( )

35. 중대뇌동맥의 평균 혈류mean MCA velocity(

속도 를 사정한다) .

를 계산하여 혈관연축36.Lindegaard index

여부를 사정한다.

9

Level a(+)=1Ⅰ

Level b(+)=5Ⅰ

Level a(+)=1Ⅱ

Level (Ⅲ )=Φ 1

Level =1Ⅳ

A

혈액 효소 검사

마그네슘을 포함한 검사결과를37. electrolytes

사정한다.
1 Level a(+)=1Ⅰ A

검사결과를 사38.troponin, CPK isoenzymes

정한다.
2

Level a(+)=1Ⅰ

Level b(+)=1Ⅰ
A

항경련제 약물농도검사 결과를 사정한다39. . 1 Level a(+)=1Ⅰ A

심장합병증이 의심될 때40. BNP(B-type

검사결과를 사정한다natriuretic peptide) .
3

Level a(+)=1Ⅰ

Level b(+)=1Ⅰ

Level b(+)=1Ⅱ

A

검사결과를 사정한다41.electrolyte . 1 Level b(+)=1Ⅰ A

혈중 헤마토크릿 검사결과를 사정한다42. . 1 Level (Ⅲ )=Φ 1 B

43.혈중 백혈구와 적혈구 침강 속도를 사정한다. 2 Level (Ⅲ )=Φ 2 B

혈장 기질 를 사정한다44. metalloproteinase . 1 Level b(+)=1Ⅰ A

45.혈액학 및 혈액 생화학적인 지수적혈구 헤모글로빈( , ,

임파구 알부민를사정하여영양회복력을확인한다, ) .
2

Level a(Ⅱ )=Φ 1

Level b(Ⅱ )Φ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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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6 < >

간호사정을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심장 합병증을 관찰한다6. .

유도 심전도 모니터링12

46.ST-segment depression*

47.ST-segment elevation*

48.inverted T-wave, Giant T-wave

inversions*

49.abnormal Q wave*

를 초과하는50.25% R wave*

51.QT prolongation*

52.arrhythmia(the presence of supra

ventricular or ventricular premature

contraction)*

4
Level a(+)=2Ⅰ

Level b(+)=2Ⅰ
A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53.심장초음파를 통해 를EF(ejection fraction)

확인한다.

심장초음파를 통해 의54. Leftventricle

장애regional wall motion

좌심실의 국소적 운동장애 를 확인한다( ) .

2 Level a(+)=2Ⅰ A

이차적심혈관합병증및뇌경색발생의위험요인

고혈압의 과거력을 확인한다55. .

당뇨 과거력을 확인한다56. .

57.예방약물이나 고혈압 약물의 사용을 확인한다.

흡연력을 확인한다58. .

2
Level b(+)=1Ⅰ

Level (+)=1Ⅲ
A

2
Level b(+)=1Ⅰ

Level (+)=1Ⅲ
A

1 Level b(+)=1Ⅰ A

1 Level b(+)=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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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간호중재 영역에서의 권고항목에 따른 근거등급 및 권고강도 평가< 7>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혈관연축을 예방한다7. .

TripleHTheraphy (Hypertension, Hypervolemia, Hemodelution)

의 목표를 확인한다59.triple H therapy .

시 반드시 합병증을 관찰60.triple H therapy

한다.

를 받는 경우 중심정61.triple H therapy CVP(

맥압 를 자주 측정한다) .

과량의 콜로이드 혹은 지질을 주사하거나62.

약물 중재 방법들을 사용한다.

63효과적 혈량 과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드.

로 코디손을 투여할 수 있다.*

5

Level a(+)=1Ⅰ

Level a(Ⅰ )=Φ 1

Level b(+)=2Ⅰ

Level b(+)=1Ⅱ

A

칼슘채널 길항제 니모디핀 투여

니모디핀을 사용 시 혈압저하를 관찰한다64. .

심각한 간 기능이 저하 시 니모디핀의65.

중단을 고려한다.

니모디핀은 정맥투여와 구강투여의 효과66.

비교에서 임상적 차이가 없다.*

3
Level a(+)=2Ⅰ

Level b(+)=1Ⅰ
A

혈관 연축 치료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의67.

사용은 논의 중이다.*
5

Level a(+)=1Ⅰ

Level b(+)=4Ⅰ
A

68.혈관연축치료제인 의high-dose methylprednisolone

투여는 권장된다.*
1 Level b(+)=1Ⅰ A

의 사용은 논의 중이다69.pravastatin .* 3
Level b(+)=2Ⅰ

Level ( )=1Ⅲ Φ
A

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뇌허혈 예방을70.

위한 항혈소판 용법 은(Antiplatelet therapy)

추천될 수 없다.*

1 Level a(+)=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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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 >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대뇌부종을 관리한다8. .

수액요법

저나트륨 혈증 시 혹은 고장성 식염71. 2% 3%

수 를 금기가 아니라면(hypertonic saline)

주입할 수 있다.

는 더 이상의 적72.Hypertonic saline therapy

응증 예를 들면 의식상태 대뇌부종 혹은 혈( ,

중 나트륨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이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1 Level a(+)=1Ⅰ A

뇌수두증을 관리한다9. .

외부 뇌실내 배액관 (EVD) strict protocol

목은 중립으로 하여 침상머리를 도에서73. 30

도 높인다45 .

74. 계의 영점 을 환자의 외이도EVD (zero point)

상부이주에 맞춘다( ) .

의 위치를 살핀다75.CSF collection bag .

의 배액양을 살핀다76.CSF .

의 색을 살핀다77.CSF .

뇌척수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78. .

체위를 변경하거나 침대를 올릴 때79.

이 꼬이거나 잡아당겨지지drainage system

않는지 살핀다.

삽입부위를 직접 보면서 드레싱이 더러워지80.

거나 젖거나 헐거워짐으로 인해 삽입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은 가득 찼을 때만 비운다81.bag .

제거 후 뇌척수액 누출이 있는82.EVD System

지 확인한다.

는 혈종의 부피에 영향을83.EVD cathter gage

미친다.*

4

Level a(+)=1Ⅱ

Level a(Ⅱ )Φ =1

Level (Ⅲ )=Φ 1

Level (-) =1Ⅲ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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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 >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를 제공한다10.HOB 30° .

84 를 제공한다.HOB 30° .

→ 환자들은 semirecumbent position (30°

을 유지하여야만 한다to 45°) .†

3 Level a(+)=3Ⅰ A

열 을 관리 한다11. (fever) .

정상체온 유지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나쁜 예후와85.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발생 시 주치의에게

알린다.

86체온이 이상으로 열이 나는 경우 해열. 38.3°C

제 아세트아미노펜을 정상체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 시간에서 시간 간격으로 투여한4 6

다.†

약물이 만약 효과가 없을 때 체온을87. 38.0℃

이하로 유지하기위하여 냉 요법을 적용한다.

고열 환자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88. culture

검사를 시행한다.

89.표면 냉각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감시하고,

오한이 있을 때 따뜻한 담요 순환하는 따뜻한 공,

기를 제공하는 기계 진정제 혹은 근육warmer ,

이완제를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1 Level a(+)=1Ⅰ A



- 49 -

표 계속7 < >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약물을 투여한다12. .

항경련제 를 투여한다90.Anticonvulsants( ) .

배변 완하제 를 투여한다91. (Stool softeners) .

진정제 투여 시 주의를 요한다92. .

93.필요하다면 항구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1 Level a(+)=1Ⅰ A

분당 회 이상의 빈맥 발생시94. 90 beta 1

수용체 길항제인 을 투여한다landiolol .*
1 Level b(+)=1Ⅰ A

위산 억제제 예를 들면 나95. ( antacids H2

는 인공호흡기를 적용중인 환자에blockers)

게 있어 스트레스성 궤양을 예방하나 VAP

발생율을 증가시키므로 유용하지 않다.
*

3 Level a(+)=3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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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예방을 한다13.DVT .

예방DVT

스타킹 을 착용한다96.Thigh-high (GECS) .

GECS = graduated elastic compression

stockings

동맥부전증97. (arterial insufficiency disease)

의 경우 스타킹 을 착용high-Thigh (GECS)

시키지 않는다.

98.하지의 외상이 없는 경우 공기가 들어있는 압

력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

*IPC =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간헐적 공기압축( )

환자의 내과적 상태와 기동성의 변화가 있을99.

때 의 위험에 대하여 재사정 한다DVT .

동맥류가 안정화되었을 때 발생으로100. , DVT

인한 헤파린 치료시 재출혈 여부를 관찰한다.

예방에101.thromboembolic complications

대한 항혈소판 제제의 치료효과는 지지할

수 없다.
*

동맥류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용량의102.

을 시간 간격으로enoxaparin 40mg 12

투여하는 고용량의 치료는 혈전사례

가 덜하며(thromboembolic events)

유용하다.
*

103.스타킹의 압력은 발목에서는 대략 18 mmHg,

종아리 중앙부위는 상부허벅지에는14mmHg,

가 적절하다8 mmHg .
*

104무릎길이의 스타킹도 적절한 대안으로.

유용하다.
*

105점진적인 허벅지 압력 혈전예방 스타킹은. ,

입원 시에 적용한다.
*

4
Level a(+)=3Ⅰ

Level (+)=1Ⅲ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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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조기재활 간호를 제공한다14. .

동맥류가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수동적106.
관절운동을 실시한다.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조기재활프로그램을107.
적용한다.
조기재활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가족에게108.
제공한다.

1 Level a(+)=1Ⅰ A

인공호흡기 간호를 제공한다15. .

간호Intubation
의 고정위치를 확인한다109.Intubation .

정상위치 에서 상방: carina 3~5cm

의 압력과 적절한사이즈를110.Intubation Cuff
확인한다.
정상 비정상 이상: 14~20 mmHg / : 25mmHg

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능하면111.VAP
기도삽관과 재기도 삽관은 피해야만 한다.

*

를 설정한다Mode .
‡

을 설정한다Tidal Volume .
‡

적용 시 주의를 요한다PEEP .
‡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2 Level a(+)=2Ⅰ A

1 Level a(+)=1Ⅰ A

112상부기도의 병변이 없고 소생가능성이 제한.
적이지 않다면 이나 탈관 시weaning

을 이용한다weaning protocol .
*

3
Level a(+)=1Ⅰ
Level b(+)=2Ⅰ

A

113간접가습기나 열습도 교환기는 인공호흡기.
회로의 군락화는 감소시킨다 그러나. , VAP
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폐렴예방도구로는 간주될 수 없다.*

2
Level a(+)=1Ⅰ
Level b(+)=1Ⅰ

A

회로교환은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경우를114.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2 Level a(+)=2Ⅰ A

인공호흡기 회로안의 오염된 응축수는 주의115.
를 요하며 응축수가 기도튜브 혹은 약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nebulizer line
해야만 한다.

*

2 Level a(+)=2Ⅰ A

호흡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소독 살116. ,
균의 정책들과 실무지침의 수행은 근거기반
표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2 Level a(+)=2Ⅰ A

117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는 환자들을 치. VAP

료하기 위해 초기 일에서 일 정도 적절한7 8

항생제가 권고 되어진다.*
1 Level a(+)=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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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흡인간호를 제공한다16. .

흡인간호

흡인 전후 산소를 분간 투여함으로118. 100% 5

써 두 개강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

흡인은 초 이내로 제한하여 수행한다119. 15 .

흡인 전 생리식염수의 주입은 피하고120.

와 은 매회 교환한다suction catheter bottle .

커프스 위의 루멘을 통한 연속적으로121. dosal

흡인을 할 수 있는 endotracheal intubation

의 사용을 고려한다tube .

개방적 흡인 대 폐쇄적 흡인에 대한 실무영122.

역의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며 새로운 증거

가 강하게 달라지고 있다.

구강과 의 가래는 를 발달시123. subglottic VAP

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병원들은 이러한 가,

래를 관리하기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여

야 한다.

환자의 머리를 낮추기 전에124. 30%

예를 들면 이동하거나 자세교정을할 때( )

미세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커프 위와 아

래의 분비물들은 흡인되어야만 한다.

기도삽관을 환자들에게 규칙적인125. subglottic

분비물의 배액은 권유되어야 한다.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0
전문가 합의

Level Ⅳ
C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흉부물리치료는 관례적으로 행해지는126.

것은 아니다
1 Level a(+)=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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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구강간호를 제공한다17. .

구강간호

과127.Chlorhexidine 1~2% chlorhexindine

을 이용하여 구강간호를gluconate gel

제공한다.

구내염 예방을 위해128. tooth brushing,

를 한다mouth rinse .

7

Level a(+)=1Ⅰ

Level b(+)=4Ⅰ

Level b(Ⅰ )=Φ 2

A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인 구강간호129.

를 수행해야 한다.
* 1 Level a(+)=1Ⅰ A

구강간호를 자주 제공한다130. .
*

1 Level a(+)=1Ⅰ A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구강으로 식사나 음료를 먹는 것을 허용하131.

기 전에 연하반사를 확인한다.

연하반사를 사정하기 위해 언어치료사에→

게 의뢰한다.†

2 Level a(+)=2Ⅰ A

132.근거 기반 영양 지원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1 Level a(Ⅰ )=Φ 1 A

조기 위영양공급(early gastric feeding)

위장관 영양은 수술 후에 가스배출이나 장133.

운동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작

되어져야만 한다.
*

134.현재의 문헌에서는 영양공급은 초기 시간24

에서 시간 이내에 적용될 수 있다48 .
*

135. 는 대체 후 수 시간이내에 영양을PEG tube

주입할 수 있다 현재의 문헌에서는 성인의.

경우 시간이내에 영양액을 공급할 수 있다2 .
*

2
Level a(+)=1Ⅰ

Level (Ⅲ Φ )=1
A

136 과.Gastric feeding Duodenal feeding 둘 중 어느 것

이 더 효과적인지는 논의 중이다.
* 2

Level a(+)=1Ⅰ

Level b(+)=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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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을 위한 적응증은 다음과137.Enteral feeding

같다.*

마비성 장폐색* Paralytic ileus ( )

장폐색* Bowel obstruction ( )

통제되지 않는 설사 하루 를* ( 500mL

초과하거나 빠른 위장관액의 주입으로 인한)

많은 양의 대변 배출*

1 Level a(+)=1Ⅰ A

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138.gastric feeding .*

오심 구토 시* /

심한 역류*

위장관 영양액의 흡인의 과거력*

위장관 마비*

상대적인 금기* - (GCS)<9

1 Level a(+)=1Ⅰ A

이 중심정맥 카테터와139.Enteral nutrition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보다 더 선호된다parenteral nutrition .*
1 Level a(+)=1Ⅰ A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을 구성한다140. .* 1 Level a(+)=1Ⅰ A

영양부족 예방

일까지는 전체열량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141.7

서 음식을 섭취해야만 한다.
*

142.영양부족 위험성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 영양사에게 의뢰한다.
*

적절한 단백질과 칼로리 섭취를 제공한다143. .*

144.지속적 영양 주입보다는 간헐적 영양 주입

을 한다.
*

145. 수준에 따라 적절한 칼로리를 제공한다GCS .

* GCS > 13~15 : 30 Kcal/kg/day

* GCS = 8~12 : 35 Kcal/kg/day

* GCS = 3: 40~45 Kcal/kg/day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3
Level a(+)=2Ⅰ

Level b(+)=1Ⅰ
A

1 Level =1Ⅳ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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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약물주입 전 후에 튜브의 적절한 통과를 위한 프로토콜 고수

약물을 추가할 때 위장관 영양액에 직접적146.

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약물을 혼합하여 주입하는 것을 피한다147. .
*

약물을 주입 전에 적절하게 희석한다148. .
*

영양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149.

법으로 영양을 시작해야 한다.
*

성인의 경우 약물투여 시 간헐적 영양 전후150.

혹은 지속적 영양 동안 매 시간마다4 30ml

의 물을 통과한다.
*

151.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Pheytoin .

장관영양은 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므* pheytoin

로 현탁액이 추천된다Pheytoin .

투여 전 시간 동안 투여 후* , 시간 동안 장관2

영양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2 Level a(+)=2Ⅰ A

152.E 의 가지 요소를 확인한다nteral Nutrition 4 .*

환자식별 영양액 확인➀ ➁
영양전달부위나 장치의 경로확인➂
영양주입 방법과 속도➃

1 Level a(+)=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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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영양액을 깨끗한 환경에서 무균적 기술로 다루기

무균적 방법으로 영양액을 준비하고 주입해153.

야 한다.
*

무균적 액체의 영양액은 음식물의 조재 시154. ,

가능하다면 분말이 더 선호되어진다.
*

위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 회용 장갑의 사155. 1

용이 권장되어진다.*

영양액 캔 뚜껑은 플립탑 보다는 스크류 캡156.

이 더 선호되어진다.
*

영양액 주입 펌프는 위장관으로 부터 영양157.

액의 역류성 감염을 방지한다.
*

폐쇄된 영양액 캔은 제조 가이드라인에 따158.

라서 시간에서 시간동안 달 수 있다24 48 .*

폐쇄된 영양액 주입 세트는 제조 가이드라159.

인에 따라 바뀌어져야만 한다.
*

1 Level a(+)=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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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흡인의 위험성 예방

오심 구토의 부적응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160. , .

161.복부 청진 및 촉진을 통하여 장음 과(bowel sound)

복부팽만감 유무를확인한다(abdominal distension) .

162.Monitoring Gastric Residual Volume

위잔류량 을 모니터링 한다(GRV) ( ) .*

*위장관 영양 환자의 흡인의 위험성을 사정한다.

처음 영양을 주입 전 위장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위장관 영양 주입기간 동안 항상 도에서* 30

도의 침대에서의 두부 거상을 유지한다45 .

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사기를 사용하여* 60ml

위잔류량 을 확(gastricresidual volume; GRV)

인한다.

성인의 경우 위내용물의 잔류량 측정 후에 물*

를 위장관으로 통과한다30ml .

위잔류량을 처음 시간 동안 매 시간 간격* 48 4

으로 위잔류량을 체크해야 한다.

이차적인 위잔류량 측정 후에 위잔유량이*

를 초과한다면 위장관개선제가 고려되250ml

어져야 한다.

위잔류량이 를 초과한 경우 위장관* 500mL

영양을 멈추고 알고리듬에 따라 다시 재사정

을 해야 한다 재사정 신체사정 위장관 사. ( - ,

정 혈당조절의 평가 진정제의 최소화 위장, , ,

관 개선제의 고려)

163 식사를주입하는동안부적응증상이 있을 때는.

지속적주입법으로주입용펌프 를(infusion pump)

이용하여 로주입한다50cc/hr .*

164.특별히의학적인금기가아니라면경장영양을받는

모든환자들은 도에서 도의두부거상한다30 45 .

2 Level a(+)=2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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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 >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수술 후 엄격한 혈당조절

매일 혈청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여165.

Glucose >200ml/dl 이상 시 보고한다.

집중적 인슐린 치료를 한다166. .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1 Level b(+)=1Ⅰ A

설사 증상 시 고려사항

시간 내에 번 이상의 또는167.24 3 loose liquid

은 보고한다stool .

은 설사의 원인이 될168.Clostridium difficile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설사 발생 시,

과 다른 병원균등을 감Clostridium difficile

별하기 위해 를 시행한다stool culture .

169. 시 지사제를Clostridium difficile Negative

투여한다.

1 Level b(+)=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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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 >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욕창예방을 위한 피부간호를 제공한다68. .

을 사정한다170.Braden scale .

천추부 좌골부 견갑부 무릎 발꿈치 정강171. , , , , ,

이 팔꿈치 등의 욕창 호발부위를 사정한다, .

피부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피172. ,

부는 로숀이나 오일을 발라준다.

매 두 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행하여 환자173.

의 기동성을 최대화한다.

환자들이 다른 압력궤양의 위험성이 남아있174.

다면 표준화된 병원침대 매트리스 대신에,

높은 사양의 가 중등도에서foam mattress

고위험의 환자들에게 압력성 궤양을 예방하

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

물침대나 공기침대를 사용한다175. .

→압력완화장치들 공기 젤 물침대를( , , ) 사용한다.†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을 한다176. .

복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한다177. .

178.욕창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예 대변. ( : )

179.욕창 부위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상처 클린

징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방 인치당 에서4

파운드 정도의 적절한 압력으로 생리식염수를15

이용한 세척을 한다.

2 Level a(+)=2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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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 >

표 계속<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욕창예방을 위한 피부간호를 제공한다68. .

만성화된 욕창은 전기적 자극180. (Electrical

을 제공한다stimulation) .

만성화된 욕창은 적외선 요법181. (Ultraviolet

을 제공한다light C)

만약 필요하다면 상처소독 체계적인 항생182. ,

제 사용 를 통해 감염치료가, debridement

관리되어질 수 있다.
*

항생제는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호기성183. , ,

구균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습윤 보유의 드레싱은 국소적 상처 부위의184.

환경을 최대화하고 상처치유를 촉진한다.
*

욕창부위의 마사지를 피한다185. .*

발뒤꿈치를 세우고 도넛베게는 사용하지186. ,

않는다.
*

2 Level a(+)=2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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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 >

간호중재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한다20. .

간호 업무 수행 전 후 철저한 손 씻기

효과적인 감염관리 대책으로 알콜 기반 손187.

소독을 준수한다.
*

중환자실 감염의 감시와 시기적절한 감염관188.

리를 위한 준비와 적절한 항균요법을 가이

드 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항균(VAP)

요법을 가이드 하고 적절한 감염관 리를 준-

비하기 위한 중환자실의 감시가 권고되어진

다.*

수술부위와 관련되어 어떤 접촉이나 드레189.

싱의 교환을 하기 전후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1 Level a(+)=1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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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간호결과 영역에서의 권고항목에 따른 근거등급 및 권고강도 평가< 8>

표 계속< >

간호평가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 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한다21. .

수술 후 합병증 사망률 심근경색증 폐렴190. ( , , ,
저나트륨혈증 심장과 신장 기능장애을 평가한다, ) .*

1 Level b(+)=1Ⅰ A

재원기간의 감소여부를 평가한다191. .* 1 Level b(+)=1Ⅰ A

192.DIND(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s)의
발생유무를 평가한다.*

8
Level a(+)=1Ⅰ
Level b(+)=6Ⅰ
Level (+)=1Ⅲ

A

인지 장애 의 향상을 평193. (cognitive function)
가한다.*

2 Level b(+)=2Ⅰ A

194.Extended Glasgow Outcome Scale
를 평가한다(GOSE) .

* 2 Level b(+)=2Ⅰ A

195. 를 평가한다modified Rankin Scale (mRS) .
*

3
Level b(+)=2Ⅰ
Level b(+)=1Ⅱ

A

를 평가한다196.Barthel Index scores .
*

3 Level b(+)=3Ⅰ A

를 평가한다197.Short form 36 score .
*

1 Level b(+)=1Ⅰ A

198. 를 평가한다GOS(Glasgow Outcome Scale) .* 8 Level b(+)=8Ⅰ A

를199.Functional Outcome Scale [FOS])
평가한다.*

1 Level b(+)=1Ⅰ A

200.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를 평가한다Scale score .

* 2 Level b(+)=2Ⅰ A

혈관연축의 발생률 감소201.
중대뇌동맥의 뇌혈류 속도의 감소를 평→
가한다.†

1 Level b(+)=1Ⅰ A

202.Brain MRI/ Voxel-based morphometric
를 평가한다analysis .

