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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이용한 회복실 간호중재분석 

- 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McCloskey 와 Bulechek(2000)의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이 

용한 간호중재 조사지를 통해 수술 후 환자에게 실제로 수행되는 간호 중재 

의 내용과 빈도, 진료과별 및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의 빈도를 파악 

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최순희 등(2003)이 번안한 간호중재분류체계(NIC) 486개 중재 중에서 

회복기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중재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문인 그룹 

(panel group)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조사를 

하였다. 이윤영(2001)이 사용한 112개의 간호중재목록 중 104개 목록을 

선별하여, 1차 조사지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간호중재목록 22개를 

추출하여 추가하였다. 전문인 그룹(panel group)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간호중재목록 126개를 2차 조사지를 통해 동의율과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빈도조사를 하였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103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서울 시내에 소재한 Y대학병원의 회복실에 입실 

한 전신마취수술환자 150명, 즉 연 2%에 해당하는 흉부외과 10명, 신경외과 

30명, 일반외과 44명, 정형외과 66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간호사 1명이 

추출된 103개의 간호중재명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된 간호중재를 직접 

관찰하여 간호중재 조사지에 기록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이었고,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SPSS 10.0K/PC Program 을 이용하여 간호중재별, 진료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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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는 총 빈도 및 평균빈도와 빈도순위로 나타냈으며, 

진료과 및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χ²- test 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중재별로 가장 많이 수행된 간호중재는 활력증상 감시이었고, 그 

다음은 기록,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기계기술 관리였으며, 체위, 이동, 

환경관리: 안위도모, 수분/전해질 관리, 마취 후 간호, 피부감시, 수액관리, 

정맥주사 요법, 제한구역 설정, 환경관리, 안전에 대한 환경관리, 감시: 

안전, 교대보고 등의 순이었다. 영역별로는 생리학적 복합영역의 간호 

중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안전영역, 건강체계 영역, 생리 

학적 기본영역, 행위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리학적 복합영역에서는 호흡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간호중재별로는 호흡과 관련된 자료 감시, 산소 요법, 기침 장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영역에서는 위험 관리군만 사용되었고, 

간호중재별로는 활력증상 감시가 가장 많았으며 제한구역 설정, 환경 관리, 

안전에 대한 환경 관리, 감시: 안전, 낙상 방지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 

체계 영역에서는 정보 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간호중재로는 기록 

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생리학적 기본영역에서는 4개의 간호 중재 

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부동 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행위 

영역에서는 4개의 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대응 보조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료과별로 빈번하게 수행되는 간호중재는 거의 비슷하게 수행되어 

빈도순위가 상위 1위에서 3위까지는 동일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간호중재군을 빈도 순으로 보면 

전체 간호중재군 중 위험 관리군, 호흡 관리군, 정보 관리군,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건강체계 관리군 등의 상위 순위군과 함께 약물 관리군, 환자 

교육군의 빈도수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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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진료과에 비해 기계기술 관리, 검사 보조의 빈도수가 높았고, 이에 

반해 조직관류 관리군, 배설 관리군은 빈도수가 낮았다. 신경외과 대상자의 

간호중재군을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상위 순위 중 위험 관리군, 호흡 

관리군, 정보 관리군 등이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높았고, 자가간호 

촉진군, 전해질과 산-염기관리군, 신경계 관리군, 배설 관리군의 빈도가 

높았으며, 체온조절군의 빈도는 낮았다. 일반외과 대상자의 간호중재군 

상위 순위는 다른 진료과와 다르지 않았으나 신체 안위 증진군, 약물 

관리군, 환자 교육군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났다. 정형외과 대상자는 

간호중재군 상위 순위에서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정보 관리군과 호흡 

관리군의 순위가 근소한 차이로 바뀌었으며, 피부/상처 관리군의 빈도수는 

비교적 높아 압박관리 및 욕창예방 등의 중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진료과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test 를 한 

결과, 부동 관리, 신체 안위 증진, 자가간호 촉진, 호흡 관리, 피부/상처 

관리, 조직관류 관리, 심리적인 안위 증진, 위험 관리, 건강체계 관리, 

정보 관리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생리학적 

기본영역의 배설 관리군, 신체 안위 증진군, 생리학적 복합영역의 약물 

관리군과 호흡 관리군, 행위영역의 환자 교육군,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안전 영역의 위험 관리군, 건강체계영역의 건강체계 관리군, 정보 관리군 

등에서 회복시간 60분 이하보다 61분 이상에서 간호중재 빈도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test 를 한 결과, 부동 관리, 신체 안위 증진, 약물 관리, 호흡 관리, 

피부/상처 관리, 조직관류 관리, 위험 관리, 건강체계 관리, 정보 관리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회복실에서 수행된 간호중재는, 전신마취에서 회복되어 활력징후가 안정 

되며 마취 및 수술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 및 수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와 수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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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한 안전간호,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거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계적 장치나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기계기술 관리, 정보관리인 간호기록, 

수술 직후 환자의 정서적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간호가 중점적으로 이루 

어졌다.  

이상의 결과로 회복실 간호중재의 내용 및 빈도, 특히 진료과별 간호 

중재의 빈도차이 결과를 이용해서 신규 간호사의 회복실 실무교육 프로토콜 

개발과, 간호중재 내용 및 빈도를 바탕으로 회복실에서 부족한 간호중재의 

보완과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회복실 간호중재를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와 간호중재별 회복시간의 차이규명 연구, 간호중재 

내용 및 빈도를 토대로 회복실 실무에 맞는 전산 간호기록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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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기초를 둔 인간 

중심의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간호실무의 본질은 대상자의 

다양한 간호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마땅히 간호의 질은 환자가 

받은 간호에 대해 만족할 때 향상될 수 있다(최, 1997). 

외과학 및 마취과학의 발달에 따른 수술 및 마취종류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술 및 마취와 관련하여 회복실 간호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은경 등, 2002). 간호에서 회복실에 대한 첫 기술은 

1863년 Florence Nightingale 에 의해서였고,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 

외과적 수술이 복잡해지면서 미국에서는 몇 개의 회복실이 운영되었으며, 

1940년대 이후 회복실에서의 향상된 간호는 수술 후 환자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데 이바지하여 왔다(Miller, 1986). 우리나라는 1965년 

국립의료원에서 회복실 겸 집중치료실을 개설하면서 회복실 간호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김은경 등, 2002).  

회복실은 환자가 전신마취 또는 부위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간호사가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곳으로 

여기서 행해지는 간호는 수술환자의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다 

(Hatiield. A. & Tronson. M., 1992). 수술 또는 마취 후 환자의 회복은 

합병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윤, 2000). 그러므로 회복실 간호사는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위를 위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알고 조기에 중재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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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해야 한다(Margaret & Jane, 1995). 회복실에서의 환자간호는 전신마취 

및 수술 환자가 생리적 불균형으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제공받는 집중적인 

관리(concenturated care)이며(Beal, 1962), 조기이상, 정맥과 수혈요법, 

호흡기능유지, 감염관리, 일반적 안위간호를 포함한다(Drain, 1994). 즉, 

회복실은 환자가 수술 및 마취에 의한 생리장애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어 

병실로 옮겨 갈 때까지 환자를 각성시키고 감시하며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계, 신장계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기능장애의 발생시 즉시 치료를 시행 

하는 곳이다(박영례 등, 2002). 

이러한 회복실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회복실 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분석 연구(이, 1987), 마취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김, 1989), 

마취간호사의 역할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박, 1994), 수술실과 

회복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이, 1995), 회복실 간호사의 수술 후 

환자간호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장, 1997), 회복실 

간호사가 지각한 자율성과 업무스트레스, 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문, 

1998), 마취간호사의 역할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김, 1999), 

마취ㆍ회복실 간호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간호활동 분석(박, 2001), 회복실 

간호사의 환자간호요구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에 관한 연구(이, 2005) 등 

회복실 간호사의 역할과 만족도, 수행, 자율성 및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있고, 회복실 간호와 관련된 연구로는 회복실의 간호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최, 1976), NIC 간호중재분류체계를 이용한 회복실핵심간호중재 

분석(이, 2000), 회복실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관한 연구(김 등, 2002), 

수술직후 환자에게 수행된 회복실 간호중재분석(박 등, 2002), 회복실 환자 

의 간호진단, 간호결과, 간호중재 연계 프로토콜 개발(이, 2003) 등이 있다. 