* 2 Level b(+)=2Ⅰ A

를203.Functional Status Examination (FSE)
평가한다.

* 1 Level b(+)=1Ⅰ A

생존률을 평가한다204. .* 1 Level b(+)=1Ⅰ A

감염률을 평가한다205. .* 1 Level b(+)=1Ⅰ A

을 평가 한다206.Rankin Disability Scale .
*

1 Level b(+)=1Ⅰ A

207.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인공호흡기 기계의 사용기간 을 평가한다( ) .

* 1 Level b(+)=1Ⅰ A

208.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stay
중환자실 입원기간 을 평가한다( ) .

4
Level a(Ⅰ )=Φ 1

Level b(+)=3Ⅰ
A

사망률 을 평가한다209.mortality( ) . 5
Level a(+)=1Ⅰ
Level a(Ⅰ )=Φ 1
Level b(+)=3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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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8 < >

간호평가를 위한 권고항목
전체

근거 수

에Level

따른 수

권고

강도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한다21. .

입원동안 첫 일 간 장관영양을 통해210.ICU 10

칼로리 요구량을 채우는 일수를 평가100%

한다.
*

1 Level b(+)=1Ⅰ A

입원 후부터 영양 목표량에 도달하는 시간211.

을 평가한다.
* 2

Level b(+)=1Ⅰ

Level (Ⅲ Φ)=1
A

에너지와 단백질 결핍의 매일의 평균값을212.

평가한다.*
1 Level (Ⅲ Φ)=1 B

213.패혈증 의심 시 Sequential Organ Failure

점수를 평가한다Assessment (SOFA) .*
1 Level b(+)=1Ⅰ A

폐렴 발생률을 평가한다214. .
*

9

Level a(+)= 3Ⅰ

Level b(+)= 4Ⅰ

Level b(Ⅰ )=Φ 2

A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을 평가한다215. .
*

3
Level b(+)= 2Ⅰ

Level (Ⅲ Φ)=1
A

폐렴 관련 약물 사용을 평가한다216. .* 2
Level a(+)=1Ⅰ

Level b(+)=1Ⅰ
A

뇌실의 감염률을 평가한다217. .* 1 Level a(+)=1Ⅱ B

재출혈 합병증을 평가한다218. .
*

1 Level (Ⅲ Φ)=1 B

를 평가한다219.APACHE II score .
*

2
Level b(+)=1Ⅰ

Level (Ⅲ Φ)=1
A

220.Glasgow Coma Scale (Teasdale &

를 평가한다Jennett, 1974) .
1 Level aⅡ ( )Φ =1 B

의 감각반응221.DeYoung & Grass (1987)

측정도구 하위영역 제외 를 평가한다(ROM ) .
* 1 Level aⅡ ( )Φ =1 B

222.Rancho Los Amigos Cognitive

를 평가한다Functioning Record .
* 1 Level aⅡ ( )Φ =1 B

근력향상
‡

신경학적 손상정도 감소
‡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증가ADL( )
‡

대뇌부종 감소
‡

과정평가22.

223.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간호를 위한 간호사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를 위한224. 실무 프로

토콜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정도를 평가한다.
0

전문가 합의에 의

한 Level Ⅳ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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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6.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강도가 명시된 개 권고항목으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224

콜이 잠정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는 표 와 같다< 10, 11, 12> .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7. , ,

개 항목의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하여 명의 차 실무전문가들이 각 권224 25 2

고항목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를 의 점 척도를 이용하여, , RAND corporation 9

평가하였다 부록< 4>.

차 실무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1) 2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이 이< 9> . 12%, 88%

었으며 연령은 세 이하가 세 이하가 세 이하가 세, 30 52%, 31-35 32%, 36-40 8%, 41

이상이 이었다 현재 근무기관은 차 의료기관이 로 다수였고 차 의료기관8% . 3 96% , 2

이 정도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 임상실무 전문가의 직종은 간호사가 전공4% . 84%,

의 의사 가 이었다 이들 전문가 집단의 현재 근무기관 재직연수는 년 이하( ) 12% . 5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상 이었다52%, 6-10 12%, 11-15 20%, 1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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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실무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9> 2

<N=25>

전문가 집단의 평가2)

전문가 집단의 간호사정 간호중재 간호평가영역에서 각각의 권고에 대한 적절성, , ,

적용가능성 적용유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 10, 11, 12>.

특성 구분 n (%)

성별
남 3(12)

여 22(88)

연령

세 이하25~30 13(52)

세 이하31~35 8(32)

세 이하36~40 2(8)

세 이상41 2(8)

현재 근무기관
차 의료기관2 1(4)

차 의료기관3 24(96)

전문가 직종
의사 전공의( ) 3(12.0)

간호사 21(84.0)

총 근무기간

년 이하5 10(40)

년 이하6-10 6(24)

년 이하11-15 4(16)

년 이상16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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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권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 간호사정< 10> ( )

N(=25)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신경학적 검진을 한다1-3. . 8.96(.20) 8.92(.27) 25 100

혈압을 관찰한다4-7. . 8.92(.27) 8.60(.91) 24 96

맥박을 관찰한다8-9. . 8.32(.98) 8.16(1.24) 21 84

호흡을 관찰한다10-11. . 8.60(.95) 8.52(1.29) 25 100

체온을 관찰한다12-14. . 8.76(.66) 8.64(.86) 25 100

산소농도를 사정한다15-16. . 8.76(.72) 8.80(.50) 25 100

이산화탄소 농도를 사정한다17-18. . 8.08(.90) 7.80(1.47) 23 92

객담의 양과 색깔을 사정한다19. . 8.00(1.35) 8.00(1.44) 24 96

호흡음을 청진한다20. . 8.00(1.44) 8.12(1.39) 24 96

말초부위와입술부위의청색증을 사정한다21. . 7.88(1.39) 7.88(1.53) 24 96

검사결과를 확인한다22.ABG . 8.84(.47) 8.72(.73) 25 100

를 사정한다23.chest X-ray . 8.68(.74) 8.48(1.12) 25 100

상승징후 사정한다24-29.ICP . 8.92(.27) 8.60(.70) 25 100

결과를 확인한다30-33.brain CT Scan . 8.60(.91) 8.40(1.29) 23 92

34. 결과를 확인한다Cerebral angiogram . 8.36(1.03) 7.96(1.61) 23 92

경두개 도플러 검사 결과를35-36.TCD( )
확인한다.

8.88(.33) 8.60(1.00) 23 92

혈액효소검사를 확인한다37-45. . 8.20(1.38) 8.04(1.64) 23 92

유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46-52.12
심전도 이상을 관찰한다.

7.68(1.67) 7.32(1.90) 21 84

이차적 심혈관 합병증 및 뇌경색55-58.
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8.44(.86) 8.32(1.31) 2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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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권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 간호중재< 11> ( )

N(=25)

표 계속< >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59-63.3H Theraphy(hypertension,

를hypervolemia, hemodelution)

시행한다.

8.72(.54) 8.48(1.04) 24 96

칼슘 채널 길항제인 니모디핀을64-66.

투여한다 승인.(FDA )
8.64(.90) 8.72(.61) 25 100

혈관연축 치료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를67.

사용한다.
6.44(2.02 6.08(2.11) 9 36

혈관연축 치료제인 고용량의68.

을 투여한다methyprednisone .)
6.80(2.08) 6.20(2.36) 8 32

혈관연축 치료제인 을69. provastatin

투여한다.
5.84(2.90) 5.48(2.40) 7 28

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대뇌 허혈70.

예방을 위한 항 혈소판요법은 추천될

수 없다.

7.52(2.10) 7.16(2.37) 13 52

수액요법을 실시한다71-72. . 8.60(.64) 8.44(.76) 25 100

외부 뇌실 배액관 의 엄격한73-83. (EVD)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8.84(.37) 8.72(.61) 25 100

도를 제공한다84.HOB 30 . 8.76(.52) 8.76(.52) 25 100

정상체온은 유지하기 위하여 해열제85-89. ,

냉 요법 균배양검사 근육이완제, , ,

진정제 기계를 제공한다, warmer .

8.84(.47) 8.80(.50) 24 96

항경련제를 투여한다90. . 8.92(.27) 8.88(.33) 25 100

배변완화제를 투여한다91. . 8.64(.70) 8.64(.63) 25 100

진정제를 투여 시 주의를 요한다92. . 8.52(.82) 8.44(.91) 23 92

필요하다면 항구토제를 지속적으로93.

사용한다.
8.40(.64) 8.36(.70) 25 100

분당 회 이상의 빈맥 발생 시 베타 수94. 90 1

용체길항제인 을 투여한다landiolol .
7.20(1.65) 6.64(2.19) 11 44

95.위산억제제예를들면 는( antacid, H blocker)₂

스트레스성궤양치료제로는효과적이지만

인공호흡기관련폐렴발생가능성을높이기때문에

유용하지않다.

7.12(1.90) 7.00(1.93) 1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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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1 < >

표 계속< >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96-105.DVT

중재를 제공한다.

스타킹착용 간헐적공기(thigh high ,

압축기구 헤파린치료 고용량, , enoxaparin)

8.60(.86) 8.60(1.86) 25 100

동맥류가 안정화되면 수동적 관절운동106.

을 실시한다.
8.68(.55) 8.68(.55) 25 100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조기재활 프로그107.

램을 적용한다.
8.40(1.08) 7.80(1.82) 17 68

조기재활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108.

가족에게 제공한다.
8.24(1.17) 8.08(1.49) 18 72

의 고정위치 압력109-111.Intubation , cuff

과 사이즈를 확인한다.
8.80(.57) 8.76(.59) 25 100

상부기도의 병변이 없고 소생가능성이112.

제한적이지 않다면 이나 탈관weaning

시 을 이용한다weaning protocol .

8.60(.50) 8.32(.94) 18 72

간접가습기나 열습도 교환기는113.

인공호흡기 회로의 군락화는

감소시키지만 의 유병률은VAP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므로 폐렴

예방도구로 간주될 수 없다.

8.32(1.02) 8.24(1.01) 23 92

회로교환은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경우114.

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루

어져야 한다.

8.48(.91) 8.60(.64) 24 96

인공호흡기 회로안의 오염된 응축수는115.

주의를 요하며 응축수가 기도튜브

혹은 약물 라인 안으로Nebulizer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8.68(.69) 8.60(.76) 25 100

호흡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소독116. ,

살균의 정책들과 실무지침의 수행은

근거기반 표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8.72(.73) 8.72(.73)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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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1 < >

표 계속< >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는 를117. VAP

예방하기 위해 초기 일에서 일7 8

정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다.

8.04(1.20) 7.92(1.18) 19 76

흡인간호를 제공한다118-125. .

흡인전후 산소 분간 투여 흡인은( 100% 5 ,

초이내로제한하여수행 흡인전생리15 ,

식염수주입금기 머리 도거상, 30 ,

규칙적인흡인)

8.60(1.04) 8.48(1.19) 23 92

흉부물리치료는 관례적으로 행해지는126.

것은 아니다.
7.84(1.37) 7.92(1.35) 23 92

구강간호를 제공한다127-128. .

클로르헥시딘 칫솔질 입헹굼( , , )
8.52(.91) 8.52(.91) 23 92

제품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인 구강129.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8.32(1.18) 8.04(1.39) 25 100

구강간호를 자주 제공 한다130. . 8.36(.86) 8.00(1.50) 24 96

131연하반사를 사정하기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한다.
7.44(1.60) 6.60(2.14) 11 44

132.근거기반 영양지원프로토콜을 수행한다. 8.08(1.18) 7.72(1.30) 13 52

조기의 위 영양 공급을 시행한다133-135. . 8.44(.76) 8.36(.86) 17 68

136.위 영양공급과 십이지장 누관영양 공급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논의 중이다.

7.40(1.91) 7.16(2.07) 18 72

137. 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enteral feeding .

마비성 장폐색 통제되지 않은 설사( , ,

많은 양의 대변 배출)

8.12(1.16) 7.84(1.51) 22 88

138. 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gastric feeding .

오심 구토 위장관 영양액 흡인의( , ,

과거력 위장관 마비 상대적인 금기로, ,

점수가 점미만인 경우GCS 9 )

8.12(1.01) 8.04(1.01) 2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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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1 < >

표 계속< >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이 중심정맥 카테터와139.enteral nutrition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선호된다parental nutrition .

7.84(1.17) 7.56(1.47) 19 76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을140.

구성한다.
7.04(1.96) 6.32(2.24) 12 48

영양부족을 예방한다141-145. .

(입원초기 일이내의영양공급시작7 ,

영양부족 위험성이 높을 시 영양사에게

의뢰 적절한단백질과칼로리섭취, ,

지속적 영양액 주입법 보다 간헐적 영양

액 주입법을 이용하여 목표 칼로리에 더

일찍도달,

수준에따른적절한칼로리제공GCS

* GCS > 13~15 : 30 Kcal/kg/day

* GCS = 8~12 : 35 Kcal/kg/day

* GCS = 3 : 40~45 Kcal/kg/day)

8.48(.96) 8.04(.95) 22 88

약물 주입 전과 후에 튜브의146-151.

적절한 통과를 위한 프로토콜을

고수해야 한다.

약물을추가할때위장관영양액에직접(

주입하지않기 약물주입전에적절히,

희석 약물투여시매시간마다 의, 4 30ml

물을통과 약물과의, phenytoin

상호작용고려하여투여전후 시간동안2

장관영양공급을중단)

8.44(.91) 8.36(.99) 21 84

의 가지 요소를152.enteral nutrition 4

확인한다.

환자식별 영양액 확인 영양전달부위나( / /

장치의 경로 확인 영양주입방법과 속도/ )

8.64(.75) 8.60(.76)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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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1 < >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영양액은 깨끗한 환경에서 무균적153-159.

기술로 다루어져야 한다.

무균적 방법으로 영양액 준비하고 주입( ,

영양액은가급적분말이더선호,

회용장갑의사용권장 영양액캔1 ,

뚜껑은 플립탑 보다는 스크류 캡이 더

선호 영양액주입펌프이용, ,

제조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에서24 48

시간 동안 폐쇄된 영양액 캔은 달 수

있고 영양액주입세트교환은,

제조가이드라인에따른다)

8.48(.96) 8.12(1.36) 24 96

160-164.흡인의위험성을낮추도록한다.

오심 구토증상관찰 복부청진및촉진( , , ,

위잔류량 확인 식사부적응 증상 시 주입,

용펌프를이용하여 속도로주입50cc/hr ,

영양액공급기간 동안 도에서 도30 45

두부거상)

8.76(.51) 8.44(1.15) 24 96

수술 후 엄격한 혈당조절을 한다165-166. .

초과 시 보고 엄격한(200ml/dl ,

인슐린치료를 시행)

8.48(1.08) 8.48(1.08) 22 88

설사증상 시 다음을 고려한다167-169. .

( 시간내 회이상의 또는24 3 loose liquid

대변을본경우보고하고, Clostridium

은설사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difficile

로확인stool culture , Clostridium

가음성이면지사제를투여difficile )

8.56(.71) 8.48(.77) 25 100

욕창예방을 위한 피부간호를170-186.

제공한다.

시간마다체위변경 욕창호발부위사정(2 , ,

사정 복합비타민Braden scale , ,

미네랄공급 등등, )

8.80(.50) 8.76(.520 24 96

모든 간호 업무 수행 전후187-189.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한다.
8.92(.27) 8.88(.33)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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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권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 간호평가< 12> ( )
N(=25)

표 계속< >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수술 후 합병증 사망률 심근경색증190. ( , ,

폐렴 저나트륨 혈증 심장과 신장기능, ,

장애 을 평가한다) .

8.48(1.44) 8.52(1.44) 23 92

재원기간을 평가한다191. . 8.04(1.33) 7.96(1.45) 17 68

192.DIND( delayed ischemic

의 발생유무를neurologic deficits)

평가한다.

8.44(.96) 8.20(1.25) 19 76

인지장애의 향상을 평가한다193. . 8.40(1.08) 8.36(1.07) 20 80

194.Extended Glasgow Outcome

를 평가한다Scale(GOSE) .
8.20(1.19) 7.96(1.30) 14 56

를195.modified Rankin Scale(mRS)

평가한다.
7.68(1.79) 7.24(1.76) 7 28

를 평가한다196.Barthel Index . 7.44(1.98) 6.88(2.16) 7 28

를 평가한다197.Short form 36 score . 6.16(2.56) 5.76(2.57) 4 16

를198.GOS(Glasgow Outcome Scale)

평가한다.
7.88(1.87) 7.40(2.14) 13 52

를199.Functional Outcome Scale (FOS)

평가한다.
6.84(2.23) 6.24(2.29) 6 24

20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를 평가한다Stroke Scale score(NIHSS) .
7.88(1.50) 7.44(1.66) 8 32

중대뇌동맥의 뇌혈류 속도의 감소를201.

평가한다.
8.52(.77) 8.32(1.31) 21 84

202.Brain MRI/ Voxed-based

를 평가한다morphometric annalysis .
6.80(2.61) 5.92(2.87) 8 32

203.Functional Status Examination(FSE)

를 평가한다.
6.84(2.01) 6.20(2.21) 5 20

생존률을 평가한다204. . 7.72(1.83) 7.44(2.06) 12 48

감염률을 평가한다205. . 8.40(1.00) 8.00(1.42) 18 72

를 평가한다206.Rankin Disability . 7.36(1.52) 7.28(1.48) 5 20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을 평가한다207. . 8.44(.82) 8.36(.90) 17 68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평가한다208. . 8.44(.76) 8.32(.90) 17 68

사망률을 평가한다209. . 8.04(1.54) 7.76(1.73) 16 64

중환자실 입원동안 첫 일간 장관210. 10

영양을 통해 칼로리 요구량100%

채우는 일수를 평가한다.

8.00(1.04) 7.20(1.8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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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2 < >
N(=25)

간호사정 영역에서 권고항목의 평균은 적절성은 적용가능성은 로 나타나8.40, 8.24

적절성에 비해 적용 가능성이 더 낮았다 간호중재 영역에서 권고항목의 평균은 적절.

권고항목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M(SD) M(SD)
유

n %

입원 후부터 영양 목표량에 도달하는211.

시간을 평가한다.
7.80(1.15) 7.04(1.88) 8 32

에너지와 단백질 결핍의 매일의 평균값212.

을 평가한다.
7.28(1.67) 6.08(1.86) 4 16

패혈증 의심 시213.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점수를 평가한다.

6.68(2.13) 6.48(2.32) 6 24

폐렴발생률을 평가한다214. . 8.48(.65) 8.48(.65) 17 68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을 평가한다215. . 8.28(.73) 8.24(.83) 15 60

폐렴 관련 약물사용을 평가한다216. . 8.64(2.11) 8.12(1.05) 14 56

뇌실의 감염률을 평가한다217. . 7.80(1.63) 7.24(2.00) 12 48

재출혈 합병증을 평가한다218. . 8.00(1.47) 7.36(2.05) 16 64

를 평가한다219.APACHE score .Ⅱ 7.56(1.22) 6.88(1.61) 7 28

를220.GCS(Teasdale & Jennett, 1974)

평가한다.
8.64(.56) 8.44(1.29) 22 88

의 감각반응221.DeYoung & Grass (1987)

측정도구 하위영역 제외 를(ROM )

평가한다.

7.04(1.92) 6.24(2.18) 9 36

222.Rancho Los Amigos Cognitive

를 평가한다Functiong Record .
5.40(2.43) 5.08(2.28) 5 20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를 간호하는223.

간호사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
8.44(.65) 8.20(.95) 13 52

뇌동맥류 결찰 수술 환자를 위한224.

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8.52(.71) 8.28(.79) 1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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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적용가능성은 으로 나타났고 간호평가 영역에서 권고항목의 평균은7.86, 8.03

적절성은 적용가능성은 로 나타났다 전체 영역의 권고항목의 평균은 적절8.01, 7.61 .

성은 적용가능성은 으로 나타나 적절성에 비해 적용가능성이 더 낮았다8.09, 7.96 .

모든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적절성에서 권고항목7.5

중 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간호사정 영역의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확7.5

인에 대한 항목 하나였으며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혈관연축 치료제인 마그네슘 설페,

이트의 투여 혈관연축 치료제인 고용량의 의 투여 혈관연축 치료, methyprednisone ,

제인 의 투여 분당 회 이상의 빈맥 발생 시 베타 수용체 길항제인provastatin , 90 1

의 투여 위산억제제 예를 들면 투여 연하반사를 사landiolol , ( antacid, H blocker) ,₂

정하기 위해 언어 치료사에게 의뢰 위 영양공급과 십이지장 누관영양 비교 개인의, ,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 구성항목으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평가 영역에서는8

Barthel Index, Short form 36 score, Functional Outcome Scale (FOS), Brain

MRI/Voxed-based morphometric annalysis, Functional Status Examination(FSE),

에너지와 단백질 결핍의 매일의 평균값 패혈증 의심 시Rankin Disability, ,

점수 감각반응 측정도구 하위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 (ROM

영역 제외 에 대한 평가의 항), Rancho Los Amigos Cognitive Functiong Record 10

목이었다.

권고항목 적용가능성이 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사정 영역에7.5

서는 유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한 심전도 이상 관찰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확인12 ,

에 대한 항목이었으며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혈관연축 치료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2 ,

의 투여 혈관연축 치료제인 고용량의 의 투여 혈관연축 치료제인, methyprednisone ,

의 투여 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대뇌 허혈 예방을 위한 항 혈소판요법은provastatin ,

추천될 수 없음 분당 회 이상의 빈맥 발생 시 베타 수용체 길항제인 의, 90 1 landiolol

투여 위산억제제 예를 들면 투여 연하반사를 사정하기 위해, ( antacid, H blocker) ,₂

언어 치료사에게 의뢰 위 영양공급과 십이지장 누관영양 비교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 ,

한 식단 구성항목으로 항목이었으며 간호평가 영역에서는9 , modified Rankin

Scale(mRS), Barthel Index, Short form 36 score, GOS(Glasgow Outc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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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Outcome Scale (FO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score(NIHSS), Brain MRI/Voxed-based morphometric annalysis, Functional

생존률 입원 후부터 영양 목표량에 도달하는 시간Status Examination(FSE), , ,

에너지와 단백질 결핍의 매일의 평균값 패혈증 의심 시Rankin Disability, ,

점수 뇌실의 감염률 재출혈 합병증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 , ,

감각반응 측정도구 하위영역 제외APACHE score, (ROM ), Rancho Los AmigosⅡ

에 대한 평가의 항목이었다Cognitive Functiong Record 18 .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이 낮게 나온 권고항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언급한 이유와 그

밖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권고항목별로 수정 또는 삭제한 결과를 제시

하면 표 와 같다< 13, 1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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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절성이 낮게 나온 권고항목에 대한 이유 및 결과< 13>

표 계속< >

항목 항목의 적절성이 낮은 이유 결과

간호사정 영역1.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 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심장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심장초음파를 시행한다 로 수정‘ .’

수정

간호중재영역2.

혈관연축 치료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사용한다67. .
혈관연축 효과성에 대한 에서 승인한 니모디핀 약물이 우선 사FDA
용되어야 한다.

삭제혈관연축 치료제인 고용량의 을 투여한다68. methyprednisone .

혈관연축 치료제인 을 투여한다69. provastatin .