특수간호분야 중에서 회복실에서의 환자간호의 개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회복실에서의 간호가 그 업무의 중요성 

에 비해 표준화된 업무지침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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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 등, 2002). 

간호중재는 간호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간호실무에 대한 표준언어가 되며 

실제적인 업무에서 간호사들에게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Coenen, 1997). 즉 간호중재는 간호의 본질을 확립하여 의료전달체계내 

에서 전문직으로서의 독특한 간호의 위치를 확립하게 하고 간호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되며 의료정보화와 조화를 이루는 간호정보화의 

체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간호수가책정의 기본단위가 

된다(서문자, 1997).  

1985년부터 지금까지 간호중재분류와 명명에 집중된 노력은 5가지 유형의 

연구로 요약할 수 있는데 McCloskey 와 Bulechek 의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McCloskey & Bulechek, 1992, 1996, 2000), 지역사회 

중심의 Omaha system(Martin & Sheet, 1992), 가정간호 중심의 Home Health 

Care Classification: HHCC(Saba, 1992), Synder 의 간호중재분류(Synder, 

1992), 국제간호협회의 간호중재분류체계(ICN, 1999)가 그것이다(이, 2001). 

그 중에서도 NIC은 7개의 domain 안에 486개의 중재로 ‘생리적: 기본’, 

‘생리적: 복합’, ‘안전’, ‘행동’, ‘가족’, ‘건강체계’, ‘지역 

사회’로 되어 있는 중요한 간호중재분류체계이다(McCloskey & Bulechek, 

2000).  

이와 같은 간호중재분류체계에 따라 현재 각각의 특수임상분야에 대한 

핵심간호중재분류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McCloskey & Bulechek, 

1998). NIC 을 이용한 핵심간호중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핵심간호중재는 

특수임상분야의 간호중재를 정의하며, 각 특수임상분야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간호중재이다. NIC 의 

433개의 간호중재를 가지고 정맥간호사회, 종양간호사회, 재활간호사협회 

등 39개 특수분야의 핵심간호중재를 밝힌 연구가 있었고 여러 특수임상분야 

중 회복실과 관련된 미국마취간호사회에서도 핵심간호중재에 대해 연구 

하였는데 90개의 핵심간호중재를 제시하였다(McCloskey & Buleche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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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간호중재분류체계를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김문숙, 1997; 김수진, 1997; 노미경, 1998; 류은정 등, 1998; 손행미 등, 

1998; 염영희, 김성실, 김인숙, 박원숙, 김은주, 1999; 염영희, 김소인, 

차보경, 1999) 이들 연구들은 간호사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어떤 간호 

중재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가의 정도를 설문의 형태로 확인한 연구들로 

실제 간호현장에서 적용된 간호중재의 확인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유형숙, 

2001), 회복실 간호중재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회복실에서 수술 후 환자에게 실제로 수행되는 간호중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회복실 간호사의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회복실에서 수술 후 환자에게 수행되는 

간호중재의 내용과 빈도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더불어서 회복실 간호중재를 규명함으로써 회복실 간호실무를 

체계화하고 신규 및 회복실 간호사의 교육자료로 이용하며, 간호중재분석을 

통해 EMR 및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회복실 간호업무를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McCloskey 와 Bulechek(2000)의 간호중재분류체계(NIC)  

를 이용한 간호중재 조사지를 통해 수술 후 환자에게 실제로 수행되는 

회복실 간호중재를 파악하여 수술 환자의 수술 직후 간호중재의 질을 향상 

하고 간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표준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회복실 실무에 맞는 전산 간호기록 개발에 이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복실 환자에게 수행되는 간호중재의 내용과 빈도를 파악한다. 

2. 진료과별 회복실 간호중재의 빈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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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의 빈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 

3.1 간호중재분류체계(NIC) 

  간호중재분류체계(NIC)는 Iowa 대학에서 연구된 것으로 1989년에 개발된 

이후 2000년에 3차 수정, 개발하여 발표된 486개의 간호중재목록으로 7개의 

간호중재영역(domain) 아래 30개의 하부체계(class)에 따라 간호중재군으로 

분류되어 있다(McCloskey & Bulechek,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윤영 (2001) 

이 사용한 112개의 간호중재목록 중 수술 전·중 간호 8개를 제외한 104개 

목록을 포함하여 최순희 등(2003)이 번안한 486개 중재 중 회복실 근무경력 

5년 이상의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전문인그룹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택한 103개의 간호중재목록으로 회복실 간호사가 수행한 

직접간호와 간접간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3.2 회복실 간호중재 

회복실 간호중재는 회복실이라는 특수 임상분야에서 정의된 간호중재로써 

회복실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대부분의 회복실 간호사가 

사용하는 간호중재로 전신마취 또는 부위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마취에서 깨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병실로 퇴실하기 

까지 환자의 회복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집중적인 간호활동을 말한다(이, 

2001).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일 대학병원 회복실에서 수술 직후 환자의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직접 수행된 간호중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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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간호중재분류체계(NIC) 

 

1.1 간호중재의 정의와 개념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많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중재는 환자의 상태를 보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게 하는 

간호사의 행위(behavior)에 관심을 두고 있다(김문숙, 1997). 간호중재는 

간호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치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흔히 간호 

행동(action), 간호처치(treatment), 간호처방(order)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이는 간호중재에 대한 명백한 개념 정립이 아직까지 되어오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서문자, 1996). 현재 여러 간호학자들에게 의해 

간호중재가 정의되고 있는데, Gorden(1987)은 간호중재를 ‘간호사가 

대상자로 하여금 건강상태를 증진하도록 돕는 행동’이라고 했고, 

Snyder(1992)는 ‘간호진단에 근거한 간호사의 자율적이며 독자적인 활동’ 

이라고 했다. McCloskey와 Bulechek(1996)은 간호중재를 ‘임상적 판단과 

지식을 근거로 간호사가 환자/대상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에서 

판단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는 처치로 직접간호와 간접간호를 

포함하며 간호사가 주도한 처치, 의사가 주도한 처치 및 다른 제공자들이 

주도한 처치를 포함한 행동’이라 했다.  

 

2.2 간호중재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동일한 간호중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중재의 명명은 다양하고, 표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Robbins, 1997). 간호중재에서의 이러한 

표준화된 언어의 부족은 간호사가 특별한 문제를 가진 환자 간호활동의 



 - 7 -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데 혼란을 주었으며 간호와 연관된 결과의 측정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Eisenhauer, 1994). 이에 따라 간호의 전문화는 표준화 

된 언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고(Robbins, 1997) 간호중재의 

개념화와 체계적인 분류의 필요성은 NANDA 의 간호진단분류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간호중재는 간호행위를 규명해 주며 간호자원, 간호수가, 간호인력의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Vezeau, 1996). 

간호중재는 나이팅게일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정제되었고 세분화되었다. 

간호분야에서 체계적인 간호지식체를 만들기 위해 분류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Bulechek & McCloskey, 1992) 이러한 관심은 

간호진단과 중재, 결과를 분류하는데 주어졌다. 그래서 진단, 중재, 

기대되는 결과의 표준화된 용어의 필요성에 대해 간호전문직 내에서 합의가 

일어났다(ICN, 1993). 표준화된 용어는 간호사가 건강관리전달체계에 

기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였고(Micek, Berry, Gilski, Kallenbach, 

Link & Scharer, 1996), 간호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게 다른 건강관리자 

와 접목 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McCloskey & 

Bulechek, 1994). 

간호중재 분류연구가 본격화되기 전에 간호의 본질적 분류를 시도한 

경우를 살펴보면, Leininger(1977)는 돌봄에 관한 주요한 구조를 확립 

하였고 Benner(1984)는 간호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류하였으며 Meleis(1985)는 

간호치료의 목록을 개발하였다(김문숙, 1997). 