분당 회 이상의 빈맥 발생 시 베타 수용체 길항제인94. 90 1
을 투여한다landiolol .

빈맥의 원인이 열 때문인 경우 원인 제거 후 빈맥이 회복되므(fever)
로 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수용체 길항제 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차적인 혈압beta 1 landiolol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치료요법과 역행하므로 사3H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삭제

위산억제제 예를 들면 는 스트레스성95. ( antacid, H blocker)₂
궤양치료제로는 효과적이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

위산 억제제 예를 들면 나( antacids H2 는 궤양성 출혈의blockers)
위험성이 높거나 스트레스성 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
되는 경우는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 VAP
은 환자의 경우는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수정

연하반사를 사정하기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한다131. .
중환자실보다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 후에 주로 수행되므로 본 프로
토콜은 중환자 간호 실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과 둘 중 어느 것이136. Gastric feeding Duodenal feeding

더 효과적인지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내용이 프로토콜에 들어갈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고,
임상에서는 이 더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Gastric feeding 수정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을 구성한다140. .

모든 끼니를 환자가 원하는 반찬으로 맞출 수 없으나 싫어하는 반,
찬이나 밥의 종류 진밥 된밥 를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음식( , ) ‘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식단구성에 반영하도록 영양지원팀에게
알려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

삭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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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3 < >

표 계속< >

항목 항목의 적절성이 낮은 이유 결과

간호평가 영역3.

를 평가한다196. Barthel Index . 도구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수정

를 평가한다197. Short form 36 score . 도구를 잘 모르는 간호사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 삭제

를 평가한다199. Functional Outcome Scale (FOS) . 도구가 생소하다. 삭제

202. Brain MRI/ Voxed-based morphometric

를 평가한다annalysis .

뇌동맥류 클립과 자기장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비용 효율MRI ,

적인 부분에서 가 더 적합하다CT .

간호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를 평가한다203. Functional Status Examination(FSE) .
현재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 매우 낮다20% . 삭제

를 평가한다206. Rankin Disability .

에너지와 단백질 결핍의 매일의 평균 값을212.

평가한다.
실무에서 적용 시 많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삭제

패혈증 의심 시213. Sequential Organ Failure

점수를 평가한다Assessment (SOFA) .
현재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 매우 낮다24% . 삭제

의 감각반응 측정도구221. DeYoung & Grass (1987)

하위영역 제외 를 평가한다(ROM ) .
현재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 매우 낮다36% . 삭제

222. Rancho Los Amigos Cognitive Functiong

를 평가한다Record .
현재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 매우 낮다20%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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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용가능성이 낮게 나온 권고항목에 대한 이유 및 결과< 14>

표 계속< >

항목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낮은 이유 결과

간호사정 영역1.

유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심전도 이상을 관찰한다12 .

실제로 임상에서 유도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환자가 유지하기 힘들며12 ,

유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심전도를 확인하였을 경우 주치의‘3 ,

와 상의 하에 유도 심전도를 촬영 한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12 ’ .

수정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현재 임상에서 심장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

행하므로 심장 합병증이 의심되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을 확인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 .

수정

간호중재 영역2.

혈관연축 치료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사용한다67. .

간호사 단독업무가 아니며 의사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삭제혈관연축 치료제인 고용량의 을 투여한다68. methyprednisone .

혈관연축 치료제인 을 투여한다69. provastatin .

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대뇌 허혈 예방을 위한70.

항 혈소판요법은 추천될 수 없다.

항 혈소판 요법은 급성기에 동맥류가 아닌 다른 부위의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호사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분당 회 이상의 빈맥 발생 시 베타 수용체94. 90 1

길항제인 을 투여한다landiolol .

약물 사용의 결정은 간호사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할 필요가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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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4 < >

표 계속< >

항목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낮은 이유 결과

간호중재 영역2.

위산억제제 예를 들면 는 스트레스성95. ( antacid, H blocker)₂

궤양치료제로는 효과적이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

약의 결정권은 의사의 권한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항목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산 억제제 예를 들면‘ ( antacids

나 H2 를 사용하는 환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blockers) VAP

주치의에게 알린다 수정이 필요하다.’ .

수정

연하반사를 사정하기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한다131. .
중환자실보다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 후에 주로 수행되므로 본 프로토

콜은 중환자 간호 실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과 둘 중 어느 것이136. Gastric feeding Duodenal feeding

더 효과적인지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내용이 프로토콜에 들어갈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고,

임상에서는 이 더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Gastric feeding .
수정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을 구성한다140. .

모든 끼니를 환자가 원하는 반찬으로 맞출 수 없으나 싫어하는 반찬,

이나 밥의 종류 진밥 된밥 를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음식 알( , ) ‘

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식단구성에 반영하도록 영양지원팀에게 알려

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

삭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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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4 < >

표 계속< >

항목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낮은 이유 결과

간호평가 영역3.

를 평가한다195. modified Rankin Scale(mRS) .
는 뇌출혈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정도 장애를 측정하는 도구이며mRS

도구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수정

를 평가한다196. Barthel Index . 도구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수정

를 평가한다197. Short form 36 score . 도구를 잘 모르는 간호사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 삭제

를 평가한다198. GOS(Glasgow Outcome Scale) .
보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GOSE ,

둘 중 평가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GOS(Glasgow Outcome Scale) .
삭제

를 평가한다199. Functional Outcome Scale (FOS) . 도구가 생소하다. 삭제

20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를 평가한다score(NIHSS) .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중환자실 입원 중 혈관연축 환자 혹은‘ DIND

발생한 환자의 를 평가한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score

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수정

202. Brain MRI/ Voxed-based morphometric

를 평가한다annalysis .

간호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검사로도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CT .
삭제

를 평가한다203. Functional Status Examination(FSE) . 도구가 생소하다. 삭제

생존률을 평가한다204. . 권고항목 의 사망률과 중복이라는 의견이 있었다89 ‘ ’ . 삭제

를 평가한다206. Rankin Disability . 도구가 생소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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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4 < >

표 계속< >

항목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낮은 이유 결과

간호평가 영역3.

입원 후부터 영양 목표량에 도달하는 시간을 평가한다211. .

실무에서 적용 시 많은 제한점이 있다.

인력부족 시간제한( , )
삭제

에너지와 단백질 결핍의 매일의 평균 값을 평가한다212. .

패혈증 의심 시213.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점수를 평가한다(SOFA) .

뇌실의 감염률을 평가한다217. . 항목이 중복이다. 삭제

재출혈 합병증을 평가한다218. .
삽입과 관련된 내실질의 혈종 유무를 평가하므로 삽입EVD ‘EVD

한 경우 재출혈 합병증을 평가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 .
수정

를 평가한다219. APACHE score .Ⅱ

도구를 잘 모른다. 삭제

의 감각 반응 측정도구221. DeYoung & Grass (1987) (ROM

하위영역 제외 를 평가한다) .

를222. Rancho Los Amigos Cognitive Functiong Record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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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타 권고항목에 대한 의견 및 결과< 15>

표 계속< >

항목 의견 결과

간호사정 영역1.

신경학적 검진을 한다.

동공반사를 사정한다1. .

비정상 동공산대 동공무반응: , pin point,

의식수준 을 사정한다2. (GCS) .

근거 을 통해: continuous detailed neurologic examinations

를-> 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DIND)

확인하기 위하여

근력등급을 사정한다3. .

혈관 연축 시의 임상 증상인 ‘ 혹은4. motor aphasia sensory

유무를 확인한다aphasia .’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근력등급이란 말보다 로 기술motor grade(grade 1~5) check 할 필

요가 있다.

항목추가4

항목수정3

수축기 혈압이 이상으로 높은지 사정한다4. 200mmHg .

근거 재 출혈 위험성 추골 기저 박리성 뇌동맥류에 의한: , -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초기에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고 재출,

혈 시 예후가 좋지 않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초기 수술 전 상태 혹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동반 상태에서 사정하므

로 제외 시켜야 한다는 전공의 의견이 있었으나 수술 후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을 이하로 조200mmHg

절해 주어야 한다.

수정

폐동맥 쐐기압 이 이상의 목표치를 유지되는지7. (PCWP) 12

사정한다.

근거 치료의 효과는 쐐기압 일 때 가장: 3H- (PCWP)>12

높으며 가 일 때는 중간 그리고, PCWP 12 ,

일 때는 효과가 없다PCWP<12 .

근거로 사용된 문헌이 다른 문헌에 비해 오래된 연구자료 로(2001)

최근 동향과 잘 부합될 수 없으며 연구결과에서 결과는 치료의, “ 3H

효과와 연관이 없다 라고 보고되었으며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

를 넣는다는 비용 효과적 문제와 유지의 위험성을 보았을PAC PAC

때 적절하지 않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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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견 결과

간호사정 영역1.

맥박이 회 분 이상인지 사정한다8. 100 / .

근거 분당 회 이상의 빈맥을 가진 지주막하 출혈 환자에게 수용체: 90 beta1

길항제인 의 투여는 빈맥 치료에 효과적 이므로 약물 사용 시 빈맥landiolol

을 사정한다 빈맥은 심장손상과 기능 손상의 표지로서 지주막하 출혈 후의.

지연된 뇌 허혈과 좋지 않은 예후 증가되는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 .

빈맥 발생 시 탈수를 의심할 만한 중심정맥압의 감소, skin

피부 늘어짐 혀의 갈라짐이 없다면 심장기능 손상을 의심tagger( ),

할 수 있다.

수정

수술 전 저체온은 수술 후 심장 합병증과 관련이 없다14. .

근거 수술 전 정상체온 그룹이 수술 후 약간의 증가가: cardiac troponin-I

있는 반면 저체온 그룹에는 수술 후 의 차이가 없었다, cardiac troponin-I .

수술 전 저체온은 인지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로토콜의 내용보다는 근거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체온이 도 상승 시 체성 대사율이 증가한다 는 근거‘ 1 10-13% .’

문헌의 확인을 통해 근거에 포함해야 한다.

수정

산소포화도를 사정한다 정상 이상 만성폐질환이 없는 경우15. . :94% ( )
산소포화도 정상은 근거 문헌을 토대로 한 자료제시를 통해 94%

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95% .→
수정

이산화탄소 분압을 사정한다17. .

정상 유도성 과호흡 예방: 30~35mmHg ( : ICP )↑

비정상 대뇌허혈 발생:25~30mmHg ( )

이산화탄소 분압을 를 유지시킴으로서25~30mmHg 감소 효ICP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정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22. ABGA .
권고항목 번 번 항목과 중복이어서 한 항목으로 묶을 필요가6 , 7

있다.
수정

를 확인한다23. Chest x-ray .
는 초기에 고려해야 하며neurogenic pulmonary edema

치료 후 합병증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Hypervolemia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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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견 결과

간호사정 영역1.

징후 고혈압 서맥 호흡 완서 가 있는지를24. Cushing 3 ( , , )

사정한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와 의 차이가 크게 나는 를SBP DBP wide pulse pressure

포함시켜야 한다.
수정

유두부종이 있는지 사정한다28. . 검안경이 필요하며 간호사들이 감별하기 어렵다. 삭제

모니터링을 사정한다29. ICP .

모니터 적용여부에 따른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감염의 위험성ICP CPP ,

비용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근거문헌을 재검토한 후 확인된 역치는 로 수정이 필요하다CPP 50-70mmHg .

수정

상의 출혈의 감소 여부를 사정한다31. CT .
출혈의 감소보다는 수술 후 합병증인 재 출혈 유무를 확인하다 로 수정이 필요하‘ ’ ‘ .’

다 는 보험급여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CTP( CT Perfusion) .
수정

결과를 확인한다34. Cerebral angiogram .

근거 혈관연축 을 확인하기 위하여: vasospasm( ) .
혈관연축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수정

를 계산하여 혈관연축 여부를36. Lindegaard index

확인한다.

계산 평균혈류속도* Lindegaard index = MCA /

평균혈류속도ICA

비정상 이면* : Lindegaard index 3 MCA vasospasm≥

이면Lindegaard index 6 severe vasospasm≥

정상수치는 라는 것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고Lindegaard index 1.76 ± 0.1 ,

근거로 포함시켜야 한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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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견 결과

간호사정 영역1.

검사결과를 확인한다38. troponin, CPK isoenzymes .
환자의 비용부분을 고려하여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심장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만 적용하여야 한다.

수정심장합병증이 의심될 때40.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혈장 기질 를 확인한다44. metalloproteinase .
근거 의 발현은 국소허혈성 뇌손상의 지표이다: metalloproteinase .

임상에서 수행하지 않는 검사이며 삭제가 필요하다, 삭제

간호중재 영역2.

를 받는 경우 중심정맥압 를 자주 측정한다61. triple H therapy CVP( ) .
는 을 유지* CPP 60~70mmHg

* CPP= MAP-ICP, MAP=1/3(SBP-DBP)+DBP

간호사 단독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과량의 콜로이드 혹은 지질을 주사하거나 약물 중재 방법들을62.
사용한다.

효과적 혈량과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드로 코디손을 투여할 수63.
있다.
근거 하이드로 코티손은 비록 저나트륨 예방 효과에는 위약과 큰:

차이가 없지만 효과적인 혈량 과다 치료를 지원한다.

의 목표를 확인한다59. triple H therapy .
CVP 8 12 mmHg , hematocrit <30,–
systolic BP 180 mmHg , urine output 250 ml/hr≥ ≥

의 경우 인데 권고항목 에서는21-1 systolic BP 160 mmHg 2-2≥
로 되어 있어 목표치가 다르다는systolic BP 180 mmHg≥

의견이 있었다 의 목표치는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systolic BP
있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의 목표치는 미만이며hematocrit 30-32 , urine output 200ml/hr≥
로 연속 회 정도 나올 경우 요붕증을 의심하게 된다2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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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견 결과

간호중재 영역2.

심각한 간 기능이 저하 시 니모디핀의 중단을 고려한다65. . 약물중단 결정은 의사영역이므로 니모디핀 투여 중 간 기능을 확인 한‘
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수정

니모디핀은 정맥투여와 구강투여의 효과비교에서 임상적66.
차이가 없다. 근거로 포함되어야 한다. 수정

는 더이상의 적응증 예를 들면72. Hypertonic saline therapy (
의식상태 대뇌부종 혹은 혈중 나트륨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이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

문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는‘Hypertonic saline therapy
다음의 적응증 예를 들면 의식상태 대뇌부종 혹은 혈중 나트륨이( ,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이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줄인다 로 수정할) .’
필요가 있다.

수정

는 혈종의 부피에 영향을 미친다83. EVD cathter gage . 는 간호사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gage . 삭제

환자들은 을84. semirecumbent position(30° to 45°)
유지하여야만 한다.
근거 환자들은 특히 을 투여 받을 때: enteral feeding ,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앙와위 보다는 에서 도 정도의30 45
반 좌위를 유지해야 하고 유용한 기구나 침대표시를
함으로써 그리고 매 시간마다 상체거상의 각도를, 8
확인해야만 한다.

근거의 유용한 기구 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 각도기로‘ ’ ‘ ’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정

고열 환자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검사를 시행한다88. culture .

지속적인 고열 발생 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균 배양검사‘ (culture study)
를 시행한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열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 수술부위와 침습적인 주위를 관찰한’ catheter
다 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

수정
추가

항경련제 를 투여한다90. Anticonvulsants( ) .
예방적 항경련제를 투여한다 는 항목과 혈중 약물농도 검사 결과에‘ .’ ‘
따라 주치의와 상의 후 투여용량을 결정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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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견 결과

간호중재 영역2.

배변 완하제 를 투여한다91. (Stool softeners) .

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항목이 근거로 포함‘stool impaction ICP .’
되어야 한다.
식이가 공급되는 환자가 배변 완하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에서 일‘ 3 4
이상 대변을 못 볼 경우 주치의에게 알려 관장을 수행 한다 는 항목이 추가.’
되어야 한다.

수정
추가

진정제 투여 시 주의를 요한다92. .
근거 지속적인 고농도의 진정제와 의 사용은: paralytic agents
기침을 억제하여 병원성 폐렴 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HAP( ) .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 프로토콜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 좋다.
의식변화를 관찰하는데 진정제의 투여는 가 될 수 있다barrier .

삭제

필요하다면 항구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93. .
오심 구토시 가 상승되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ICP .
지속적인 구토 시 항구토제를 처방에 따라 투약할 수 있다 로‘ prn .’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

동맥류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용량의102. enoxaparin
을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고용량의 치료는40mg 12

혈전사례 가 덜하며 유용하다(thromboembolic events) .
업무내용이 아닌 근거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정

무릎길이의 스타킹도 적절한 대안으로 유용하다104. .

점진적인 허벅지 압력 혈전예방 스타킹은 입원 시에105. ,
적용한다.

스타킹의 압력은 발목에서는 대략 종아리103. 18 mmHg,
중앙부위는 상부허벅지에는 가14mmHg, 8mmHg
적절하다.

‘37-3. 하지의 외상이 없는 경우 공기가 들어있는 압력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

간헐적 공기압축* IPC =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 ) ‘
항목의 근거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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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뇌동맥류가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수동적 관절운동을 실시한다106. .

뇌동맥류가 안정화되면 일 내로 수동적 관절운동을 실시한다 는 항목과‘ 3 .’

환자의 와 따라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을 구분하여‘ GCS motor grade

적용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

추가

조기재활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가족에게 제공한다108. . 보호자에게 조기재활 교육을 실시한다 로 항목이 수정되어야 한다‘ .’ . 수정

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능하면 기도삽관과111. VAP

재 기도삽관은 피해야만 한다.

상부기도의 병변이 없고 소생가능성이 제한적이지 않다면‘42. weaning

이나 탈관 시 을 이용한다 항목의 근거로 포함되어야한다weanig protocol .‘ .
수정

간접가습기나 열 습도 교환기는 폐렴예방도구로는 간주될 수113.

없다

근거 간접가습기나 열 습도는 감소 효과가 없으므로 폐렴: VAP

예방 도구로는 간주될 수 없다.

간호사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인공호흡기의 열 가열 가습을 적‘

용하지 않는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인공호흡기 회로의 응축수의 군락화를 감소시키나는 용어가 간호사들이 이’

해하는데 무리기 있으므로 삭제 하는 것이 이해가 잘된다.

수정

회로교환은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114.

한번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빈번한 교환 일에 한번 은 의 높은: ventilator circuit (2 ) VAP

위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너무 잦은 회로교환은 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므로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VAP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번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간호사들이 이해가.’

잘 된다.

수정

호흡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소독 살균의 정책들과 실무지116. ,

침의 수행은 근거기반 표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굳이 이 프로토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삭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초기117. VAP

일에서 일 정도 적절한 항생제가 권고되어진다7 8 .

객담 균배양검사 결과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약물 남용이다.

약물의 결정권은 의사영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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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커프스 위의 루멘을 통한 연속적으로 흡인을 할 수121. dosal
있는 의 사용을 고려한다endotracheal intubation tube .
근거 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Subglottic Secretion

지속적 흡인은 기도점막 손상을 유발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개방적 흡인 대 폐쇄적 흡인에 대한 실무영역의 근거가122.
여전히 부족하며 새로운 증거가 강하게 달라지고 있다.

아직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해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구강과 의 가래는 를 발달시키는 중요한123. subglottic VAP
요인이며 병원들은 이러한 가래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해야만 한다.

실무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기도삽관을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분비물의125. subglottic
배액은 권유되어야 한다.

기도삽관 환자인 경우는 객담의 양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흡인을 한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수정

흉부물리치료는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126. .
흉부 물리치료는 관례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

상의 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 로 수정할Chest-Xray consolidation .’
필요가 있다.

수정

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인 구강간호를 수행해야129.
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므로 프로토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삭제

구강간호를 자주 제공한다130. .

구강간호는 하루 회 적용하며 구강상태를 고려하여 구내염이 있는 경우는 그‘ 2 ,
횟수를 늘린다 로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
하루 두 번 클로르 헥시딘 글루콘산염으로 구강 위생관리를 한 경우는 기0.12%
도삽관 환자에게서 매일 회씩 하는 기본적인 구강 관리 프로토콜보다 병원 내6
폐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를 포함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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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근거 기반 영양 지원 프로토콜을 수행한다132. .

근거 근거 기반의 영양지원 프로토콜의 사용을 통해:

중환자실 상주기간 감소 효과가 있다.

근거기반 영양 지원프로토콜을 적용하고자 하여도 국내 의료보험 급여 기준을 고

려한다면 실무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병원 내에 영양지원팀과 연계한다면

시행가능성이 충분하다 적용가능성이 낮다. .

삭제

조기 위 영양공급 을 수행한다(early gastric feeding) .

근거 조기 유문 후부 은: feeding(early duodenal feeding)

전반적인 영양공급과 합병증에 대해서 조기 위 feeding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early gastric feeding) .

은 흡인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고려하고 영양 목표‘early duodenal feeding

도달 시간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을 실시한다 로early gastric feeding .’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실시한다 로 수정하고 은 흡인‘early gastric feeding .’ , ‘early duodenal feeding

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고려하고 영양 목표 도달 시간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을 실시한다 를 근거에 포함시켜야 한다early gastric feeding .’ .

수정

위 장관 영양은 수술 후에 가스배출이나 장운동이133.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작되어야만 한다.

조기 영양 공급을 통해 장 폐색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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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현재의 문헌에서는 영양공급은 초기 시간에서 시간 이내에134. 24 48
적용될 수 있다.

조기 영양 공급을 통해 장 폐색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을 위한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137. Enteral feeding .
마비성 장폐색 장폐색* Paralytic ileus ( ) * Bowel obstruction ( )

* 통제되지 않는 설사 하루 를 초과하거나 빠른 위장관 주입으로 인한( 500mL )
많은 양의 대변 배출*

권고항목 과 을 한 항목의 하부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57 58
낫다.

수정

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138. gastric feeding .
오심 구토 시 심한 역류 위장관 영양액의 흡인의 과거력* / * *
위장관 마비 상대적인 금기* * - (GCS)<9

보다 이 더 선호된다139. parenteral nutrition Enteral nutrition .

근거 중심정맥 카테터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이‘Enteral nutrition
보다 더 선호된다parenteral nutrition .‘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

일까지는 전체열량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해야만 한다141. 7 .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영양부족 위험성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 영양사에게 의뢰한다142. .

적절한 단백질과 칼로리 섭취를 제공한다143. .

지속적 영양 주입보다는 간헐적 영양 주입을 한다144. .
근거 간헐적 주입과: 속적 영양주입 식이요법 환자 모두 일간의 영양목표7

에 도달했으나 간헐적 식이요법 환자의 목표 칼로리가 더 일찍 도달했다, .
간헐적 주입법은 환자의 을 향상시킬 수 있다ADL .
지속적 주입법 보다 정상적인 를 유지할 수 있다(continuous feeding) PH .

영양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헐적 영양 주입법‘ (intermittent
을 수행한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feeding)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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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약물주입 전 후에 튜브의 적절한 통과를 위한 프로토콜을 고수

해야 한다.

프로토콜을 고수해야 한다 는 용어보다는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는 용어‘ .’ ‘ .’

가 적합하다.
수정

영양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을149.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151. Pheytoin .

장관영양은 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pheytoin

현탁액이 추천된다Pheytoin .