우리나라에서는 김조자, 박지원(1987)이 환자분류체계의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에서 총 111개의 간호활동 요소를 수집하여 6개의 간호활동 영역으로 

분류, 최종적으로 환자분류 도구를 작성하였으며, 박정호(1988)는 간호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서 간호행위를 직접간호 활동 영역으로 영양, 운동, 

측정 및 관찰, 의사소통, 투약, 처치, 배설, 흡인, 산소투여, 열 요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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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간호영역 59개 항목과 간접간호 활동 영역으로 기록, 확인, 물품관리, 

의사소통, 각종 교육 및 훈련, 식사배선 참여, 의사지시 확인, 휴식 등 7개 

간호영역 15항목 및 개인시간 등으로 기술했다. 또한 박정호, 황보수자, 

이은숙(1992)은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의 규명 연구에서 

간호행위를 호흡간호, 영양섭취와 관련된 간호, 배설과 관련된 간호, 운동 

및 자세변경, 수면과 휴식, 침상정리 및 환의 교환, 체온유지, 개인 위생, 

안전간호, 의사소통 및 정서적 지지, 영적 간호, 성취감과 관련된 간호, 

여가활동의 선정과 참여, 건강상담 및 교육, 투약, 측정 및 관찰의 16개 

간호영역, 128개 간호행위를 포함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윤신, 

박정호(1992)는 간호업무량을 측정하여 환자분류 군별로 직접간호 

활동시간을 계산하고 간호영역별로 직접간호 활동내용을 조사하였고, 

하영수(1993; 1995)는 간호중재의 개념화와 범주화에 대한 분석결과 

간호중재 문항 764개를 기초로 하여 51가지의 관계범위별 분류와 17가지 

영역별 간호중재로 분류, 명명하였으며, 지성애(1994)와 서문자 등(1996)은 

간호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거의 

모든 연구들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단위별 간호활동을 조사하여 

간호단위 인력관리나 간호수가화를 위한 기초연구이거나 간호진단과 연계한 

연구(김조자 외, 1996; 김조자, 1997; 김조자, 이종경, 1997; 박현애, 

김정은, 1998)들이었으므로 분류체계를 갖추기 어려웠고 분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증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박미미, 1999). 

최근 간호중재를 명명하고 분류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Omaha의 간호중재분류체계는 지역사회간호사에 의해 

사용되는데 지역사회간호사의 실무와 기록업무에 지침이 되는 도구를 

간호행위나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Martin & Scheet, 1992). 또한 

Saba의 가정간호분류체계(Saba, 1992), Snyder의 분류체계 및 국제간호 

협의회의 간호중재분류체계(ICNP, 1991), McCloskey와 Bulechek의 간호중재 

분류체계(McCloskey & Bulechek, 1996) 등이 간호실무의 중재분류체계로 



 - 9 -

개발되었다. 

간호중재의 분류는 간호사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정의하려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이다. 간호중재분류는 간호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표준화, 

간호진단, 처치, 결과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간호지식체의 확대, 간호와 

건강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간호학생들에게 의사결정과정 지도,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결정, 간호현장에서 요구 되어지는 자원분배, 

간호의 독자적인 기능에 대한 의사소통수단 및 다른 건강관리제공자의 

분류체계와 접목을 위해 필요하다(Bulechek & McCloskey, 1992, 1996). 

이러한 간호중재분류는 간호의 본질을 확립하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고유한 간호의 위치를 확립하고 간호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되며 의료 정보화의 조화를 이루는 간호정보화의 체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간호수가책정의 기본단위가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서문자, 1997). 또한 표준화된 언어는 

지속적으로 간호문제의 치료결과의 서술에 사용하며 이를 사용하는 간호사 

는 지속적으로 간호를 하는 동안 간호평가와 명백한 정의의 기전을 

제공받게 된다(Keenan, 1999). 간호중재분류는 보건의료에 대한 간호의 

공헌을 측정하고 간호교육의 기능을 제공하며 임상 의사결정을 지지하고 

계획하고 간호교육의 기능을 제공하며 임상 의사결정을 지지하고 계획하며 

모든 자원이 되고 간호 연구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Steelman, 1994). 

 

1.3 간호중재분류체계(NIC) 

 

McCloskey와 Bulechek(1989)은 1987년부터 약 7년 간에 걸쳐 간호사의 

독자적 중재와 협동적 간호중재, 그리고 일반적인 간호실무와 세분화된 

간호실무 분야의 중재를 모두 모아서 표준화한 언어체계인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NIC)을 개발하였다(박영례 등, 2002). 

McCloskey와 Bulechek(2000)의 간호중재분류체계인 NIC 은 간호사가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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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개의 간호중재로, Iowa 대학의 아동, 성인, 노인 간호의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팀 및 이론, 정보체계, 시스템구성, 간호서비스 구성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으로 1992년 336개의 간호중재가 개발되었고, 1996년에 433개, 

2000년에 486개로 보완되었다. NIC 는 483명의 간호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기존 교과서를 근간으로 간호사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내용분석법, 전문가 패널토의, 초점그룹 분석을 통하 

여 간호중재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간호중재들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직접적인 간호(nurse-initiated)와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간호(psysician-initiated)와 다른 치료제공자와 관련된 간호(other 

provider-initiated), 간호대상자의 일상적인 기능을 위한 필수적 간호 

(daily essential function)와 간접적 간호(행정적, 교육적 간호) 모두 를 

포함하고 있다(McCloskey & Bulechek, 1996). 486개의 간호중재는 7개의 

domain과 30개의 classes로 분류되어 있다. 각 중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재의 이름, 중재의 정의, 간호사의 활동, 행동으로 

정의되는 중재 수행으로 되어있다(McCloskey & Bulechek, 2000). 

NIC 가 발표된 이후 내용이나 실무적용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특수임상분야에서 NIC 를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Cullen(1992)은 

순환계 간호진단과 관련된 간호중재 개발과 타당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Daly, McCloskey & Bulechek(1994)은 장기환자를 위한 NIC 적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AIDS 환자들을 대상을 수행되는 간호중재에 NIC 를 

적용한 연구(Davis, 1995), 심혈관계 단위에서 NIC 를 적용하여 조사한 

연구(Robbin, 1997) 등이 있다(박영례 등, 2002).  

NIC을 이용하여 1998년 특수임상분야에 대한 핵심간호중재 연구가 

있었는데 핵심간호중재는 각 특수임상분야에서의 간호중재를 정의하며,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재나 그 분야의 대부분의 간호사가 

사용하는 간호중재를 포함한 것이었다. NIC 의 433개의 중재를 가지고 

39개의 특수임상분야에서 사용하는 간호중재를 밝힌 것으로 미국당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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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회, 미국마취간호사협회, 응급간호협회 등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다. 

특수분야의 핵심간호중재분류는 각각의 다른 간호분야간의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만든 것이었으며 각각의 특수임상 분야의 핵심간호중재는 

간호정보체계의 발달과 간호교육프로그램, 능력평가, 참고네트웍, 증명과 

면허시험, 교육커리큘럼, 연구와 이론구축의 발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McCloskey & Bulechek, 2000). 

미국 마취간호사협회의 핵심간호중재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생리적: 

기본’영역에서 3개군 5개 중재로써 부동관리군 1개 중재(체위변경), 

신체적 안위증진군 2개 중재(통증관리, 피부를 통한 전기적 신경자극), 

자가간호증진군 2개 중재(눈 간호, 보철기구를 착용한 환자간호)였고, 

‘생리적: 복합’영역에서 7개군 65개 중재로써 전해질/산-염기관리군 21개 

중재(산-염기관리, 산-염기관리: 대사성산증, 산-염기관리: 대사성알칼리증, 

산-염기관리: 호흡성산증, 산-염기관리: 호흡성알칼리증, 산-염기모니터링, 

전해질관리, 전해질관리: 고칼슘혈증, 전해질관리: 고칼륨혈증, 전해질 

관리: 고마그네슘혈증, 전해질관리: 고나트륨혈증, 전해질관리: 고인산염 

혈증, 전해질관리: 저칼슘혈증, 전해질관리: 저칼륨혈증, 전해질관리: 