* 투여 전 시간 동안 투여 후2 , 시간 동안 장관영양공급을2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근거내용에서 투여전후 시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 . 수정

156. 영양액 캔 뚜껑은 플립탑보다 스크류캡이 더 선호되어진다. 영양액 선택은 간호사가 할 수 없다. 삭제

영양액 주입 펌프는 위장관으로 부터 영양액의 역류성 감157.

염을 방지한다.

위 영양액의 역류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오심 구토 증상이 있는 환자의‘ ,

경우는 영양액 주입 펌프의 사용을 고려한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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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위잔류류량 을162. Monitoring Gastric Residual Volume (GRV) ( )
모니터링 한다.

위장관 영양 환자의 흡인의 위험성을 사정한다* .
처음 영양을 주입 전 위장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
위장관 영양 주입기간 동안 항상 도에서 도의 침대에서의* 30 45
두부 거상을 유지한다.
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잔류량* 60ml (gastric residual

을 확인한다volume; GRV) .

성인의 경우 위내용물의 잔유량 측정 후에 물 를 위장관 으로* 30ml
통과한다.
위잔류량을 처음 시간 동안 매 시간 간격으로 위잔류량을* 48 4
체크해야한다
이차적인 위잔유량 측정 후에 위잔유량이 를 초과한다면* 250ml

위장관개선제 가 고려되어져야 한다promotility agent ( ) .
위잔유량이 를 초과한 경우 위장관 영양을 멈추고* 500mL
알고리듬에 따라 다시 재사정을 해야한다.
재사정 신체사정 위장관 사정 혈당조절의 평가 진정제의( - , , ,
최소화 위장관 개선제의 고려, )

위장관 영양 환자의 흡인의 위험성을 사정한다 는‘ .’
구체적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위장관 영양 주입기간 동안 항상 도에서 도의 침대에‘ 30 45
서의 두부 거상을 유지한다 는 항목과 중복이므로 삭.’ 65-5
제할 필요가 있다.

위잔류량을 처음 시간 동안 매 시간 간격으로 위잔류량‘ 48 4
을 체크해야한다 는 항목은 실무 적용가능성이 낮다.’ .

위잔유량이 를 초과한 경우 위장관 영양을 멈추고‘ 500mL
알고리듬에 따라 다시 재 사정을 해야 한다 는 항목에 대하.’
여 재 사정을 할 알고리듬의 부재 때문에 위장관 영양을
멈춘다 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 .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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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영역2.

매일 혈청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여166. Glucose>200ml/dl

이상 시 보고한다. 을 흔히 사용(fingerstick )

근거 의 높은 탄수화물 농축은 내인성 인슐린: Formular

치료범위를 벗어난다.

모든 환자가 엄격히 당뇨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으며 특별히 당뇨를 진단,

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엄격한 혈당 조절

이 필요하다.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엄격한 혈당조절이 필요하며 매일 혈청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여 Glucose>200ml/dl 이상 시 보고한다.

을 흔히 사용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fingerstick )’ .

수정

집중적 인슐린 치료를 한다166. .

근거: 수술 후 엄격한 혈당 조절은 수술 후 감염률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

은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168. Clostridium difficile

지속적인 설사 발생 시 과, Clostridium difficile

다른 병원균등을 감별하기 위해 를 시행한다stool culture .

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를 시행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 stool culture .’ .

근거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변완화제 투여 중인 환자에게 지속적인 설사 발생 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중단을 고려한다 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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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부위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상처 클린징을 향상시키기 위해179.

평방 인치 당 에서 파운드 정도의 적절한 압력으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세척을4 15

한다.

의사 업무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삭제

만성화된 욕창은 전기적 자극 을 제공한다180. (Electrical stimulation) .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삭제

만성화된 욕창은 적외선 요법 을 제공한다181. (Ultraviolet light C) .

만약 필요하다면 상처소독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를 통해182. , , debridement

감염치료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

항생제는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호기성 구균에 효과적이어야 한다183. , , .

습윤 보유의 드레싱은 국소적 상처 부위의 환경을 최대화하고184.

상처치유를 촉진한다.

발뒤꿈치를 세우고 도넛베게는 사용하지 않는다186. , .
발뒤꿈치를 세우고 라는 문구가 삭제하여 수정하‘ ’

는 것이 이해가 쉽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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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5 < >

표 계속< >

항목 의견 결과

간호평가 영역3.

수술 후 합병증 사망률 심근경색증 폐렴 저나트륨190. ( , , ,
혈증 심장과 신장 기능장애 을 평가 한다, ) .

평가 한다 를 유무를 평가 한다 로 수정하면 적용가능성이 높아진다‘ .’ ‘ .’ . 수정

재원기간의 감소여부를 평가 한다191. .
중증도에 따라 동반된 단독 에 따라 재원기간이 달라( ICH SAH, SAH)
질 수 있으므로 중증도 별 재원기간의 감소를 평가한다 로 수정이‘ .’
필요하다.

수정

의192. DIND( 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s)
발생유무를 평가한다.

라는 용어가 간호사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므로 지연성 뇌DIND ‘
허헐 이라는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

수정

인지 장애 의 향상을 평가한다193. (cognitive function) .
적절성 적용가능성 점수는 높으나 인지장애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로 부적합하다.

삭제

를194. Extended Glasgow Outcome Scale(GOSE)
평가한다.

보다 된 평가지로서 상대적으GOS(Glasgow Outcome Scale) develop
로 적절성 적용가능성이 높은 를 평가도구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 GOSE
직하다.
도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정

감염률을 평가한다205. .
감염률은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므로 를 적용했던 환자의‘ EVD
경우 뇌실 감염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과에서의 균 배양 여부Culture
평가한다 의 구체적 평가로 수정이 필요하다.’ .

수정

사망률 을 평가한다209. mortality( ) .
사망률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중증도‘
에 따른 사망률을 평가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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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5 < >

항목 의견 결과

간호평가 영역3.

폐렴 발생률을 평가한다214. .
객담의 균 배양 의 변화를 통해 폐렴의 호전 양상을 평가‘ , chest-Xray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 .
수정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을 평가한다215. . 권고항목 과 중복이다207 . 삭제

폐렴 관련 약물 사용을 평가한다216. .
폐렴 관련 약물 사용량을 평가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 .’ . 수정

를220. Glasgow Coma Scale (Teasdale & Jennett, 1974)

평가한다.
은 주로 초기 사정에 이용된다Glasgow Coma Scale . 삭제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를 위한224. 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정도를 평가한다.

간호사의 이해정도 보다는 간호사의 수행정도를 평가 하는 것이‘ ’ ‘ ’

더 구체적이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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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8.

이상의 단계 과정에 의해 당초 예비 권고항목은 수정 추가 삭제되었으며 문헌7 , , ,

검색을 통하여 권고와 권고 등급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

콜은 총 개 영역 개 권고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록22 163 < 6>.

최종 프로토콜은 간호사정 영역에서 신경학적 검진에 대한 권고 개 활력징후 혈(3 ), (

압 관찰에 대한 권고 개 활력징후 맥박 관찰에 대한 권고 개 활력징후 호흡 관) (3 ), ( ) (2 ), ( )

찰에 관한 권고 개 활력징후 체온 관찰에 관한 권고 개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2 ), ( ) (2 ),

검사결과 관찰에 관한 권고 개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 객담의 양과 색깔(ABG ) (2 ), (

사정 관찰에 관한 관한 권고 개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 호흡음 청진 관찰에 관) (1 ), ( )

한 권고 개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 말초부위와 입술 청색증 사정 관찰에 관한 권(1 ), ( )

고 개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 사정에 관한 권고 개 상승징(1 ), (Chest X-ray) (1 ), ICP

후 관찰에 관한 권고 개 임상검사 결과 결과 확인에 관한 권고 개 임(5 ), (Brain CT ) (3 ),

상검사 결과 확인에 관한 권고 개 임상검사 경두개 도플러(Cerebral angiogram) (1 ), (

검사 결과 확인에 관한 권고 개 임상검사 혈 역학적 검사결과 결과 확인에 관한) (2 ), ( )

권고 개 심장 합병증 관찰 심전도 확인 에 관한 권고 개 심장 합병증 관찰 심장(9 ), ( ) (7 ), (

초음파 검사 확인 에 관한 권고 개 심장 합병증 관찰 이차적 심혈관 합병증의 과거) (2 ), (

위험요인 사정 에 관한 권고 개 로 총 개 영역 개의 권고 항목으로 등급 개) (4 ) 6 52 A 35 ,

등급 개 등급 개로 총 개 권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B 3 , C 14 52 .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혈관연축예방 에 관한 권고 개 혈관연(Triple H Theraphy) (2 ),

축예방 칼슘채널 길항제인 니모디핀 투여 에 관한 권고 개 대뇌부종관리에 관한 권( ) (2 ),

고 개 뇌수두증 관리에 관한 권고 개 제공에 관한 권고 개 열(2 ), (10 ), HOB 30° (1 ),

관리에 관한 권고 개 약물투여 항경련제 에 관한 권고 개 약물투여 배변(fever) (6 ), ( ) (2 ), (

완하제 에 관한 권고 개 약물투여 항구토제 에 관한 권고 개 약물투여 위산억제) (2 ), ( ) (1 ), (

제 에 관한 권고 개 예방에 관한 권고 개 조기재활간호에 관한 권고 개) (1 ), DVT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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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간호 간호 에 관한 권고 개 인공호흡기 간호 과(Intubation ) (2 ), (weaning

시 이용 에 관한 권고 개 인공호흡기 간호 열 가열 가습적용extubation protocol ) (1 ), (

금기 에 관한 권고 개 인공호흡기 간호 회로교환 에 관한 권고 개 흡인간호에 관) (1 ), ( ) (2 ),

한 권고 개 구강간호에 관한 권고 개 적절한 영양 제공에 관한 권고 개 피부(6 ), (3 ), (28 ),

간호에 관한 권고 개 손 씻기에 관한 권고 개 로 총 개 영역 개의 권고항목(11 ), (3 ) 14 94

으로 등급 개 등급 개 등급 개로 총 개의 권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A 72 , B 10 , C 12 94

다 간호평가 영역에서는 환자간호결과 평가에 관한 권고 개 와 과정평가 개 로 총. (15 ) (2 )

개 영역 개 권고로 등급 개 등급 개 등급 개로 총 개의 권고항목으2 17 A 14 , B 1 , C 2 17

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간호사정 중재 평가 영역의 권고를 합하여 총 개 영역 개의 권고로 구, , 22 163

성된 최종 프로토콜을 확정하였으며 등급 개 등급 개 등급 개로 구성, A 121 , B 14 , C 28

되어 있다. 구체적인 권고항목은 부록 과 같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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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9.

평가 차 전문가 집단 평가AGREE (3 )

최종 확정된 프로토콜의 질은 명의 전문가가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5 AGREE

며 표준화 영역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16> .

표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평가 결과< 16>

각 영역별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였을 때 권고의 독립성 그리고 지침 개발 그룹에,

서 생길 수 있는 이해 상충에 관련된 항목들로 이루어진 편집의 독립성 영역에서‘ ’

로 가장 높았으며 지침 사용자의 견해를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가에 관련된100%

항목인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범위와 목적 개발의‘ ’ 73% . ,

엄격성 정확성과 표현은 각각 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2%, 89%, 85% 80% .

문항수
점수범위 평가

점수

영역별

표준점수(%)최대점수 최소점수

영역 범위와 목적1 3 60 15 52 82

영역 이해당사자의 참여2 4 80 20 64 73

영역 개발의 엄격성3 7 140 35 129 89

영역 정확성과 표현4 4 80 20 71 85

영역 적용성5 3 60 15 50 77

영역 편집의 독립성6 2 40 10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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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V.

논의1.

본 연구는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

을 개발하는 것으로 임상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실무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근거를 기반으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

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에 대하여 실무 전문가집단의 적절성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여,

수정 보완 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최종 확정된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

콜은 간호사정 간호중재 간호평가 영역으로 개의 권고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163 .

의 임상가이드라인인 지주막하 출혈환자 간호의 수술 후 간호 항목과 비교할AANN ‘ ’

때 총 권고항목의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본 연구가 권고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실무적용성이 높은 실무 프로토콜로 구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직후부터 대상 환자를 중환자실 간호사가 간호함에 있어 뇌

동맥류 결찰수술과 직접 관련된 특징적인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중환자

에게 행해지는 일반적인 간호업무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의 가이드라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AANN 1982 1 2006 11 Medline/Pubmed,

교과서 의 검토를 통해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는 의CINAHL, , review article , AANN

가이드라인과의 중복 검색을 피하고 프로토콜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년, 5

이내의 문헌을 활용하였으며 검색 사이트로는 뿐만 아니라 국내, Pubmed, CINAHL ,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검색 사이트인 국회도서관 보건연구 정보센터, RICH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검색사이트로 활용하였다 또한 차 문헌 데이터 베이스로. 2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웹사이트인The Cochrane Library, National Guideline

등의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다Clearing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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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의 항목으로 기술한 데 반해 본 연구의 권고항목은AANN

가급적 간호사들이 임상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

을 거쳐 자세하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 AANN

부분의 권고항목들은 근거등급과 권고강도가 없는‘Post-aneurysmal Securement’

것이 다수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의 권고항목은 근거문헌을 기반으,

로 권고등급과 권고강도를 명시함으로써 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예비 권고항목에 대하여 개의 연구문헌과 개의 저서를 검색하였으며 각각의 문81 2 ,

헌에 대하여 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가급적 연구의 질이 높은 연구 도구를 활용하였,

고 근거등급과 권고강도를 정하는데 기초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질이 높은 문, .

헌을 토대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등급과 권고강도를 결정

하여 각 항목별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헌은 개로. 81

그 수가 적지만 검색전략으로 를 활용하여 연구의 질이 높은 연구와 다양limit RCT

한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문헌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문헌에 따Meta-analysis

른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경외과 중환자실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인과 전공의 인을 통2 23 3

해 예비 근거중심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를 평가하였으, ,

며 점 미만의 적절성이 낮거나 실무 적용성이 낮은 항목은 배제함으로써 적절성, 7.5 ,

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숙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신경외과,

교수 인과 간호학 교수 인 방법론 전문가인 간호학 교수의 인을 통해 평2 2 , 1 AGREE

가를 받음으로써 프로토콜 개발 과정 전반과 각 권고항목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받

았다.

도구를 사용한 프로토콜에 대한 평가 결과 편집의 독립성 영역에서AGREE ‘ ’

로 영역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적용성 영역에서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100% ‘ ’ 73% .

개 나라에서 개발된 개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종양13 100 AGREE

학과 비종양학 가이드라인을 비교 평가한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종양학Burgers (2004)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표준점수는 범위와 목적영역 와 이해당사자의 참62.5% 63.7%,

여 영역 와 개발과정의 엄격성 영역 와 명료성과 표현32.7% 31.8%, 48.8%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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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와 적용성 영역 와 출판의 독립성 영역 와60.0% 54.7%, 19.1% 31.8%, 52.8%

로 나타났다 김명애 본 프로토콜은 위의 결과와 비교할 때 모든 영역에42.5% ( ,2006).

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는 출판의 독립성 영역의 평균이,

와 인데 반해 본 연구는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프로토52.8% 42.5% 100% .

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적용성 영역의 경우도 선행 연구의 평균이 와19.1%

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는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1.8% 73%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

실무 프로토콜은 기존의 프로토콜 개발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신경계 관련 국내의 간호 연구로 뇌졸중 입원환자 간호에 대한 질 평가

이민미 입원환자의 중풍교육 프로토콜 효과에 대한 평가 조수연 뇌( , 1999), ( , 2010),

졸중환자의 가정간호 프로토콜 적용 효과 강현숙 석소현 김정화과 권혜정 연( , , , 1998)

구들이 있다 뇌졸중 입원환자 간호에 대한 질 평가 연구 이민미 는 뇌졸중 입. ( , 1999)

원환자의 간호 수행정도와 환자가 지각한 간호의 질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이며 입원환자의 중풍교육 프로토콜 효과에 대한 평가 조수연, ( ,

는 한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풍 교육 프로토콜의 교육효과를 확인하고 프2010)

로토콜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 전후 중풍에 관한 지식 자가 간호수,

행 일상생활동작 정도를 비교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뇌졸중과 관련된, .

연구로 급성기인 중환자실 영역에서의 연구가 아닌 일반병동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연

구들이 대다수이다.

본 프로토콜은 파열성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로 경부 결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영역별로 간호사정 간호중재 간호결과로 구분하여, ,

체계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도록 개발하였다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대부분 뇌혈관 연축 대뇌부종 재 출혈 뇌수두증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 ,

경험하게 되며 본 프로토콜은 이러한 합병증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권고항목을 도출

하여 간호사들이 임상실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토콜은 미국의 공인된 기구인 의 권고를 토대로 국내 현실에 맞게A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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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개작함으로써 신뢰성을 갖는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발.

견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환자들은,

좀 더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효율적인 면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를 제.

한하고 꼭 필요시에만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

도록 고려하였다.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이 임상실무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각 기관에서는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학제 간 팀 접근을,

통해 프로토콜이 잘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간호사.

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의.

실무 적용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환자에게 가장 최상의 프로토콜을 적용하

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와 임상실무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임상실무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토,

콜을 임상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표준화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근거기반의 프.

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의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앞으로 임상실무의 다른 부분에서도 표준화된 근거기반의 프로토콜 개발이 활발.

히 진행되어 표준화되고 일관성 있는 간호제공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토콜은 가급적 최근 년 이내 문헌으로 최신의 근거를 바탕으로5

권고를 형성함으로써 연구가 임상실무에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향후 년을 주기로 최신의 근. 4

거를 기반으로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본 프로토콜의 초기 사정에 가족의 참.

여를 고려하지 못했던 점과 환자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대한 간호가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제 개발.

된 프로토콜을 임상에서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못하였으

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을 임상에서 반드시 활용함으로써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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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2.

본 연구에서의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 기반 간호실무 프로

토콜 개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무 측면1)

첫째 본 프로토콜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간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환자간, ,

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는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추후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임상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 간호사.

가 수행해야할 중요한 업무를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본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환자간호에 대한 간호사,

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신경외과 간호사의 실무에서는 신경학적 검진 활력. ,

징후 기도유지와 산소요법 두 개강내압 상승 징후 관찰 임상검사결과 확인 심장합, , , ,

병증 관찰과 같은 환자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혈관연축예방을 위한 수액요.

법 관리와 약물중재 뇌수두증과 관련된 관리 조기재활간호를 위한 운동 영양, EVD , ,

관리 감염관리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구강간호 등 다양한 간호기술이 필요하다 이러, , .

한 기술을 행할 때 간호사는 전문성과 근거기반의 체계적 절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해

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다양한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지침을 실무에서 명

확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 본 프로토콜은 이러한 실무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

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간호사의 의사결정

력을 높이고 더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실,

무 프로토콜을 활용함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원기간,

의 감소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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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임상실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

다.

연구측면2)

국내에서 프로토콜 개발을 시도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김은성 송미옥( , 2009; , 2009;

오숙희 오숙희 최정은 근거기반 프로토콜의 개발을 위한 방법, 2008; , 2009; , 2007)

론적 지침의 부족으로 근거기반으로 개발된 프로토콜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절차를 통해서 근거기반 프로토콜을 개발함으

로써 기존 프로토콜과 방법론적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본 프로토콜은 임상진료지침. “

수용개작 의 개발과정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개발하였으므로”

향후 근거기반 프로토콜 개발연구를 위한 일례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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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Ⅵ

결론1.

본 연구의 목적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의 적용대상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

원한 환자로서 세 이상의 성인이다 본 연구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19 . 2010 9 1 2010

년 월 일까지로 프로토콜의 개발과정에는 신경외과 중환자실 년 이상의 경력12 16 2

간호사와 전공의 신경외과 교수 간호학 교수 방법론의 전문가인 간호학 교수가 참, , ,

여하였다 연구 전반의 절차 과정에 활용한 도구는 임상진료 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이.

며 관련 문헌의 권고 등급 및 권고강도 결정도구로, NHS R & D center for

관련문헌의 연구 질 평가 도구로Evidence Based Medicine (2001), Scottish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SIGN) (2002) .

된 자료는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SPSS/PC 16.0

다 전문가의 각 항목별 적용가능성과 적절성 평가는 평균 표준편차 실수를 이용하. , ,

였고 적용유무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각 권고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을 반,

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부록 에 제시되어 있다. < 6>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

콜은 간호사정 영역 개 간호중재 영역 개 간호평가 영역 개 항목을 합하여58 , 111 , 35

총 개의 권고항목을 형성하였다224 .

둘째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각 권고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에 대한, , ,

실무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간호사정 영역에서 개 간호중재, 52 ,

영역에서는 개 간호평가 영역에서는 개 권고항목으로 총 개의 권고항목으로94 , 1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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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최종 프로토콜을 확정하였다.

셋째 도구를 이용하여 본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실시하, AGREE

였는데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여섯 개 영역의 표준화 점수는 에서 범위에, 73% 100%

속하였다.

본 프로토콜은 파열성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간호사정,

간호중재 간호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이를 활,

용함으로써 뇌동맥류 결찰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고 근거기반으,

로 개발되어 간호의 질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에서.

공인된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토“ Version 1.0”

콜 개발 과정을 참고하여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의

일례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언2.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1.

를 돌보는 간호사의 간호실무 프로토콜로서 앞으로 이러한 환자들이 일반병동으로 이

동하거나 재활병동으로 이동시 필요한 근거기반의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개발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수술 직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신체적2.

문제에 집중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추후 이들의 사회 심리적 문제와 이들의 가족을 고

려하는 프로토콜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본 프로토콜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

년마다 본 프로토콜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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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프로토콜 개발과정에는 실무 전문가 집단과 평가 전문가 집단이3.

많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임상현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고자 하였으나 추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본 프로토콜이 국내 뇌동맥류 결

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실무 프로토콜로써 효과적인지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종합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프로토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4.

다 최근 근거기반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실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더 활발하게 근거기반 간호

실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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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근거요약표의 일예< 1>

계속< >

권고항목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심전도 이상을 확인했을 경우46-52. Lead EKG

주치의와 상의 후 유도 심전도를 촬영한다12 .

저자

Coghlan LA, Hindman BJ, Bayman EO, Banki NM, Gelb AW, Todd

MM, Zaroff JG

연도 2009

연구

목적

심전도 이상은 지주막하 출혈 이후 흔하나 그 중요성은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떤 특정 심전도 기형들이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신경

학적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

유형
prospective, randomized, partially blinded clinical trial

대상자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 후 일 이내에 수술을 한 명의 환자14 778 .➊
인 환자WFNS class of I, II, or III➋

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endotracheal intubation .➌

장소
multicenter

변수 독립변수 심전도 이상:

종속변수 신경학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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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1 < >

권고항목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심전도 이상을 확인했을 경우46-52. 3 Lead EKG

주치의와 상의 후 유도 심전도를 촬영한다12 .

측정

도구

수술 전 심전도의 특성들을 측정

(heart rate, corrected QT interval, ST- and T-wave

를 포함abnormalities) .

Definitions of Morphological ECG Abnormalities

개월 뒤3

Glasgow Outcome Score

mortality

ECG Abnormality Diagnostic Criteria

Abnormal Q or QS wave

ST elevation

ST depression
Peaked upright T-wave
T-wave inversions
Giant T-wave inversions

NSSTTWA

30 ms or a pathological R
wave in V1
to V2
ST elevation 0.1 mV
ST depression 0.1 mV, 80 ms
post-J
point
Prominent peaked T-wave
Pathologic T-wave inversion
T-wave inversions 10 mV in
depth
ST- or T-wave abnormalities
not meeting above criteria

결과

명의 환자들이 포함되었고 이 중 명 은 사망했다588 31 (5%) .

심박수와 사망률 간의 분명한 비선형의 연관이 있었다, .

가장 낮은 사분위수 와(<or=60 beats/min; OR, 6.5; P=0.027)

가장 높은 사분위수 는 더 높은(>80 beats/min; OR, 8.8; P=0.006)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비특이적 와 파 기형과 사망률 간의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ST T .

(OR, 3.1; P=0.031)

부가

설명

서맥 관련있는 빈맥 비특이적 파 기형은 지주막하 출혈 후, , ST, T

달간의 사망률과 강하고 독립적인 연관이 있다3 .

지주막하 출혈 후 심장 기능 장애와 신경학적 결과 인과적 관계를

결정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등급
b (+)Ⅰ

논문

제목

Independent associations between electrocardiographic abnormalities

and outcomes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indings from the intraoperative hypothermia aneurysm

surge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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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에 사용한 문헌의< 2 >

비평적 도구.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1.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평가논문

저자

제목

잡지명

발표년 권 호( ) 페이지

근거 진술: 임상질문:

영역 내적 타당도1:

평가항목

평가기준

잘
수행됨
(1)

적절히
다루어
짐
(2)

빈약하
게다루
어짐
(3)

다루어
지지
않음
(4)

보고하
지않음
(5)

적용되
지않음
(5)

1.1 연구문제가 적절하고
분명하게 서술되었는가?

1.2
사용된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가?

1.3
모든 관련 연구들을 찾기
위해 충분한 문헌검색이
이루어졌는가?

1.4 관련 연구의 질이 사정,
평가 되었는가?

1.5
해당 중재의 잠재적 위험
과 이점이 모두 서술되어
있는가?

1.6
해당 중재의 잠재적 위험
과 이점이 모두 서술되어
있는가?

1.7 검토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는가?

영역 연구의 전반적인 평가2.

2.1
연구의 편중 를(bias)
얼마나 최소화 하였는가?
+, ,Φ 로 표기-

2.2

만약 Φ 혹은 로 표기-
되었다면,
어떤 편중에 의해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았는가?

2.3
연구결과가 대상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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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대조 시험2.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평가논문

저자

제목

잡지명

발표년 권
호( )

페이지

근거 진술: 문제 진술:

영역 내적 타당도1:

평가항목

평가기준

잘

수행됨

(1)

적절히

다루어

짐

(2)

빈약하

게다루

어짐

(3)

다루어

지지

않음

(4)

보고하

지않음

(5)

적용되

지않음

(5)

1.1
연구문제가 적절하고
분명하게 서술되었는가?

1.2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하였는가?

1.3
처치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상자와
연구자들에게 노출이차단되었는가?

1.4
이중맹검범(double blind method)
이 이루어졌는가?

1.5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유지
되었는가?

1.6
대조군과 실험군의 처치
이외의 조건은 같았는가?

1.7
측정결과는 표준화되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는가?

1.8
분석에 포함된 집단이나 개인의 비
율은 얼마인가?

1.9
분석에 무작위 할당된
모든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1.10
실험장소와 결과들은
모두 같은가?

영역 연구의 전반적인 평가2.

2.1
연구의 편중 를(bias)
얼마나 최소화 하였는가?
+, ,Φ 로 표기-

2.2

만약 Φ 혹은 로 표기-
되었다면,
어떤 편중에 의해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았는가?

2.3
연구결과가 대상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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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권고 항목별 근거문헌 목록표< 3>
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3

3. Prophylactic intravenous magnesium

sulfate for treatment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study.

Westermaier T, Stetter C,

Vince GH, Pham M, Tejon

JP, Eriskat J, Kunze E,

Matthies C, Ernestus RI,

Solymosi L, Roosen K.

2010
b (+)Ⅰ

A
R

1-3

7.Brain atrophy and neuropsychological

outcome after treatment of ruptured

anterior cerebral artery aneurysms: a

voxel-based morphometric study.

Bendel P, Koivisto T,

Niskanen E, Könönen M,

Aikiä M, Hänninen T,

Koskenkorva P, Vanninen R.

2009
b (+)Ⅰ

A
R

1-3
43. CT perfusion predicts secondary

cerebral infarction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Detail Only Available

(includes abstract); Pham M;

Johnson A; Bartsch AJ;

Lindner C; Müllges W;

Roosen K; Solymosi L;

Bendszus M

2007

aⅡ

(+)

B

R

1-3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4

추골 기저 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로51. -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임상적 분석 = Clinical

Analysis of Ruptured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ng Aneurysms

김동천 2010
(-)Ⅲ

B
R

4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5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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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5,

7

45. Monitoring hypervolemic-hemodilution

and hypertensive therapy in subarachnoid

hemorrhage.

Nates JL; Jauss M; Singh S;

Krieger D
2001

(Ⅲ )Φ

B
R

8-9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8-9

12. Independent associations between

electrocardiographic abnormalities and

outcomes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indings from

the intraoperative hypothermia aneurysm

surgery trial.

Coghlan LA, Hindman BJ,

Bayman EO, Banki NM, Gelb

AW, Todd MM, Zaroff JG

2009
b (+)Ⅰ

A
R

8-9
22. Impact of cardiac complications on

outcome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meta-analysis.

van der Bilt IA, Hasan D,

Vandertop WP, Wilde AA,

Algra A, Visser FC, Rinkel

GJ.

2009
a (+)Ⅰ

A
R

10-11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Ⅳ

C
L

12
10. Perioperative fever and outcome in

surgical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odd MM, Hindman BJ,

Clarke WR, Torner JC,

Weeks JB, Bayman EO, Shi

Q, Spofford CM; IHAST

Investigators.

2009

b (+)Ⅰ

A R

12
17. Predictors of cerebral infarction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ergusen S, Macdonald RL. 2007
b (+)Ⅰ

A
R

12

48.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vasospasms following aneurysmal

동맥류성subarachnoid hemorrhage =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뇌혈관 연축의

위험인자 분석

오세양 2007
( )Ⅲ Φ

B
R

14

1. Perioperative hypothermia (33 degrees

C) does not increase the occurrence of

cardiovascular events in patients

undergoing cerebral aneurysm surgery:

findings from the Intraoperative

Hypothermia for Aneurysm Surgery Trial.

Nguyen HP, Zaroff JG,

Bayman EO, Gelb AW, Todd

MM, Hindman BJ;

IHAST-MIDS and IH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4
16. Recovery of cognitive function after

surger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Samra SK, Giordani B,

Caveney AF, Clarke WR,

Scott PA, Anderson S,

Thompson BG, Todd MM.

2007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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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5-16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Ⅳ

C
L

17-18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Ⅳ

C
L

22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22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22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30-33

3. Prophylactic intravenous magnesium

sulfate for treatment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study.

Westermaier T, Stetter C,

Vince GH, Pham M, Tejon

JP, Eriskat J, Kunze E,

Matthies C, Ernestus RI,

Solymosi L, Roosen K.

2010
b (+)Ⅰ

A
R

30-33

6. A multimodal concept in patients after

severe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results of a controlled single

centre prospective randomized multimodal

phase I/II trial on cerebral vasospasm

Hänggi D, Eicker S, Beseoglu

K, Behr J, Turowski B,

Steiger HJ.

2009
b (+)Ⅰ

A
R

30-33

8.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30-33

21. Effect of temporary clipping on frontal

lobe functions in patients with ruptured

aneurysm of the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kyuz M, Erylmaz M,

Ozdemir C, Goksu E, Ucar

T, Tuncer R.

2005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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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30-33
30. Hemorrhagic complications of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Maniker AH, Vaynman AY,

Karimi RJ, Sabit AO, Holland

B.

2006
(Ⅲ )Φ

B
R

30-33
43. CT perfusion predicts secondary

cerebral infarction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Detail Only Available

(includes abstract); Pham M;

Johnson A; Bartsch AJ;

Lindner C; Müllges W;

Roosen K; Solymosi L;

Bendszus M

2007

aⅡ

(+)

B

R

33
지주막하 출혈로 발생한 일과성 완전50.

기억상실증 Transient Global Amnesia

Following Subarachnoid Hemorrhage

송인욱 김중석 이광수 정성우; ; ; 2009
(Ⅲ )Φ

B
R

32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내 동맥류성54.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과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neurysmal SAH in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

조원진 2009
(+)Ⅲ

B
R

30-33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30-33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Ⅳ

C
L

34

3. Prophylactic intravenous magnesium

sulfate for treatment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study.

Westermaier T, Stetter C,

Vince GH, Pham M, Tejon

JP, Eriskat J, Kunze E,

Matthies C, Ernestus RI,

Solymosi L, Roosen K.

2010
b (+)Ⅰ

A
R

34

6. A multimodal concept in patients after

severe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results of a controlled single

centre prospective randomized multimodal

phase I/II trial on cerebral vasospasm

Hänggi D, Eicker S, Beseoglu

K, Behr J, Turowski B,

Steiger HJ.

2009
b (+)Ⅰ

A
R

34

8.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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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34

20. Intravenous magnesium versus

nimodipin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Schmid-Elsaesser R, Kunz

M, Zausinger S, Prueckner S,

Briegel J, Steiger HJ.

2006
b (+)Ⅰ

A
R

34

21. Effect of temporary clipping on frontal

lobe functions in patients with ruptured

aneurysm of the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kyuz M, Erylmaz M,

Ozdemir C, Goksu E, Ucar

T, Tuncer R.

2005
b (+)Ⅰ

A
R

34

추골 기저 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로51. -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임상적 분석 = Clinical

Analysis of Ruptured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ng Aneurysms
김동천 2010

( - )Ⅲ

B
R

34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34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Ⅳ

C
L

35-36

3. Prophylactic intravenous magnesium

sulfate for treatment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study.

Westermaier T, Stetter C,

Vince GH, Pham M, Tejon

JP, Eriskat J, Kunze E,

Matthies C, Ernestus RI,

Solymosi L, Roosen K.

2010
b (+)Ⅰ

A
R

35-36

6. A multimodal concept in patients after

severe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results of a controlled single

centre prospective randomized multimodal

phase I/II trial on cerebral vasospasm

Hänggi D, Eicker S, Beseoglu

K, Behr J, Turowski B,

Steiger HJ.

2009
b (+)Ⅰ

A
R

35-36

8.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35-36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35-36

20. Intravenous magnesium versus

nimodipin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Schmid-Elsaesser R, Kunz

M, Zausinger S, Prueckner S,

Briegel J, Steiger HJ.

2006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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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35-36
43. CT perfusion predicts secondary

cerebral infarction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Detail Only Available

(includes abstract); Pham M;

Johnson A; Bartsch AJ;

Lindner C; Müllges W;

Roosen K; Solymosi L;

Bendszus M

2007

aⅡ

(+)

B

R

35-36

49. (The)Accuracy of transcranial doppler

for predicting cerebral infarction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

지주막하 출혈에서의 뇌졸중 발생 예측에 대한

경두개 도플러 초음파의

정확도

이재민 2006
(Ⅲ )Φ

B
R

35-36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35-36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Ⅳ

C L

38

1. Perioperative hypothermia (33 degrees

C) does not increase the occurrence of

cardiovascular events in patients

undergoing cerebral aneurysm surgery:

findings from the Intraoperative

Hypothermia for Aneurysm Surgery Trial.

Nguyen HP, Zaroff JG,

Bayman EO, Gelb AW, Todd

MM, Hindman BJ;

IHAST-MIDS and IH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38
22. Impact of cardiac complications on

outcome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meta-analysis.

van der Bilt IA, Hasan D,

Vandertop WP, Wilde AA,

Algra A, Visser FC, Rinkel

GJ.

2009
a (+)Ⅰ

A
R

40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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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40

22. Impact of cardiac complications on

outcome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meta-analysis.

van der Bilt IA, Hasan D,

Vandertop WP, Wilde AA,

Algra A, Visser FC, Rinkel

GJ.

2009
a (+)Ⅰ

A
R

40
42. Goal-directed fluid management by

bedside transpulmonary hemodynamic

monitoring after subarachnoid hemorrhage.

Detail Only Available

(includes abstract); Mutoh T;

Kazumata K; Ajiki M;

Ushikoshi S; Terasaka S

2007
b (+)Ⅱ

B
R

41

44.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hydrocortisone against hyponatremia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Katayama Y; Haraoka J;

Hirabayashi H; Kawamata T;

Kawamoto K; Kitahara T;

Kojima J; Kuroiwa T; Mori

T; Moro N; et al.

2007
b (+)Ⅰ

A
R

42
45. Monitoring hypervolemic-hemodilution

and hypertensive therapy in subarachnoid

hemorrhage.

Nates JL; Jauss M; Singh S;

Krieger D
2001

(Ⅲ )Φ

B
R

43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후46.

뇌혈관연축 예방을 위한 지속적 파파베린

뇌조세척술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

뇌척수액과 혈청내 세포간접착분자-1,

혈관세포접착분자 백혈구 및-1,

적혈구침강속도 측정

김재훈 2010
( )Ⅲ Φ

B
R

43

48.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vasospasms following aneurysmal

동맥류성subarachnoid hemorrhage =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뇌혈관 연축의

위험인자 분석

오세양 2007
( )Ⅲ Φ

B
R

44

흰쥐에서 광화학적 색전술을 이용한 국소52.

허혈성 뇌손상의 지표로서 기질

의 발현에 관한 연구metalloproteinase =

Expression of plasma matrix

metalloproteinases induced by

photothrombotic focal cerebral ischemia in

rats

안덕형 2010
b (+)Ⅰ

A
R

45

초급성기 뇌손상 환자의56.

영양상태 및 영양상태와 회복과의

관련성 연구

박종숙 2007
a (Ⅱ )Φ

B
R

45

한국 성인에서 체질량지수와57.

출혈성 뇌졸증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한 환자 대조군 연구: 김선하 2006
b (Ⅱ )Φ

B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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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37-39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46-52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46-52

12. Independent associations between

electrocardiographic abnormalities and

outcomes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indings from

the intraoperative hypothermia aneurysm

surgery trial.

Coghlan LA, Hindman BJ,

Bayman EO, Banki NM, Gelb

AW, Todd MM, Zaroff JG

2009
b (+)Ⅰ

A
R

46-52

22. Impact of cardiac complications on

outcome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meta-analysis.

van der Bilt IA, Hasan D,

Vandertop WP, Wilde AA,

Algra A, Visser FC, Rinkel

GJ.

2009

a( +Ⅰ

)

A

R

48,

51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53-54
22. Impact of cardiac complications on

outcome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meta-analysis.

van der Bilt IA, Hasan D,

Vandertop WP, Wilde AA,

Algra A, Visser FC, Rinkel

GJ.

2009
a (+)Ⅰ

A
R

53-54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55,

58

17. Predictors of cerebral infarction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ergusen S, Macdonald RL 2007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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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55,

56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내 동맥류성54.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과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neurysmal SAH in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

조원진 2009
(+)Ⅲ

B
R

59-63

17. Predictors of cerebral infarction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ergusen S, Macdonald RL. 2007

b (+)Ⅰ

A
R

59-63
42. Goal-directed fluid management by

bedside transpulmonary hemodynamic

monitoring after subarachnoid hemorrhage.

Detail Only Available

(includes abstract); Mutoh T;

Kazumata K; Ajiki M;

Ushikoshi S; Terasaka S

2007
b (+)Ⅱ

B
R

59-63

59. Circulatory volume expansion therap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Review)

순환기 볼륨확장 요법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Jan van
Gijn

2008
a (Ⅰ )Φ

A
R

63

44.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hydrocortisone against hyponatremia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Katayama Y; Haraoka J;

Hirabayashi H; Kawamata T;

Kawamoto K; Kitahara T;

Kojima J; Kuroiwa T; Mori

T; Moro N; et al.

2007
b (+)Ⅰ

A
R

59-63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66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64-66

60. Calcium antagonists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의 칼슘

길항제

Sanne Dorhout Mees,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Walter M van den
Bergh, Marinus

Vermeulen, Jan van Gijn

2008
a (+)Ⅰ

A
R

64-66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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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66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64-66

60. Calcium antagonists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의 칼슘

길항제

Sanne Dorhout Mees,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Walter M van den
Bergh, Marinus

Vermeulen, Jan van Gijn

2008
a (+)Ⅰ

A
R

64-66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66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64-66

60. Calcium antagonists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의 칼슘

길항제

Sanne Dorhout Mees,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Walter M van den
Bergh, Marinus

Vermeulen, Jan van Gijn

2008
a (+)Ⅰ

A
R

64-66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69

9. Biological effects of acute pravastatin

treatment in patients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Tseng MY, Hutchinson PJ,

Turner CL, Czosnyka M,

Richards H, Pickard JD,

Kirkpatrick PJ.

2010
b (+)Ⅰ

A
R

69
18. Effects of acute treatment with statins

on cerebral autoregulation in patients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seng MY, Czosnyka M,

Richards H, Pickard JD,

Kirkpatrick PJ.

2006
b (+)Ⅰ

A
R

69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후46.

뇌혈관연축 예방을 위한 지속적 파파베린

뇌조세척술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

뇌척수액과 혈청내 세포간접착분자-1,

혈관세포접착분자 백혈구 및-1,

적혈구침강속도 측정

김재훈 2010
( )Ⅲ Φ

B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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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70
58. Antiplatelet therap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지주막하 출혈에서의 항혈소판요법

Sanne Dorhout Mees, Walter
M van den Bergh, Ale Algra,
Gabriel JE Rinkel

2008
a (+)Ⅰ

A
R

70
58. Antiplatelet therap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지주막하 출혈에서의 항혈소판요법

Sanne Dorhout Mees, Walter
M van den Bergh, Ale Algra,
Gabriel JE Rinkel

2008
a (+)Ⅰ

A
R

73-83
29. External ventricular drain infection:

the effect of a strict protocol on infection

rates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Dasic D, Hanna SJ, Bojanic

S, Kerr RS.
2006

a (+)Ⅱ

B
R

73-83
30. Hemorrhagic complications of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Maniker AH, Vaynman AY,

Karimi RJ, Sabit AO, Holland

B.

2006
(Ⅲ )Φ

B
R

73-83

53. (The) influence of treatment modality

and predisposing factors in developing of

shunt dependent hydrocephalus after

ruptured 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aneurysm =

환자에서 단락술이 필요한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치료방법이 수두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재일 2009
(-)Ⅲ

B
R

73-83

동맥류성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에서 초기55.

뇌실외배액술이 수두증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sis of the effect of initial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on the late onset of hydrocephalus

이정훈 2008
a ( )Ⅱ Φ

B
R

84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84
6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dults.

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Canada - Medical

Specialty Society; Canadian

Thoracic Society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8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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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84

65.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imary Authors: Michele C.

Balas, Colleen M. Casey,

Mary Beth Happ

2008

.

a (+)Ⅰ

A
R

85-89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90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91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92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93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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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94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95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95
6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dults.

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Canada - Medical

Specialty Society; Canadian

Thoracic Society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8
a (+)Ⅰ

A
R

95
71. Practice management guidelines for

stress ulcer prophylaxis.

Easter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8
a (+)Ⅰ

A
R

101
11. Effect of antiplatelet therapy for

endovascular coiling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van den Bergh WM, Kerr RS,

Algra A, Rinkel GJ, Molyneux

AJ; International

Subarachnoid Aneurysm Trial

(ISAT) Collaborative Group.

2009
(+)Ⅲ

B
R

100,

102

68. General approach to the patient. In: I

guidelines for perioperative evaluation.

Danielle Menosi Gualandro;

Claudio Pinho; Gilson

Feitosa; Bruno Caramelli

2007
a (+)Ⅰ

A
R

103,

104,

105

72. Venous thromboembolism. Reducing

the risk of venous thromboembolism (deep

vein thrombosis and pulmonary embolism)

in inpatients undergoing surgery.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Acute Care - National

Government Agency

[Non-U.S.]

2007
a (+)Ⅰ

A
R

96

-105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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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06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106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108
AANN(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heila Alexander, PhD RN,

Chair

Matthew Gallek, BSN RN

Mary Presciutti, RN CNRN

CCRN

Pat Zrelak, PhD RN CNRN

CNAA-BC

2007
a (+)Ⅰ

A
R

110

111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10

65.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imary Authors: Michele C.

Balas, Colleen M. Casey,

Mary Beth Happ

2008
a (+)Ⅰ

A
R

110,

111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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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10

65.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imary Authors: Michele C.

Balas, Colleen M. Casey,

Mary Beth Happ

2008
a (+)Ⅰ

A
R

110,

111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10

65.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imary Authors: Michele C.

Balas, Colleen M. Casey,

Mary Beth Happ

2008
a (+)Ⅰ

A
R

110,

111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10

65.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imary Authors: Michele C.

Balas, Colleen M. Casey,

Mary Beth Happ

2008
a (+)Ⅰ

A
R

115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15 6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dults.

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Canada - Medical

Specialty Society; Canadian

Thoracic Society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8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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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16
62. Strategies to prevent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cute

care hospitals.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 Medical

Specialty Society;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8
a (+)Ⅰ

A
R

116
6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dults.

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Canada - Medical

Specialty Society; Canadian

Thoracic Society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8
a (+)Ⅰ

A
R

117
6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dults.

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Canada - Medical

Specialty Society; Canadian

Thoracic Society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8
a (+)Ⅰ

A
R

122
28. Updating the evidence-base for

suctioning adult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Overend TJ, Anderson CM,

Brooks D, Cicutto L, Keim

M, McAuslan D, Nonoyama

M. Can Respir J.

2009
a (+)Ⅰ

A
R

121,

123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24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25
6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dults.

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Canada - Medical

Specialty Society; Canadian

Thoracic Society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8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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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26
62. Strategies to prevent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acute

care hospitals.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 Medical

Specialty Society;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8
a (+)Ⅰ

A
R

127

32. Oropharyngeal cleansing with 0.2%

chlorhexidine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

open-label randomized trial with 0.01%

potassium permanganate as control.

Panchabhai TS, Dangayach

NS, Krishnan A, Kothari VM,

Karnad DR.

2009
b (Ⅰ )Φ

A
R

127
36. Chlorhexidine, toothbrushing, and

preventing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critically ill adults.

Munro CL, Grap MJ, Jones

DJ, McClish DK, Sessler CN.
2009

b (+)Ⅰ

A
R

127

37. Effects of daily oral care with 0.12%

chlorhexidine gluconate and a standard

oral care protocol on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pneumonia in intubated

patients: a pilot study.

Bopp M, Darby M, Loftin KC,

Broscious S.

J Dent Hyg.

2006
b ( )Ⅰ Φ

A R

127

32. Oropharyngeal cleansing with 0.2%

chlorhexidine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

open-label randomized trial with 0.01%

potassium permanganate as control.

Panchabhai TS, Dangayach

NS, Krishnan A, Kothari VM,

Karnad DR.

2009
b (Ⅰ )Φ

A
R

127

36. Chlorhexidine, toothbrushing, and

preventing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critically ill adults.

Munro CL, Grap MJ, Jones

DJ, McClish DK, Sessler CN.
2009

b (+)Ⅰ

A
R

127

37. Effects of daily oral care with 0.12%

chlorhexidine gluconate and a standard

oral care protocol on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pneumonia in intubated

patients: a pilot study.