저마그네슘혈증, 전해질관리: 저나트륨혈증, 전해질관리: 저인산염혈증, 

전해질 모니터링, 수액/전해질관리, 고혈당관리, 저혈당관리), 투약관리군 

8개 중재(진통제투여, 진통제투여: 척수 내, 마취제 투여, 투약, 투약: 

정맥 내, 투약: 구강, 투약관리, 환자 자가진통제투여 보조), 신경학적 

관리군 2개 중재(뇌압감시, 체위변경: 신경학적), 수술 중 간호군 8개 

중재(자가수혈, 감염통제: 수술실 내, 체위변경: 수술 중, 마취 후 간호, 

수술 전 조정, 수술과 관련된 예방조치, 수술준비, 교육: 수술 전), 호흡 

관리군 9개 중재(인공기도삽입, 기도관리, 기도 내 분비물 흡입, 인공 

기도관리, 기관 내 튜브 제거, 기계를 사용한 호흡, 산소요법,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환기보조), 체온조절군 2개 중재(저체온증 치료, 악성 

고체온 예방을 위한 간호), 조직관류관리군 15개 중재(혈액제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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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순환간호: 기계보조 장치, 부정율동관리, 수액관리, 과혈량증 관리, 

저혈량증 관리, 정맥주사 놓기, PIC 카테터 간호, 정맥절개술: 동맥혈표본, 

정맥절개술: 혈액채취, 정맥절개술: 정맥혈표본, 쇼크관리, 쇼크관리: 심장, 

쇼크관리: 혈관, 쇼크관리: 용량),’행동’영역에서의 환자 교육군의 1개군 

1개 중재(학습촉진), ‘안전’영역에서 2개군 10개 중재로써 위기 관리군 

5개 중재(응급간호, 인공소생술, 인공소생술: 태아, 인공소생술: 신생아, 

우선순위 결정: 재난), 위험관리군 5개 중재(감염 통제, 레이저 예방을 

위한 간호, 라텍스 예방을 위한 간호, 공기 압력형 지혈대 사용시 예방조치, 

활력증상 감시),’건강체계’영역에서 2개군 9개 중재로써 건강체계 관리군 

5개 중재(약물통제 및 점검, 검사자료해석, 동료평가, 의사적 지지, 

제품평가), 정보관리군 4개 중재(기록, 사건보고서, 의뢰, 연구자료 

수집)였고 ‘가족’영역과 ‘지역사회’영역은 없었다(McCloskey & Bule 

chek, 2000). 

미국 당일수술간호학회 핵심간호중재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생리적: 

기본’영역에서 2개군 9개 중재로써 활동/운동 관리군 2개 중재(체력관리, 

운동증진), 신체적 안위증진군 7개 중재(환경관리: 안위도모, 열/냉 찜질, 

통증관리, 점진적 근육이완법, 단순 마시지, 치료적 접촉, 피부를 통한 

전기적 신경자극), ‘생리적: 복합’영역에서 2개군의 12개 중재로써 투약 

관리군 10개 중재(진통제투여, 진통제투여: 척수 내, 의식의 진정, 투약, 

투약: 늑막 내, 투약: 피부 내, 투약: 구강, 투약관리, 환자 자가진통제 

투여보조, 혈관주사용 장치기구 보전), 수술중간호군 2개 중재(수술 시 

보조, 수술준비),’행동’영역에서의 4개군 17개 중재로써 행동치료군 4개 

중재(제한설정, 음악요법, 상호목표설정, 환자와의 계약), 대처지지군 7개 

중재(대응능력강화, 임종간호, 유머, 자존심강화, 영적 지지, 지지집단, 

접촉), 환자 교육군 2개 중재(처방된 약물에 대한 교육, 교육: 절차/치료), 

정신적 안위증진군 4개 중재(주의분산, 명상증진, 단순상상화지도, 단순 

이완요법), ‘안전’영역에서 위험관리군의 1개군 2개 중재(감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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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건강체계’ 영역에서의 3개군 11개 중재로써 건강체계 조정군 3개 

중재(의사결정지지, 퇴원계획, 보험위임), 건강체계 관리군 4개 중재 

(약물통제 및 점검, 의사의 지지, 제품평가, 질 감시), 정보 관리군 4개 

중재(건강정보교환, 다분야건강관리 협의회, 의뢰, 연구자료수집), 

‘지역사회’영역에서의 지역사회 건강증진군의 1개군 2개 중재(건강교육, 

건강정책모니터링)였고 ‘가족’영역은 없었다(McCloskey & Bulechek, 

2000). 