Bopp M, Darby M, Loftin KC,

Broscious S.

J Dent Hyg.

2006
b ( )Ⅰ Φ

A R

127

38. Oropharyngeal cleansing with 0.2%

chlorhexidine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

open-label randomized trial with 0.01%

potassium permanganate as control.

Panchabhai TS, Dangayach

NS, Krishnan A, Kothari VM,

Karnad DR.

2009
b (+)Ⅰ

A
R

127

39. A randomized trial of chlorhexidine

gluconate on oral bacterial pathogens in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Scannapieco FA, Yu J,

Raghavendran K, Vacanti A,

Owens SI, Wood K, Mylotte

JM.

2009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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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27

40. Effectiveness of oral rinse with

chlorhexidine in preventing nosocomial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among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Bellissimo-Rodrigues F,

Bellissimo-Rodrigues WT,

Viana JM, Teixeira GC,

Nicolini E,

Auxiliadora-Martins M,

Passos AD, Martinez EZ,

Basile-Filho A, Martinez R.

2009
b (+)Ⅰ

A
R

127

41.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meta-analysis of oral decontamination with

2% chlorhexidin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Tantipong H,

Morkchareonpong C,

Jaiyindee S, Thamlikitkul V.

2008
a (+)Ⅰ

A
R

127

38. Oropharyngeal cleansing with 0.2%

chlorhexidine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

open-label randomized trial with 0.01%

potassium permanganate as control.

Panchabhai TS, Dangayach

NS, Krishnan A, Kothari VM,

Karnad DR.

2009
b (+)Ⅰ

A
R

127
39. A randomized trial of chlorhexidine

gluconate on oral bacterial pathogens in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Scannapieco FA, Yu J,

Raghavendran K, Vacanti A,

Owens SI, Wood K, Mylotte

JM.

2009
b (+)Ⅰ

A
R

127

40. Effectiveness of oral rinse with

chlorhexidine in preventing nosocomial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among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Bellissimo-Rodrigues F,

Bellissimo-Rodrigues WT,

Viana JM, Teixeira GC,

Nicolini E,

Auxiliadora-Martins M,

Passos AD, Martinez EZ,

Basile-Filho A, Martinez R.

2009
b (+)Ⅰ

A
R

127

41.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meta-analysis of oral decontamination with

2% chlorhexidin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Tantipong H,

Morkchareonpong C,

Jaiyindee S, Thamlikitkul V.

2008
a (+)Ⅰ

A
R

130
65.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Primary Authors: Michele C.

Balas, Colleen M. Casey,

Mary Beth Happ
2008

a (+)Ⅰ

A
R

131
66.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7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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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31
80. Nutrition support in adults: oral

nutrition support, enteral tube feeding and

parenteral nutrition.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Acute Care - National

Government Agency

[Non-U.S.]. View all

guidelines by the

developer(s) Compare

Selected

2005
a (+)Ⅰ

A
R

132

35. Implementation of a nutrition support

protocol increases the proportion of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reaching

enteral nutrition targets in the adult

intensive care unit.

Mackenzie SL, Zygun DA,

Whitmore BL, Doig CJ,

Hameed SM.

JPEN J Parenter Enteral

Nutr.

2005
a (Ⅰ )Φ

A
R

132

35. Implementation of a nutrition support

protocol increases the proportion of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reaching

enteral nutrition targets in the adult

intensive care unit.

Mackenzie SL, Zygun DA,

Whitmore BL, Doig CJ,

Hameed SM.

JPEN J Parenter Enteral

Nutr.

2005
a (Ⅰ )Φ

A
R

136
33. Duodenal versus gastric feeding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study.

Hsu CW, Sun SF, Lin SL,

Kang SP, Chu KA, Lin CH,

Huang HH.

2009
b (+)Ⅰ

A
R

136

79. Enteral access devices: selection,

insertion, and maintenance considerations.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View all

guidelines by the

developer(s) Compare

Selected

2009
a (+)Ⅰ

A
R

137

81. Selection and initiation of specialized

nutrition support therapy for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alth System:

recommendations of the UPHS Nutrition

Task For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alth System - Academic

Institution.

2008
a (+)Ⅰ

A
R

138

81. Selection and initiation of specialized

nutrition support therapy for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alth System:

recommendations of the UPHS Nutrition

Task For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alth System - Academic

Institution.

2008
a (+)Ⅰ

A
R

139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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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40
69. Assessment of func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a group of nursing experts

from across the country as

part of the Nurses Improving

Care for Health System

Elders (NICHE) project,

under sponsorship of The

John A. Hartford Foundation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

2008
a (+)Ⅰ

A
R

141

-145

69. Assessment of func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a group of nursing experts

from across the country as

part of the Nurses Improving

Care for Health System

Elders (NICHE) project,

under sponsorship of The

John A. Hartford Foundation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

2008
a (+)Ⅰ

A
R

142
73. Nutrition.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Hartford Institute for

Geriatric Nursing -

Academic Institution

2008
a (+)Ⅰ

A
R

144
25.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trial of

intermittent versus continuous gastric

feeds for critically ill trauma patients.

MacLeod JB, Lefton J,

Houghton D, Roland C,

Doherty J, Cohn SM,

Barquist ES.

2007
b (+)Ⅰ

A
R

144
74.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a (+)Ⅰ

A
R

144
76. Monitoring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a (+)Ⅰ

A
R

145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Javed siddqi 2007
Ⅳ

A
L

146

-151

74.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a (+)Ⅰ

A
R

146

-151

75. Medica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Bankhead R, Boullata J,

Brantley S, Corkins M,

Guenter P, Krenitsky J,

Lyman B, Metheny NA,

Mueller C, Robbins S,

Wessel J. Medication

administration.

2009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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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46

-151

74.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a (+)Ⅰ

A
R

146

-151

75. Medica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Bankhead R, Boullata J,

Brantley S, Corkins M,

Guenter P, Krenitsky J,

Lyman B, Metheny NA,

Mueller C, Robbins S,

Wessel J. Medication

administration.

2009
a (+)Ⅰ

A
R

153

-159

78. Water and enteral formula safety and

stability.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View all

guidelines by the

developer(s) Compare

Selected

2009
a (+)Ⅰ

A
R

160

-164

74.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a (+)Ⅰ

A
R

160

-164

76. Monitoring enteral nutrition

administration. In: A.S.P.E.N. enteral

nutrition practice recommendations.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9
a (+)Ⅰ

A
R

166

15. The effect of intensive insulin therapy

on infection rate, vasospasm, neurologic

outcome, and mortality in neurointensive

care unit after intracranial aneurysm

clipping in patients with acute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rospective pilot trial.

Bilotta F, Spinelli A,

Giovannini F, Doronzio A,

Delfini R, Rosa G.

2007
b (+)Ⅰ

A
R

167

-169

25.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trial of

intermittent versus continuous gastric

feeds for critically ill trauma patients.

MacLeod JB, Lefton J,

Houghton D, Roland C,

Doherty J, Cohn SM,

Barquist ES.

2007
b (+)Ⅰ

A
R

170

-179

66.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tage

I to IV pressure ulcers.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

Professional Association.

2007
a (+)Ⅰ

A
R

170

-179 67. Pressure Ulcer Prevention ed

Capezuti E, Zwicker D,

Mezey M, Fulmer T,

editor(s).

2008
a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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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87,

188

61.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89

64. Prevention of surgical site infections.

In: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Massachusetts.

Betsy Lehman Center for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 Reduction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State/Local

Government Agency [U.S.].

2008
a (+)Ⅰ

A
R

190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1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2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2

6. A multimodal concept in patients after

severe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results of a controlled single

centre prospective randomized multimodal

phase I/II trial on cerebral vasospasm.

Hänggi D, Eicker S, Beseoglu

K, Behr J, Turowski B,

Steiger HJ.

2009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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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92

8.Randomized,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192
10. Perioperative fever and outcome in

surgical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odd MM, Hindman BJ,

Clarke WR, Torner JC,

Weeks JB, Bayman EO, Shi

Q, Spofford CM; IHAST

Investigators.

2009
b (+)Ⅰ

A
R

192
11.Effect of antiplatelet therapy for

endovascular coiling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van den Bergh WM, Kerr RS,

Algra A, Rinkel GJ, Molyneux

AJ; International

Subarachnoid Aneurysm Trial

(ISAT) Collaborative Group.

2009
(+)Ⅲ

B
R

193

7. Brain atrophy and neuropsychological

outcome after treatment of ruptured

anterior cerebral artery aneurysms: a

voxel-based morphometric study.

Bendel P, Koivisto T,

Niskanen E, Könönen M,

Aikiä M, Hänninen T,

Koskenkorva P, Vanninen R.

2009
b (+)Ⅰ

A
R

193
16. Recovery of cognitive function after

surger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Samra SK, Giordani B,

Caveney AF, Clarke WR,

Scott PA, Anderson S,

Thompson BG, Todd MM.

2007
b (+)Ⅰ

A
R

192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192
19.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cetyl

-salicylic acid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he MASH Study.

van den Bergh WM; MASH

Study Group, Algra A,

Dorhout Mees SM, van

Kooten F, Dirven CM, van

Gijn J, Vermeulen M, Rinkel

GJ.

2006
b (+)Ⅰ

A
R

192

60. Calcium antagonists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의 칼슘

길항제

Sanne Dorhout Mees,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Walter M van den
Bergh, Marinus

Vermeulen, Jan van Gijn

2008
a (+)Ⅰ

A
R

194

2. Intravenous magnesium sulphate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IMASH):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phase III

trial.

Wong GK, Poon WS, Chan

MT, Boet R, Gin T, Ng SC,

Zee BC; IMASH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4
14. The impact of a highly visible display

of cerebral perfusion pressure on outcome

in individuals with cerebral aneurysms.

Kirkness CJ, Burr RL, Cain

KC, Newell DW, Mitchell PH.
2008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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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94

2. Intravenous magnesium sulphate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IMASH):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phase III

trial.

Wong GK, Poon WS, Chan

MT, Boet R, Gin T, Ng SC,

Zee BC; IMASH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4
14. The impact of a highly visible display

of cerebral perfusion pressure on outcome

in individuals with cerebral aneurysms.

Kirkness CJ, Burr RL, Cain

KC, Newell DW, Mitchell PH.
2008

b (+)Ⅰ

A
R

196

2. Intravenous magnesium sulphate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IMASH):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phase III

trial.

Wong GK, Poon WS, Chan

MT, Boet R, Gin T, Ng SC,

Zee BC; IMASH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6
10. Perioperative fever and outcome in

surgical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odd MM, Hindman BJ,

Clarke WR, Torner JC,

Weeks JB, Bayman EO, Shi

Q, Spofford CM; IHAST

Investigators.

2009
b (+)Ⅰ

A
R

196
16. Recovery of cognitive function after

surger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Samra SK, Giordani B,

Caveney AF, Clarke WR,

Scott PA, Anderson S,

Thompson BG, Todd MM.

2007
b (+)Ⅰ

A
R

197

2. Intravenous magnesium sulphate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IMASH):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phase III

trial.

Wong GK, Poon WS, Chan

MT, Boet R, Gin T, Ng SC,

Zee BC; IMASH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8

3. Prophylactic intravenous magnesium

sulfate for treatment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study.

Westermaier T, Stetter C,

Vince GH, Pham M, Tejon

JP, Eriskat J, Kunze E,

Matthies C, Ernestus RI,

Solymosi L, Roosen K.

2010

b (+)Ⅰ

A
R

198

4. Effects of a short-acting [beta]1

receptor antagonist landiolol on

hemodynamics and tissue injury markers

in patients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undergoing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Kawaguchi M, Utada K,

Yoshitani K, Uchino H,

Takeda Y, Masui K, Sakabe

T; Intraoperative Landiolol

for Intracranial Aneurysm

Surgery Trial (ILAST)

Investigators.

2010
b (+)Ⅰ

A
R

198
10. Perioperative fever and outcome in

surgical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odd MM, Hindman BJ,

Clarke WR, Torner JC,

Weeks JB, Bayman EO, Shi

Q, Spofford CM; IHAST

Investigators.

2009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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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198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198
16. Recovery of cognitive function after

surger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Samra SK, Giordani B,

Caveney AF, Clarke WR,

Scott PA, Anderson S,

Thompson BG, Todd MM.

2007
b (+)Ⅰ

A
R

198
17. Predictors of cerebral infarction in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Fergusen S, Macdonald RL. 2007
b (+)Ⅰ

A
R

198

21. Effect of temporary clipping on frontal

lobe functions in patients with ruptured

aneurysm of the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kyuz M, Erylmaz M,

Ozdemir C, Goksu E, Ucar

T, Tuncer R.

2005
b (+)Ⅰ

A
R

198
33. Duodenal versus gastric feeding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study.

Hsu CW, Sun SF, Lin SL,

Kang SP, Chu KA, Lin CH,

Huang HH

2009
b (+)Ⅰ

A
R

199

8.Randomized,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199

8.Randomized,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199

8.Randomized,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ilot trial of high-dose

methylprednisolo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Gomis P, Graftieaux JP,

Sercombe R, Hettler D,

Scherpereel B, Rousseaux P.

2010
b (+)Ⅰ

A
R

202

7. Brain atrophy and neuropsychological

outcome after treatment of ruptured

anterior cerebral artery aneurysms: a

voxel-based morphometric study.

Bendel P, Koivisto T,

Niskanen E, Könönen M,

Aikiä M, Hänninen T,

Koskenkorva P, Vanninen R.

2009
b (+)Ⅰ

A
R

202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202

7. Brain atrophy and neuropsychological

outcome after treatment of ruptured

anterior cerebral artery aneurysms: a

voxel-based morphometric study.

Bendel P, Koivisto T,

Niskanen E, Könönen M,

Aikiä M, Hänninen T,

Koskenkorva P, Vanninen R.

2009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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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202

13. Nimodipin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study of intravenous or peroral

administration.

Kronvall E, Undrén P,

Romner B, Säveland H,

Cronqvist M, Nilsson OG.

2009
b (+)Ⅰ

A
R

204
14. The impact of a highly visible display

of cerebral perfusion pressure on outcome

in individuals with cerebral aneurysms.

Kirkness CJ, Burr RL, Cain

KC, Newell DW, Mitchell PH.
2008

b (+)Ⅰ

A
R

205

15. The effect of intensive insulin therapy

on infection rate, vasospasm, neurologic

outcome, and mortality in neurointensive

care unit after intracranial aneurysm

clipping in patients with acute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rospective pilot trial.

Bilotta F, Spinelli A,

Giovannini F, Doronzio A,

Delfini R, Rosa G.

2007
b (+)Ⅰ

A
R

206

15. The effect of intensive insulin therapy

on infection rate, vasospasm, neurologic

outcome, and mortality in neurointensive

care unit after intracranial aneurysm

clipping in patients with acute

subarachnoid hemorrhage: a randomized

prospective pilot trial.

Bilotta F, Spinelli A,

Giovannini F, Doronzio A,

Delfini R, Rosa G.

2007
b (+)Ⅰ

A
R

207

23. Rate of reintubation in mechanically

ventilated neurosurgical and neurologic

patients: evaluation of a systematic

approach to weaning and extubation.

Navalesi P, Frigerio P,

Moretti MP, Sommariva M,

Vesconi S, Baiardi P, Levati

A.

2008
b (+)Ⅰ

A
R

208

23. Rate of reintubation in mechanically

ventilated neurosurgical and neurologic

patients: evaluation of a systematic

approach to weaning and extubation.

Navalesi P, Frigerio P,

Moretti MP, Sommariva M,

Vesconi S, Baiardi P, Levati

A.

2008
b (+)Ⅰ

A
R

208

24. A randomized trial of

protocol-directed sedation management for

mechanical ventilation in an Australian

intensive care unit.

Bucknall TK, Manias E,

Presneill JJ.
2008

b (+)Ⅰ

A
R

208
33. Duodenal versus gastric feeding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study.

Hsu CW, Sun SF, Lin SL,

Kang SP, Chu KA, Lin CH,

Huang HH.

2009

b (+)Ⅰ

A R

208

35. Implementation of a nutrition support

protocol increases the proportion of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reaching

enteral nutrition targets in the adult

intensive care unit.

Mackenzie SL, Zygun DA,

Whitmore BL, Doig CJ,

Hameed SM.

JPEN J Parenter Enteral

Nutr.

2005
a (Ⅰ )Φ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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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209

23. Rate of reintubation in mechanically

ventilated neurosurgical and neurologic

patients: evaluation of a systematic

approach to weaning and extubation.

Navalesi P, Frigerio P,

Moretti MP, Sommariva M,

Vesconi S, Baiardi P, Levati

A.

2008
b (+)Ⅰ

A
R

209

24. A randomized trial of

protocol-directed sedation management for

mechanical ventilation in an Australian

intensive care unit.

Bucknall TK, Manias E,

Presneill JJ.
2008

b (+)Ⅰ

A
R

209
25.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trial of

intermittent versus continuous gastric

feeds for critically ill trauma patients.

MacLeod JB, Lefton J,

Houghton D, Roland C,

Doherty J, Cohn SM,

Barquist ES.

2007
b (+)Ⅰ

A
R

209

59. Circulatory volume expansion therapy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Review)

순환기 볼륨확장 요법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Jan van
Gijn

2008
a (Ⅰ )Φ

A
R

209

60. Calcium antagonists for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Review)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에 있어서의 칼슘

길항제

Sanne Dorhout Mees, Gabriel
JE Rinkel, Valery L Feigin,
Ale Algra, Walter M van den
Bergh, Marinus

Vermeulen, Jan van Gijn

2008
a (+)Ⅰ

A
R

210
25.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trial of

intermittent versus continuous gastric

feeds for critically ill trauma patients.

MacLeod JB, Lefton J,

Houghton D, Roland C,

Doherty J, Cohn SM,

Barquist ES.

2007
b (+)Ⅰ

A
R

211
25.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trial of

intermittent versus continuous gastric

feeds for critically ill trauma patients.

MacLeod JB, Lefton J,

Houghton D, Roland C,

Doherty J, Cohn SM,

Barquist ES.

2007
b (+)Ⅰ

A
R

211

31. A randomised controlled comparison of

early post-pyloric versus early gastric

feeding to meet nutritional targets in

ventilated intensive care patients

White H, Sosnowski K, Tran

K, Reeves A, Jones M.
2009

(Ⅲ Φ)

B
R

212

31. A randomised controlled comparison of

early post-pyloric versus early gastric

feeding to meet nutritional targets in

ventilated intensive care patients

White H, Sosnowski K, Tran

K, Reeves A, Jones M.
2009

(Ⅲ Φ)

B
R

213

34. Early enteral supplementation with key

pharmaconutrients improves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sepsis: outcome

of a randomized, controlled, double-blind

trial.

Beale RJ, Sherry T, Lei K,

Campbell-Stephen L, McCook

J, Smith J, Venetz W,

Alteheld B, Stehle P,

Schneider H.

2008
b (+)Ⅰ

A
R

214
25.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 trial of

intermittent versus continuous gastric

feeds for critically ill trauma patients.

MacLeod JB, Lefton J,

Houghton D, Roland C,

Doherty J, Cohn SM,

Barquist ES.

2007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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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214
27. Effect of ventilator circuit changes on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an J, Liu Y. 2010
a (+)Ⅰ

A
R

214
28. Updating the evidence-base for

suctioning adult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Overend TJ, Anderson CM,

Brooks D, Cicutto L, Keim

M, McAuslan D, Nonoyama

M. Can Respir J.

2009
a (+)Ⅰ

A
R

214

32. Oropharyngeal cleansing with 0.2%

chlorhexidine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

open-label randomized trial with 0.01%

potassium permanganate as control.

Panchabhai TS, Dangayach

NS, Krishnan A, Kothari VM,

Karnad DR.

2009
b (Ⅰ )Φ

A
R

214

37. Effects of daily oral care with 0.12%

chlorhexidine gluconate and a standard

oral care protocol on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pneumonia in intubated

patients: a pilot study.

Bopp M, Darby M, Loftin KC,

Broscious S.

J Dent Hyg.

2006
b ( )Ⅰ Φ

A
R

214

38. Oropharyngeal cleansing with 0.2%

chlorhexidine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

open-label randomized trial with 0.01%

potassium permanganate as control.

Panchabhai TS, Dangayach

NS, Krishnan A, Kothari VM,

Karnad DR.

2009
b (+)Ⅰ

A
R

214
39. A randomized trial of chlorhexidine

gluconate on oral bacterial pathogens in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Scannapieco FA, Yu J,

Raghavendran K, Vacanti A,

Owens SI, Wood K, Mylotte

JM.

2009
b (+)Ⅰ

A
R

214

40. Effectiveness of oral rinse with

chlorhexidine in preventing nosocomial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among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Bellissimo-Rodrigues F,

Bellissimo-Rodrigues WT,

Viana JM, Teixeira GC,

Nicolini E,

Auxiliadora-Martins M,

Passos AD, Martinez EZ,

Basile-Filho A, Martinez R.

2009
b (+)Ⅰ

A
R

214

41.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meta-analysis of oral decontamination with

2% chlorhexidin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Tantipong H,

Morkchareonpong C,

Jaiyindee S, Thamlikitkul V.

2008
a (+)Ⅰ

A
R

215

26.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using

a heated humidifier or a heat and

moisture exchang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Lorente L, Lecuona M,

Jiménez A, Mora ML, Sierra

A.

2006
b (+)Ⅰ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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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항목
논문제목 저자명 연도

근거

등급

Research/

Literature

215

31. A randomised controlled comparison of

early post-pyloric versus early gastric

feeding to meet nutritional targets in

ventilated intensive care patients

White H, Sosnowski K, Tran

K, Reeves A, Jones M.
2009

(Ⅲ Φ)

B
R

215
33. Duodenal versus gastric feeding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study.

Hsu CW, Sun SF, Lin SL,

Kang SP, Chu KA, Lin CH,

Huang HH.

2009
b (+)Ⅰ

A
R

216
28. Updating the evidence-base for

suctioning adult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Overend TJ, Anderson CM,

Brooks D, Cicutto L, Keim

M, McAuslan D, Nonoyama

M. Can Respir J

2009
a (+)Ⅰ

A
R

216
36. Chlorhexidine, toothbrushing, and

preventing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n critically ill adults.

Munro CL, Grap MJ, Jones

DJ, McClish DK, Sessler CN.
2009

b (+)Ⅰ

A
R

217
29. External ventricular drain infection:

the effect of a strict protocol on infection

rates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Dasic D, Hanna SJ, Bojanic

S, Kerr RS.
2006

a (+)Ⅱ

B
R

218
30. Hemorrhagic complications of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Maniker AH, Vaynman AY,

Karimi RJ, Sabit AO, Holland

B.

2006
(Ⅲ )Φ

B
R

219

31. A randomised controlled comparison of

early post-pyloric versus early gastric

feeding to meet nutritional targets in

ventilated intensive care patients

White H, Sosnowski K, Tran

K, Reeves A, Jones M.
2009

(Ⅲ Φ)

B
R

219
33. Duodenal versus gastric feeding in

med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zed, clinical study.

Hsu CW, Sun SF, Lin SL,

Kang SP, Chu KA, Lin CH,

Huang HH.

2009
b (+)Ⅰ

A
R

220
초급성기 뇌손상 환자의 영양상태 및56.

영양상태와 회복과의 관련성 연구
박종숙 2007

a (Ⅱ )Φ

B
R

221
초급성기 뇌손상 환자의 영양상태 및56.

영양상태와 회복과의 관련성 연구
박종숙 2007

a (Ⅱ )Φ

B
R

222
초급성기 뇌손상 환자의 영양상태 및56.

영양상태와 회복과의 관련성 연구
박종숙 2007

a (Ⅱ )Φ

B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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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예비간호실무프로토콜의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평가의일예< 4> , ,

선생님께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의 목적은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안전

하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여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증대시키며 체,

계적인 간호실무 지침을 통한 간호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자 뇌동맥류 결

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개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간호실무224 “

프로토콜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의 권고항목은 개의 와 개의 를 근거로 권고요약표224 81 research 2 literature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설문의 내용은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 ,

체 공개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자료의 빠른 답변은 연구의 후속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0 1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과정 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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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방법< >

권고사항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습니다1. .

각 권고사항별로 다음의 가지 영역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2. 3 ‘V’ .

적절성 귀하의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권고사항의 적절함의 정도가 높:➀
을수록 점 중 높은 점수에 낮을수록 낮은 점수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1-9 , ‘V’ .

적용가능성 본인의 임상현장에서 해당권고사항의 실현가능성의 정도가 높을:➁
수록 점 중 높은 점수에 낮을수록 낮은 점수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1-9 , ‘V’ .

적용유무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임상현장에서 해당권고사항을 적용하고 있으:➂
면 예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오 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V’ .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 ⓠ

표시.

해당권고사항의 점수가 점 이하이거나 이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3. 3 , , ,ⓠ

혹은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comment .

예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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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1.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 주십시오1. .

남 여1-1. ( ) ( )

만 세1-2. __________

귀하의 직종 및 전문분야를 표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2.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과거에 병원에 근무하셨다면 그 기관명과 기관에서의 총 근무 기간을3. ,

표시해 주십시오.

기관명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무기간 년 개월3-2. _________ __________

귀하가 현재 근무 기관명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표기해 주십시오4. .

기관명4-1. 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무기간 년 개월4-2. : _________ _____________

귀하의 총 근무경력을 표기해 주십시오5. .

총 근무기간 년 개월: _______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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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결과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21.

을 평가 한다206. Rankin Disability Scale . 적절성 ⓠ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

성

ⓠ 1 2 3 4 5 6 7 8 9

적용유무 유( ) 무( )

comment:

207. Duration of mechanical

인공호흡기 기계의 사용기간 을ventilation( )

평가한다.

적절성 ⓠ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

성

ⓠ 1 2 3 4 5 6 7 8 9

적용유무 유( ) 무( )

comment:

208.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stay

중환자실 입원기간 을 평가한다( ) .

적절성 ⓠ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

성

ⓠ 1 2 3 4 5 6 7 8 9

적용유무 유( ) 무( )

comment:

사망률 을 평가한다209. mortality( ) . 적절성 ⓠ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

성

ⓠ 1 2 3 4 5 6 7 8 9

적용유무 유( ) 무( )

comment:

입원동안 첫 일 간 장관영양을210. ICU 10

통해 칼로리 요구량을 채우는100%

일수를 평가한다.

적절성 ⓠ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

성

ⓠ 1 2 3 4 5 6 7 8 9

적용유무 유( ) 무( )

comment:

입원 후부터 영양 목표량에 도달하는211.

시간을 평가한다.

적절성 ⓠ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

성

ⓠ 1 2 3 4 5 6 7 8 9

적용유무 유( ) 무(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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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최종 프로토콜의 평가< 5> AGREE

교수님께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의 목적은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안전

하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여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증대시키며 체,

계적인 간호실무 지침을 통한 간호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자 뇌동맥류 결

찰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개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간호실무163 “

프로토콜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의 권고항목은 개의 와 개의 를 근거로 권고요약표163 81 research 2 literature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설문의 내용은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 ,

체 공개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자료의 빠른 답변은 연구의 후속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0 12.

연구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

전희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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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1.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 주십시오1. .

남 여1-1. ( ) ( )

만 세1-2. __________

귀하의 직종 및 전문분야를 표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2.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과거에 병원에 근무하셨다면 그 기관명과 기관에서의 총 근무 기간을3. ,

표시해 주십시오.

기관명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무기간 년 개월3-2. _________ __________

귀하가 현재 근무 기관명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표기해 주십시오4. .

기관명4-1. 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무기간 년 개월4-2. : _________ _____________

귀하의 총 근무경력을 표기해 주십시오5. .

총 근무기간 년 개월: _______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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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AGREE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의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십시오’ .

영역 범위와 목적1.

지침의 전반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1.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에서 다루는 임상 질문이 특이적으로 기술되었다2.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 적용 대상인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3.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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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이해당사자의 참여2.

지침 개발 그룹에 모든 관련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4.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환자의 관점과 선호도를 포함하였다5.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 사용자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6.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목표 사용자 를 대상으로 개발된 지침에 대한 사전 조사를7. ( target user )

시행하였다.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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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발의 엄격성3.

근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9.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권고 도출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10.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권고 도출에 건강상 편익 부작용 위험을 고려하였다11. , ,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근거 검색에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8.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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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발의 엄격성3.

영역 명확성과 표현4.

지침 출간 전에 전문가에 의한 외부검토를 받았다13.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의 갱신 절차가 있다14.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권고안이 특이적이며 모호하지 않다15.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권고와 이를 지지하는 근거들이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12.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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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적용성5.

임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16.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권고를 적용할 때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장벽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19.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주요 권고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7.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가 있다18.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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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편집 독립성6.

권고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고려하였다20.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의 내용은 재정 후원을 한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22.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지침 시행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제시되었다21.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 163 -

지침 개발 구성원들의 이해 상충 문제를 기록하였다23 .

매우 동의함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의견: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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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평가 OVERALL ASSESSMENT

당신은 본 지침을 임상에서 활용하도록 권고하시겠습니까?

강력히 권고함

■

권고함 조건부(

혹은 변경을 전제

■

권고하지 않음

■

잘 모르겠음

■

비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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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최종 프로토콜 개 권고항목< 6> (163 )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



- 166 -

프로토콜의 소개1.

본 프로토콜의 제목은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 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이며,

개발 시기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하였다2010 9 1 2010 12 16 .

프로토콜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간호

를 제공하여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증대시키며 체계적인 간호실무 지침을 통한 간호업무,

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자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간호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프로토콜은 임상실무에서 간호사들이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환자 간호와 관련된 최신 근거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형성된 권고항목을 간호사정 중재 평가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함으로써 간호사들, ,

이 임상실무에서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환자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간호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사용자3.

본 프로토콜의 적용분야를 성인간호로 결정하고 적용환경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 중환자실로 한다.

적용대상자4.

적용 대상자는 파열성 뇌동맥류 환자 중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수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에 입원한 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한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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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5.

프로토콜 개발의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콜 개발에 따른 연구방법의 절차에 관하여 년 임상연구 지원센터에서2009

개발한 과“Manual for Guideline Adaptation Version 1.0” "resource toolkit for

을 번역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임상 진료지침 수용개작guideline adaptation 1.0" “

매뉴얼 을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근거기반의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전문가 집단의Version 1.0” ,

평가를 받았다.

□ 프로토콜 개발원칙

본 연구에서 개발될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환자를 위한 간호실무 프로토콜은 질병관리본부의 임상진

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원칙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

2009).

근거 중심 원칙을 고수한다- .

국내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 .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과정 모두를 명확하게 한다- .

연구과정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한다- .

프로토콜 개발 관련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한다- .

해당 지역의 특정 요구 상황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간호업무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 .

이미 개발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

□ 프로토콜 개발 구성팀

프로토콜의 개발범위를 설정하고 사용가능한 연구근거를 사정한 뒤 임상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신경외과교수 인과 간호학 교수 인 그리고 임상실무 프로토콜개발 방법론의 전문가인 간호학3 2 ,

교수 인이 포함되었다 실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실무 내용의 초기사정에 도움을 줄 신경외과 중1 .

환자실에 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인 신경외과 전공의 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2 14 , 3 .

예비 간호 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에 신경외과 중환자실 년 이상 근무, , 2

한 간호사 인과 신경외과 전공의 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23 3 .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를 마치고 수정한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도구 평가에 신경, ,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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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교수 인과 간호학 교수 인 임상실무 프로토콜개발 방법론의 전문가인 간호학 교수 인이 참2 2 , 1

여하였다.

프로토콜의 개발 범위의 결정□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 실무와 관련된 임상 문제를 간호과정의 틀에 맞추어 간호사정 간,

호중재 간호평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프로토콜의 내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

□ 프로토콜 개발과정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질병관리본부 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토대로 개발한 본 연구의( , 2009)

대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 169 -

그림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과정1.

단계 예비 권고항목 작성1 :
� 의 임상가이드라인을 임상실무와 비교분석AANN
� 문헌고찰을 통한 예비 권고항목 작성

단계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 차 실무전문가 집단 평가2 : (1 )
� 예비 권고항목의 타당성 평가
� 예비 권고항목 차 수정 및 보완1

단계 예비 권고항목에 대한 근거 문헌 검색 및 최신성 평가3 :
� 근거확인을 위한 문헌검색 및 선택
� 근거확인을 위한 편의 문헌검색 후 편 선택267 81

단계 관련문헌의 근거표 작성 및 연구 질 평가4 :
� 편 논문에 대한 근거 요약표 정리81
� 의 문헌 평가도구 적용하여 편 논문평가SIGN 81
� 논문의 설계별 평가기준 적용하여 근거 등급 평가

단계 권고의 형성 및 권고 강도 결정5 :
� 에 의해 근거등급 판정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 권고항목의 권고강도 체계도구로 등급 평가A-C 3

단계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6 :
� 강도가 명시된 권고항목으로 예비 프로토콜을 잠정적으로 개발

단계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평가7 : , ,
� 의 점 척도를 이용하여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평가RAND corporation 9
� 개 항목의 적절성 적용가능성 적용유무 점수 확인224 , ,
�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비 간호실무 프로토콜 채택

단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개발8 :
� 프로토콜의 차 수정 및 보완2
� 권고 등급이 명시된 최종 프로토콜 개 권고항목 개발163

단계 최종 간호실무 프로토콜 평가9 :
� 도구로 개 권고항목의 프로토콜 평가AGREE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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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사용한 근거와 전략 검색 사이트와 검색어6. ,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아래의 검색 전략을 이용하여 차 설문을2010 11 1 11 20 1

통해 수정 보완된 개의 예비 권고 항목에 대하여 문헌 검색을 실시한 후 개의 연구문헌과123 , 81 2

개의 저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색어와 검색도구의 전략은 표 과 같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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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헌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1>

차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1. 1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

근거의

시기

(Period)

주요개념

(Key word)

찾은

문헌수

사용한

문헌수

1.PubMed

(http://www.nc

bi.nih.gov/Pub

Me)

2006

~2010

aneurysm subarachnoid hemorrhage

NOT coiling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37 ) /

개meta-analysis(8 )

45 22

2006

~2010

mechanical ventilation guidelin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4)

개/ meta-analysis(2 )

22 6

2006

~2010
EVD management 11 2

2006

~2010

intensive care unit AND nutrition

protocol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5 ) /

개meta-analysis(2 )

7 5

2006

~2010

oral care nursing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28 ) /

개meta-analysis(0 )

28 2

2006

~2010

nutrition neuro critical care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1 ) /

개meta-analysis(0 )

1 1

2006

~2010

oral care AND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개Randomized Controlled Trial(10 ) /

개meta-analysis(1 )

11 3

2.CINAHL

(http://www.cin

ahl.com)

2001

~2010
SAH protocol 5 4

국회도서관3.

(http://www.na

net.go.kr)

2006

~2010
aneurysm subarachnoid hemorrhage 6 4

보건연구4.RICH

정보센터

(http://www.ric

his.org)

2006

~2010
지주막하 출혈 1 1

한국교육학술정5.

보원(http://www

.riss4u.net)

2006

~2010
지주막하 출혈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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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헌 데이터 베이스2. 2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

근거의

시기

(Period)

주요개념

(Key word)

찾은

문헌수

사용한

문헌수

The Cochrane

Library

http://www.upd

ate-software.co

m/ccweb/

Cochrane/cdsr.

htm

2006

~2010
SAH 11 3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관련 웹사이트3.

문헌 전자 데이터

베이스

근거의

시기

(Period)

주요개념

(Key word)

찾은

문헌수

사용한

문헌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http://www.gui

deline.gov)

2006

~2010
oral care AND prevention of VAP 5 5

2001

~2010
prevention of pressure sore 17 3

2001

~2010

'nutrition protocol' AND 'adult' AND

'acute care unit 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10 4

2006

~2010

enteral nutrition protocol NOT

diabetes NOT child NOT neonatal'
4 1

2006

~2010
enteral nutrition 62 8

총 문헌수 26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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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헌< 2> Literature

프로토콜의 갱신기간7.

본 프로토콜은 년을 주기로 갱신한다4 .

관련 문헌의 권고 등급 및 권고강도 결정8.

관련 문헌 개에 대한 권고 등급 및 권고강도를 결정하였다 수집한 근거의 등급과 일관성의 평81 .

가를 위해 근거의 등급을 분류하기가 용이하며 간호연구의 분류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NHS R

에서 개발한 다음의 등급체계를 활용하였다&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

의 메타분석에서 나온 근거a : RCTⅠ

적어도 개 이상의 에서 나온 근거b : 1 RCTⅠ

한 개 이상의 무작위화하지 않은 잘 설계된 실험연구에서 나온 근거a:Ⅱ

적어도 개 이상의 잘 설계된 유사 실험연구에서 나온 근거b : 1Ⅱ

잘 설계된 비실험 서술연구에서 나온 근거 예 비교연구 상관성 연구: ( : , ,Ⅲ

사례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가 위원회 의견 저명한 전문가의 임상경험에서: , ,Ⅳ

나온 근거

수집한 근거를 본 연구자와 근거의 비평적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학 교수 1

저서 저자명 연도

신경외과학 (3rd edition) 강삼석 강준기 고용 외, , . 2004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Javed siddq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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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각자 등급을 부여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등급

의 일치에 도달하였다.

요약된 근거의 강도 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요약된 근(strength of evidence)

거를 바이어스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를 위해 간호 분야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의 등급의 권고사항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2001) 3

강도를 활용하였다.

높은 수준의 문헌이 있는 한 개 이상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특수한 권고가 일관성A : RCT ,

있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 근거의 단계가( a, b)Ⅰ Ⅰ

비교적 잘 연구된 임상연구이지만 무작위화 되지 않은 경우가 권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B : ,

경우 근거의 단계가( a, b, )Ⅱ Ⅱ Ⅲ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와 의견 저명한 전문가의 임상경험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은 임상연구에C : , .

적용 가능함이 나타나 있거나 높은 수준의 것이어야 함 근거 등급( )Ⅳ

관련문헌의 연구 질 평가9.

관련 문헌 개에 대한 연구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81 .

연구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학 교수 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개의2 , 81

문헌에 대하여 에서 개발research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SIGN) (2002)

한 연구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연구의 질 평가를 하였다.

대상 연구의 방법론적 수준의 질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의 등급체계를 사용한다.

+ 일부 혹은 대부분의 기준이 충족되었다.

Φ
일부 기준이 충족되었다.

충족되지 않은 혹은 언급이 부족한 기준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거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연구의 결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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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중환자 간호를 위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프로토콜10.

간호사정A.

간호사정 활력 징후를 관찰한다2. .

혈압

수축기 혈압이 이상으로 높은지 사정한다5. 200mmHg . A
근거 수술 후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을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200mmHg .

수축기 혈압이 를6. 160mmHg 목표치로 유지되는지 사정한다. A
근거 혈관연축 예방을 위한 치료의 효과는: 3H(hypertension, hemodilution, hypervolemia)-

수축기 혈압 일 때 가장 높으며 가 일 때는 중간 그리고 일 때는 효과가 없다>160 , SBP 160 , SBP<160 .

수축기 혈압이 이하로 낮은지 사정한다7. 90mmHg . A
근거 의 증상 대뇌허혈 수축기 혈압이 이하의 저혈압 사정이 나타나면 심장 합병증을: shock , . 80mmHg

의심할 수 있음.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 가 평상시보다 이하로 저하되면 저혈압으로 간주한다SBP( ) 30% .

간호사정 신경학적 검진을 한다1. .

신경학적 검진

동공반사를 사정한다1. . A
비정상 동공산대 동공무반응: , pin point,

의식수준 을 사정한다2. (GCS) . A
근거 을 통해: continuous detailed neurologic examinations

를 확인하기 위하여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DIND)

근력등급 을 체크한다3. (motor grade) . A

혹은 유무를 확인한다4.motor sensory aphasia . C
근거 혈관 연축시의 임상적 증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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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활력 징후를 관찰한다2. .

맥박

맥박이 회 분 이상인지 사정한다8. 100 / . A
근거 빈맥 발생 시 탈수를 의심할 만한 중심정맥압 의 감소 피부 쳐짐 혀의 갈라짐이: CVP( ) , skin turgor ( ),

없다면 빈맥은 심장 기능손상의 표지로서 지주막하 출혈 후의 지연된 뇌 허혈과 좋지 않은 예후,
증가되는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

맥박이 회 분 이하인지 사정한다9. 60 / . A
근거 심장합병증을 의심하는 지표:

호흡

비정상적 호흡양상을 관찰한다10. . C

비정상 호흡 중추신경성 과호흡 운동실조성 호흡:Cheyne-Stoke , , (ataxia respiration),

서호흡(apneustic respiration)

호흡수를 확인 한다11. . C

체온

이상의 열이 있는지 사정한다12.38.3°C . A

근거 선행연구에서 열이 난 환자의 경우 평가도구인: GOS, DIND, NIHSS,❶
의 결과가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Barthe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x .

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합병증인 뇌혈관 연축 뇌경색의 예측변수 중의 하나이다, .❷
수술 전 저체온은 인지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술 전 정상체온 그룹이 수술 후.❸
약간의 증가가 있는 반면 저체온 그룹에는 수술 후 의cardiac troponin-I , cardiac troponin-I

차이가 없었다.

체온이 도 상승 시 체성 대사율은 증가한다1 10-13% .❹

오한 떨림이 있는지 사정한다13.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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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기도유지와 산소화 상태를 관찰한다3. .

검사 결과를 확인ABGA

근거 유도성 과호흡을 통해 약간의 호흡성 알칼리화를 시킴으로서 두 개강 내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ABG( ) .

산소농도를 확인한다14. . C

산소포화도 를 모니터링 한다* (SPO )₂ .
정상 이상 만성폐질환이 없는 경우:95% ( )

산소분압을 사정한다* .
정상: 80mmHg 이상 만성폐질환이 없는 경우 비정상( )/ :75mmHg 이하

이산화탄소 농도를 사정한다15 . . C

이산화탄소 분압을* 사정한다.
정상 유도성 과호흡 상승 예방: 30~35mmHg ( : ICP )
비정상 대뇌허혈 발생 하강: 25~30mmHg ( )( ICP )

지속적인* ETCO2를 사정한다.
정상: ETCO2 35-37mmHg≥
비정상 미만 대뇌허혈의 원인: 35mmHg ( )

객담의 양과 색깔을 사정한다16. . C
근거 객담의 색깔이 분홍색의 거품타입이면 폐부종을 의심하고 녹색인 경우 폐렴을 의심한다: , .

객담의 양은 와 접목하여 이 있는지 같이 확인한다Chest X-ray consolidation .

호흡음을 청진한다17. . C

말초부위와 입술 부위의 청색증을 사정한다18. . C

를 사정한다19.Chest x-ray . A
근거: 와 관련하여 시 이 되었거나neurogenic pulmonary edema triple H theraphy volume overloading

수혈을 한 경우 드물게 급성 폐 손상을 보이므로 합병증 확인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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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상승징후를 관찰한다4.ICP .

두 개강 내압 상승 징후 사정

징후인 고혈압 포함 서맥 호흡 완서가 있는지를 사정한다20.Cushing 3 (wide pulse pressure ), , . C

근거 는 수축기혈압 와 이완기혈압 의 차이가 큰 경우이다: wide pulse pressure SBP( ) DBP( ) .

의식수준의 변화가 있는지 사정한다21. . C

오심 및 투사성 구토가 있는지 사정한다22. . C

극심한 두통이 있는지 사정한다23. . C

를 모니터링 한다24.ICP . A

근거: ❶CPP= MAP-ICP, MAP=1/3(SBP-DBP)+DBP로 계산하여 측정하며,

역치 이하 시 환자의 예후가 나빠진다CPP (50 to 70 mm Hg) .

모니터를 적용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나 가 낮게 나온 들이 있으며ICP CPP case ,❷
감염의 위험성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제한하여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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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임상검사 결과를 확인한다5. .

brain CT Scan

상의 출혈 부위를 확인한다25.CT . A

근거 뇌 수두증으로 삽입 후 내실질의 혈종과 같은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EVD .

상의 재출혈 유무를 확인한다26.CT . A

뇌 관류 를 확인한다27. CT (CTP = CT perfusion) . A

근거 은 민감하면서 이차적 뇌경색의 조기 예측변수이다: CT perfusion .

양측 해마영역의 관류저하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일과성 허혈 증상과 관련이 있다.

결과를 확인한다28.Cerebral angiogram . A

근거 혈관연축 을 확인하기 위하여: (vasospasm) .

경두개 도플러 검사TCD( )

근거 경두개 도플러 상의 혈관경련은 뇌졸중 발생 예측인자로서 가치가 있다: .

29. 중대뇌동맥의 평균 혈류 속도 를 확인한다mean MCA velocity( ) . A

정상 긍정적 예후 비정상 뇌혈관연축: <120 cm/sec : , : >200 cm/sec :

를 계산하여 혈관연축 여부를 확인한다30.Lindegaard index . A

계산 평균 혈류속도 평균 혈류속도* Lindegaard index = MCA / ICA

정상수치* Lindegaard index : 1.76 ± 0.1

비정상 이면* : Lindegaard index 3 MCA vasospasm≥

이면Lindegaard index 6 severe vasosp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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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임상검사 결과를 확인한다5. .

혈역학적 검사

마그네슘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확인한다31. electrolytes . A

심혈관 합병증이 의심될 경우 검사결과를 확인한다32. troponin, CPK isoenzymes . A

항경련제 약물농도검사 결과를 확인한다33. . A

심장합병증이 의심될 경우 검사결과를 확인한다34. BNP (B-type natriuretic peptide) . A

검사결과를 확인한다35.electrolyte . A

근거 저나트륨혈증은 동맥류 뇌지주막하 출혈 이후 흔하며: , ,
하이드로 코티손은 지나친 나트륨 배설과 소변량의 증가를 예방하므로

혈중 헤마토크릿 검사결과를 확인한다36. . B

근거 의 목표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triple H theraphy .

혈중 백혈구와 적혈구 침강 속도를 확인한다37. . B

근거 염증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38.혈액학 및 혈액 생화학적인 지수 적혈구 헤모글로빈 임파구 알부민 를 확인하여 영양 회복력을 평가한다( , , , ) . B

근거 신체계측 지수 상완 삼두근 피하지방 두겹 두께 상완위 둘레 상완위 근육둘레 체지방률 의: ( , , , )❶
측정은 영양 회복력과 관련이 적고 혈액학 및 혈액 생화학적 지수 특히 알부민 수치가 관련성이 높다, .

한국인에서 체질량 지수 는 출혈성 뇌졸중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BMI) .❷

를 확인한다39.Urine Osmolality, Serum Osmolality, Urine SG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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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심장 합병증을 관찰한다6. .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심전도 이상을 확인했을 경우3 Lead EKG

주치의와 상의 후 유도 심전도를 촬영12

40.ST-segment depression A

41.ST-segment elevation A

역전된42. T-wave, Giant T-wave inversions A

비정상43. Q wave A

를 초과하는44.25% R wave A

45.QT prolongation A

46.arrhythmia(the presence of supra ventricular or ventricular premature contraction) A

심장 합병증이 의심되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을 확인

심장초음파를 통해 값을 확인한다47. EF(ejection fraction) . A

근거: 정상 이상 비정상 미만: 50% , : 50%

심장초음파를 통해 의 장애 좌심실의 국소적 운동장애48. Left ventricle regional wall motion ( )

유무를 확인한다. A

이차적 심혈관 합병증의 과거 위험요인을 사정

고혈압의 과거력을 확인한다49. . A

당뇨 과거력을 확인한다50. . A

예방약물이나 고혈압 약물의 사용을 확인한다51. . A

흡연력을 확인한다52.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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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2.

간호중재 혈관연축을 예방한다7. .

Triple H Theraphy (Hypertensin, Hypervolemia, Hemodelution)

근거 현재 볼륨확장요법 사용의 근거는 없지만 적은 수의 연구에서 적절하게 연구되어졌다: .

또한 는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행해야 한다hypervolemia .

의 목표를 확인한다53.triple H therapy . A

근거: CVP 8 12 mmHg, hematocrit <30-32,–
혹은 연구문헌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systolic BP 180 mmHg systolic BP 160mmHg( .)≥ ≥

시 반드시 합병증을 관찰한다54.triple H therapy . A

합병증 심근손상 폐부종 저나트륨혈증 대뇌부종 동맥류 부위의 재출혈: , , , ,

칼슘채널 길항제인 니모디핀 투여 승인(FDA )

근거 혈관경련을 막아 뇌경색을 치료한다: .

니모디핀은 정맥투여와 구강투여의 비교 연구에서 임상적 차이가 없다.

55.니모디핀을 사용 시 혈압저하를 관찰하며 이하의 저혈압 발생 시 주치의에게 알린다, SBP 100mmHg . A

니모디핀 투여 중 간 기능을 확인 한다56.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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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대뇌부종을 관리한다8. .

수액요법

저나트륨 혈증 시 혹은 고장성 식염수를 금기가 아니라면 주입할 수 있다57. 2% 3% . A

는 다음 적응증 예를 들면 의식상태 대뇌부종 혹은 혈중 나트륨이 위험한58.Hypertonic saline therapy ( ,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 이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줄인다) . A

간호중재 뇌수두증을 관리한다9. .

외부 뇌실내 배액관 (EVD) strict protocol
근거 급성수두증의 뇌실 배액술이다: .

목은 중립으로 하여 침상머리를 도에서 도 높인다59. 30 45 . B

60. 계의 영점 을 환자의 외이도 상부 이주 에 맞춘다EVD (zero point) ( ) . B
근거 영점 은 해부학적으로 이다: (zero point) foramen of Monro .

의 위치를 살핀다61.CSF collection bag . B

의 배액양을 살핀다62.CSF . B
근거 시간당 이상의 배액은 과다 배액 일일 배액량 이상 넘지 않게 한다: 50cc / 200cc .

의 색을 살핀다63.CSF . B
근거 의 색이 하다면 재출혈: CSF bloody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64.CSF . B
근거 백혈구 수와 단백질의 증가 포도당의 감소는 감염의 지표: ,

체위를 변경하거나 침대를 올릴 때 배액 시스템이 꼬이거나 잡아당겨지지 않는지 살핀다65. . B

삽입부위를 직접 보면서 드레싱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헐거워짐으로 인해 삽입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66. . B

은 가득 찼을 때만 비운다67.bag . B

제거 후 뇌척수액 누출이 있는 지 확인한다68.EVD System . B
근거 뇌실염의 주요원인:



- 184 -

간호중재 를 제공한다10.HOB 30° .

69.환자들은 을 유지하여야만 한다semirecumbent position (30°to 45°) . A

근거: 환자들은 특히 을 투여 받을 때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앙와위 보다는 에서enteral feeding , 30 45°
정도의 반 좌위를 유지해야 하고 각도기나 침대 표시를 함으로써 매 시간마다 상체거상의 각도를 확인한다, 8 .

간호중재 열 을 관리 한다11. (fever) .

정상체온 유지

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발생 시 주치의에게 알린다70. . A

체온이 이상으로 열이 나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정상체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 시간에서71. 38.3°C 4

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6 . A

근거 권고사항: AANN(America associated neuroscience clinica guidelines) .

약물이 만약 효과가 없을 때 체온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 요법을 적용한다72. 38.0C . A

지속적인 고열 발생 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균 배양검사 를 시행한다73. (culture study) . A

74.표면 냉각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감시하고 오한이 있을 때 따뜻한 담요 순환하는 따뜻한 공기를 제공하는, ,

가온기계 진정제 혹은 근육 이완제를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 A

열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 수술부위와 침습적인 주위를 관찰한다75. catheter . C



- 185 -

간호중재 약물을 투여한다12. .

항경련제Anticonvulsants( )

예방적 항경련제를 투여한다76. . A

혈중 약물농도 검사 결과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 후 투여용량을 결정한다77. . C

배변 완하제

배변 완하제 를 투여한다78. (Stool softeners) . A

근거 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tool impaction ICP .

식이가 공급되는 환자가 대변 완하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에서 일 이상 대변을 못 볼 경우79. 3 4

주치의에게 알려 관장을 수행한다. C

지속적인 구토 시 항구토제를 처방에 따라 투약할 수 있다80. prn . A

근거 오심 구토 시 상승될 수 있다: , ICP .

위산 억제제 예를 들면 나81. ( antacids H2 를 사용하는 환자가blockers) VAP(ventilator associated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주치의에게 알린다pneumonia) . A

근거 위산억제제 예를 들면 나: ( antacids H2 는 발생율을 증가시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blockers) VAP

스트레스성 궤양예방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경우에만 제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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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예방을 한다13.DVT .

예방DVT

스타킹 을 착용한다82.Thigh-high (GECS) . A

GECS = graduated elastic compression stockings

근거 무릎길이의 스타킹도 적절한 대안으로 유용하다: .

점진적인 허벅지 압력 혈전예방 스타킹은 입원 시에 적용한다, .

83.동맥부전증 의 경우 스타킹 을 착용시키지 않는다(arterial insufficiency disease) high-Thigh (GECS) . A

84.하지의 외상이 없는 경우 공기가 들어있는 압력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 A

간헐적 공기압축*IPC =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 )

스타킹의 압력은 발목에서는 대략 종아리 중앙부위는 상부 허벅지에는 가* 18mmHg, 14mmHg, 8mmHg

적절하다.

환자의 내과적 상태와 기동성의 변화가 있을 때 의 위험에 대하여 재사정 한다85. DVT . A

동맥류가 안정화되었을 때 발생으로 인한 헤파린 치료 시 재출혈 여부를 관찰한다86. , DVT . A

근거 동맥류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용량의 을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enoxaparin 40mg 12

고용량의 치료는 혈전사례 가 덜하며 유용하다(thromboembolic ev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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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조기재활 간호를 제공한다14. .

조기 재활운동

뇌동맥류가 안정화되면 일 내로 수동적 관절운동을 실시한다87. 3 . A

환자의 와 에 따라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을 구분하여 적용한다88. GCS motor grade . A

보호자에게 조기재활 교육을 실시한다89. . A

간호중재 인공호흡기 간호를 제공한다15. .

적응증 기도 반사가 저하된 경우 글라스고우 혼수 계수가 점 이하: ( 10 )

간호Intubation

의 고정위치를 확인한다90.Intubation . C

정상위치 에서 상방: carina 3~5cm

의 압력과 적절한 사이즈를 확인한다91.Intubation Cuff . A

정상 비정상 이상: 14~20 mmHg / : 25mmHg

상부기도의 병변이 없고 소생가능성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이나 시92. weaning extubation

을 이용한다weaning protocol . A

근거 의사 혼자의 판단보다는 삽관과 에 대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기계적 환기 기간: weaning❶
혹은 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상당한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능하면 기도삽관과 재 기도삽관은 피해야 한다VAP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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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인공호흡기 간호를 제공한다15. .
적응증 기도 반사가 저하된 경우 점 이하: (GCS 10 )

인공호흡기의 열 가열 가습을 적용하지 않는다93. . A
근거 인공호흡기 회로의 간접가습기나 열 가열 습도의 적용은 감소: VAP(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효과가 없으므로 폐렴예방 도구로는 간주될 수 없다

너무 잦은 회로교환은 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므로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경우를 제외하고94. VAP
일주일에 한번 실시한다. A
근거 빈번한 교환 일에 한번 은 의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ventilator circuit (2 ) VAP .

인공호흡기 회로안의 오염된 응축수는 주의를 요하며 응축수가 기도튜브 혹은 약물95. nebulizer line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한다. A

근거 회로안의 응축수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의 위험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 (VAP)

간호중재 흡인간호를 제공한다16. .

흡인간호

흡인 전후 산소를 분간 투여함으로써 두 개강 내압 상승을 방지한다96. 100% 5 . C

흡인은 초 이내로 제한하여 수행한다97. 15 . C

흡인 전 생리식염수의 주입은 피하고 와 은 매회 교환한다98. suction catheter bottle . C

환자의 머리를 낮추기 전에 예를 들면 이동하거나 자세교정을 할 때 미세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99. 30% ( )
커프 위와 아래의 분비물들은 흡인한다. A

기도삽관 환자인 경우는 객담의 양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흡인을 한다100. . A

101.흉부 물리치료는 관례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 의, Chest- Xray consolidation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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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구강간호를 제공한다17. .

구강간호

과 을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제공한다102.Chlorhexidine 1~2% chlorhexindine gluconate gel . A

근거 하루 두 번 클로르 헥시딘 글루콘산염으로 구강 위생관리를 한 경우는 기도삽관 환자에게서: 0.12%

매일 회씩 하는 기본적인 구강 관리 프로토콜보다 병원 내 폐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6 .

구내염 예방을 위해 양치질 구강 헹굼을103. , 한다. C

구강간호는 하루 회 적용하며 구강상태를 고려하여 구내염이 있는 경우는 그 횟수를 늘린다104. 2 , . A

근거 하루 두 번 클로르 헥시딘 글루콘산염으로 구강 위생관리를 한 경우는 기도삽관 환자에게서: 0.12%

매일 회씩 하는 기본적인 구강 관리 프로토콜보다 병원 내 폐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6 .

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을 실시한다105.early gastric feeding . A

근거 은 흡인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고려하고 영양 목표 도달 시간의 효과성을: early duodenal feeding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을 실시한다early gastric feeding .

환자가 를 삽입한 경우 시간 이내에 영양액을 공급할 수 있다106. PEG tube 2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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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과Enteral feeding Gastric feeding

의 적응증107.Enteral feeding . A

마비성 장폐색* Paralytic ileus ( )

장폐색* Bowel obstruction ( )

통제되지 않는 설사 하루 를 초과하거나 빠른 위장관액의 주입으로 인한* ( 500mL )

많은 양의 대변 배출*

의 적응증108.Gastric feeding . A

오심 구토 시* /

심한 역류*

위장관 영양액의 흡인의 과거력*

위장관 마비*

상대적인 금기* : GCS < 9

이 보다 더 선호 된다109.Enteral nutrition parenteral nutrition . A

근거 중심정맥 카테터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음식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여 식단구성에 반영하도록 영양지원팀에게 알린다110. . C

영양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헐적 영양 주입법 을 수행한다111. (intermittent feeding) . A

근거 간헐적 주입: ❶ (intermittent feeding)과 지속적 영양주입 식이요법 환자(continuous feeding)

모두 일간의 영양목표에 도달했으나 간헐적 식이요법 환자의 목표 칼로리가 더 일찍 도달했다7 , .

❷간헐적 주입법은 환자의 을 향상시킬 수 있다ADL .

지속적 주입법 보다 정상적인 를 유지할 수 있다(continuous feeding) PH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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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수준에 따라 적절한 칼로리를 제공한다112.GCS . C

*GCS > 13~15 : 30 Kcal/kg/day
*GCS = 8~12 : 35 Kcal/kg/day
*GCS = 3 : 40~45 Kcal/kg/day

약물주입 전 후에 튜브의 적절한 통과를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

약물을 추가할 때 위장관 영양액에 직접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113. . A

약물을 혼합하여 주입하는 것을 피한다114. . A

약물을 주입 전에 충분히 희석한다115. . A

약물투여 시 간헐적 영양 전후 혹은 지속적 영양 동안 매 시간마다 의 물을 주입한다116. 4 30ml . A

117.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Phenytoin . A

장관영양은 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탁액이 추천된다* pheytoin Pheytoin .
투여 전 후* 시간동안 장관영양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2 .

118.E 의 가지 요소를 확인한다nteral Nutrition 4 . A

환자식별 영양액 확인 영양전달부위나 장치의 경로확인 영양주입 방법과 속도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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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영양액은 깨끗한 환경에서 무균적 기술로 다루기

무균적 방법으로 영양액을 준비하고 주입해야 한다119. . A

영양액은 가급적 액체상태보다 분말로 조재된 것을 사용하는게 좋다120. . A

위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 회용 장갑을 사용한다121. 1 . A

위관122. 영양액의 역류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오심 구토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영양액 주입 펌프의 사용을 고려한다. A

폐쇄된 영양액 캔은 제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간에서 시간동안 달수 있다123. 24 48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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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흡인의 위험성 예방

오심 구토의 부적응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124. , . A

복부 청진 및 촉진을 통하여 장음 과 복부 팽만감 유무를125. (bowel sound) (abdominal distension)

확인한다. A

위잔류량126. ( 을 모니터링 한다Gastric Residual Volume, GRV) . A

127.특별히 의학적인 금기가 아니라면 경장영양을 받는 모든 환자들은 에서 도의 두부거상을30 45

한다. A

처음 영양을 주입 전 위장관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

환자의 입을 벌려 구강내에 가 꼬였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Levine tube .

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잔류량을 확인한다* 60ml .

성인의 경우 위내용물의 잔유량 측정 후에 물 를 위장관으로 통과한다* 30ml .

이차적인 위잔류량 측정 후에 위잔류량이 를 초과한다면 위장관개선제 투약을* 250ml promotility agent ( )

주치의와 상의하여 고려한다.

위잔류량이 를 초과한 경우 위장관 영양을 멈춘다* 500mL .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엄격한 혈당조절이 필요하며 매일 혈청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여128.

Glucose>200ml/dl 이상 시 보고한다. C

근거 의 높은 탄수화물 농축은 내인성 인슐린 치료범위를 벗어난다: Formular .❶
수술 후 엄격한 혈당 조절은 감염률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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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적절한 영양을 제공한다18. .

설사 증상 시 고려사항

시간 내에 번 이상의 또는 은 보고한다129.24 3 loose liquid stool . A

근거 설사는 고삼투성 장관 영양액의 사용 유당 불내성 항생제 사용의 연장 영양액의 박테리아성 감염 또는: , , ,

심각한 저 알부민혈증 이하 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2g/dl ) .

지속적인 설사 발생시 를 시행한다130. stool culture . A

근거 은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설사 발생 시: Clostridium difficile ,

과 다른 병원균 등을 감별하기 위해 를 시행한다Clostridium difficile stool culture .

배양검사 결과 시 지사제를 투여한다131. Clostridium difficile Negative . A

지속적 설사증상 시 배변 완하제가 계속 투여중인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중단을 고려한다132. . C



- 195 -

간호중재 피부간호를 제공한다19. .

욕창예방 피부간호

을 사정한다133.Braden scale . A

천추부 좌골부 견갑부 무릎 발꿈치 정강이 팔꿈치 등의 욕창호발 부위를 사정한다134. , , , , , , . A

피부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피부는 로숀이나 오일을 발라준다135. , . A

매 두 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행하여 환자의 기동성을 최대화한다136. . A

욕창발생 고위험 환자에게는 특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137. . A

압력완화장치 공기 젤 물침대 등 를 사용한다138. ( , , ) . A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을 한다139. . A

복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한다140. . A

욕창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예 대변141. . ( : ) A

욕창부위의 마사지를 피한다142. . A

도넛베게는 사용하지 않는다143.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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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평가3.

간호중재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한다20. .

모든 간호 업무 수행 전 후 철저한 손 씻기

효과적인 감염관리 대책으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을 준수한다144. . A

중환자실 감염의 감시와 시기적절한 감염관리를 위한 준비와 적절한 항균요법을 가이드 하기 위하여145.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항균요법을 가이드 하고 적절한 감염관리를(VAP)

준비하기 위한 중환자실의 감시를 수행한다. A

수술부위와 관련되어 어떤 접촉이나 드레싱의 교환을 하기 전후로 손 씻기를 해야 한다146. . A

간호 결과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21.

147.수술 후 합병증 사망률 심근경색증 폐렴 저나트륨혈증 심장과 신장 기능장애 을 유무를 평가한다( , , , , ) . A

중증도 별 재원기간의 감소를 평가한다148. . A

지연성 뇌 허혈인 의 발생유무를 평가한다149. DIND(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s)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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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결과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21.

를 평가한다150.Extended Glasgow Outcome Scale (GOSE) . A

점 사망1 : ,

점 식물인간2 :

점 심하게 손상 받은 정도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3 : ( )

점 중간정도의 손상 환자 스스로 함4 : ( )

점 훌륭하게 회복되는 단계5 :

뇌출혈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정도 장애를 측정하는 도구인151. modified Rankin Scale (mRS)

를 평가한다. A

점 아무런 증상없음0 : .

점 심한 장애 없음1 : .

점 약간의 장애2 :

점 중간정도의 장애 도움이 필요 걷는 것은 가능3 : ( , )

점 중간정도의 심한장애4 :

점 심한장애 지속적 간호5 : ( )

점 사망6 : .

일상생활 동작평가를 하는 도구로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한다152. Barthel Index scores . A

중환자실 입원 중 혈관연축 환자 혹은 발생 환자의153. DI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를 평가한다Scale score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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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결과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 간호결과 평가21.

중대뇌동맥의 뇌혈류 속도를 평가한다154. . A
근거 혈관연축의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를 적용했던 환자의 경우 뇌실 감염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과에서의 균 배양 여부를155.EVD Culture
평가한다. A

인공호흡기 기계의 사용기간 을 평가한다156.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 A

중환자실 입원기간 감소 여부를 평가 한다157.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stay) . A

수술 후 중증도에 따른 사망률을 평가한다158. . A

객담의 균 배양 의 변화를 통해 폐렴의 호전 양상을 평가한다159. , chest-Xray . A

폐렴 관련 약물 사용량을 평가한다160. . A

삽입한 경우 재출혈 합병증을 평가한다161.EVD . B
근거 삽입과 관련된 내실질의 혈종 유무를 평가한다: EVD .

간호결과 과정평가22.

뇌동맥류 결찰수술162. 환자간호를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 C

뇌동맥류 결찰수술 환자를 위한 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간호사의 수행정도를 평가한다163.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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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Nursing

Protocol after Neck Clipping Surgery for Patients

with Cerebral Aneurysm in Intensive Care Units

Jeon, Hee Jeo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protocol for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with neck clipping for a

subarachnoid hemorrhage due to a ruptured aneurysm. In this study, a

protocol was developed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and to prevent

complications and thereb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otocol, reduce

neurological deficits.

A methodological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tudy period was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16, 2010. The protocol in the current study

was developed based on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Manual Version 1.0".

For the first step, a clinical guideline, 'Care of the Patient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SAH]' for postoperative care by the AANN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science Nurses) was compared to Korean

clinical practice and used to construct preliminary items. More preliminary

items were add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econd, the preliminary items

were evaluated for validity by a panel of 17 experts. Third,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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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search was done to identify evidence supporting each item and to

confirm that the item was up-to-date. Fourth, each summary table for the

evidence of the items was created based on the literatures and the quality of

research for evidence was evaluated using SIG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literature evaluation tools. Fifth, recommended items were

formulated and evaluated for strength of each item using the NHS R & D

(National Health Servic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Sixth, a preliminary nursing practice protocol was developed

including the strength level of each item. Seventh, the preliminary protocol

was assessed for appropriateness, applicability, and conformity with nursing

care in intensive care units by a panel of 25 experts using a 9-point scale.

Eighth, the final items were determined for the nursing practice protocol.

Ninth, the nursing practice protocol was evaluated by a panel of 5 experts

using AGREE (Appraisal of Guidelines Research and Evaluation).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ppl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each item were analyzed using SPSS PC 18.0 for

Wind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described procedure, a preliminary protocol was

developed and evaluated for appropriateness and applicability of each item of

the preliminary protocol. With the exception of two items, all items in Nursing

Assessment received over 7.5 points. The 2 items were modified and included

in the protocol. Of 10 items in Nursing Intervention with less than 7.5 points,

two were modified and included and eight items were deleted. Of 19 items in

Nursing Evaluation with less than 7.5 points, 4 items were included after

modification and 15 items were deleted. Finally, all the items of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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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had appropriateness and feasibility scores of more than 7.5 points.

2. The final Nursing Practice Protocol had a total of 22 areas with 163 items　

including 6 areas with 52 items for Nursing Assessment, 14 areas with 94

items for Nursing Intervention, and 2 areas with 17 items for Nursing

Evaluation. The six areas for Nursing Assessment were (1) neurological

examination (2) assess for vital signs (3) airway maintenance and oxygenation

(4) assess for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5) assess for laboratory tests

(6) assess for cardiac complications. The 14 areas for Nursing Intervention

were (7) prevention of vasospasm (8) management of cerebral edema (9)

management of hydrocephalus (10) keep head of bed elevation (HOB) (11)

fever control (12) administration of medications (13) prevention of deep vein

thrombosis (DVT) (14) care for early rehabilitation (15) ventilator care (16)

prevention of aspiration (17) mouth care (18)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n

(19) skin care, and (20) hand washing to prevent infection. The two areas for

Nursing Evaluation were (21) patient evaluation for the results after aneurysm

ligation and (22)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care.

3. In this study, the final 163 items were rated. For 121 items the rating was

A, for 14 items, B, and for 28 items, C indicating the strength of each item

according to criteria from the NHS R & D Center for Evidence Based

Medicine. Although the 28 items for C were rated low, the experts were in

consensus that the items were all clinically necessary and should be included.

4. The results by AGREE were that 'editorial independence' was found to be

the highest at 100%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e lowest at 73%.

Percentages for the scope and purpose, the rigor, the accura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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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were 82%, 89%, 85% respectfully, all over 80%.

The results suggest that this protocol for care after aneurysm neck clipping in

patients admitted to the ICU for postoperative care is an evidence-based

guideline. Adaptation of nursing practice protocols and guidelines will

contribute to further improvement of nursing practice.

Key Word : subarachnoid hemorrhage, aneurysm neck clipping,

evidence-based nursing, protoc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