미국 동통관리간호사회 핵심간호중재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생리적: 

기본’영역에서 영양지지군의 1개군 1개 중재(영양상담), ‘생리적: 

복합’영역에서 투약관리군의 1개군 3개 중재(투약, 투약: 구강, 투약관리), 

‘행동’영역에서의 4개군 12개의 중재로써 행동치료군 1개 중재(행동수정), 

대처지지군 4개 중재(대응능력강화, 의사결정지지, 정서지지, 함께 있기), 

환자교육군 6개 중재(건강교육, 교육: 질병과정, 교육: 개인, 교육: 

처방식이, 처방된 약물에 대한 교육, 교육: 절차/치료), 정신적 안위증진군 

1개 중재(불안감소), ‘안전’영역에서의 2개군 5개 중재로써 위기관리군 

1개 중재(우선순위결정: 응급실), 위험관리군 4개 중재(건강상태판별, 

면역/예방주사, 위험규명, 활력증상 감시), ‘건강체계’영역에서의 3개군 

8개의 중재로써 건강체계 조정군 1개 중재(건강체계안내), 건강체계 관리군 

5개 중재(침상에서의 임상검사, 위임, 검사 시 보조, 의사의 지지, 직원 

관리), 정보 관리군 2개 중재(기록, 의뢰)였고 ‘지역사회’영역, ‘가족’ 

영역은 없었다(McCloskey & Bulechek, 2000). 

연구를 살펴보면, NIC 를 적용하여 순환계 간호진단 4가지에 관련된 

간호중재분류체계의 간호중재 목록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간호 

용어를 표준화한 연구(Cullen, 1992)가 있고, 현장에서 간호사가 336개의 

NIC 간호중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McCloskey & Bulechek, 

1994)가 있으며, 수술장에서 수술 전 후 간호의 표준화된 언어를 설정하기 

위해 NIC 이 수술장 간호로 타당한지를 연구하여 적용 가능함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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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었다(Steelman, 1994). 또한, 장기간호시설에서 간호사들이 NIC 를 

사용함으로써 간호제공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Daly, 

1994). 공립학교에서 NIC 를 이용하여 간호활동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Sigsby & Cambell, 1995). 그리고, 심혈관계 단위에서 NIC 를 적용하여 

조사한 연구(Robbin, 1997), 특수분야에서 핵심 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McCloskey & Bulechek 1997), 특수분야에서 핵심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McCloskey & Bulechek, 1998)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간호 

중재분류의 유용성을 말해주고 있다(이윤영, 2000). 

우리나라의 NIC 관련 연구의 NIC 의 336개의 간호중재 목록을 가지고 

국내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간호중재 사용의 실태조사(Yom, 1995)를 

발표하였고 심혈관계 중환자실에서 433개의 NIC 목록을 이용한 사용빈도 

조사로서 전문영역으로서의 간호중재분류의 적용성을 조사한 것과(김문숙, 

1997) 성인간호단위에서의 간호중재 목록의 종류와 빈도조사(손행미, 1998). 

중환자실에서의 간호중재 분석(김수진, 1997). 내, 외과계 중환자실에서의 

간호중재 분석(류은정 등, 1998), 일반 병동간호사와 한방 병동간호사의 

중재수행 비교연구(염영희, 1999), 병원간호사 중심의 중재수행연구(염영희, 

1999), 성인간호단위 간호사의 간호중재 분석(노미경, 1998), NIC 

간호중재분류체계를 이용한 회복실 핵심간호중재분석(이윤영, 2000), 수술 

직후 환자에게 수행된 회복실 간호중재분석(박영례 등, 2002) 등이 있었다. 

 

 

2. 회복실 간호중재 

 

2.1 회복실 간호 

 

회복실은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집중적인 간호를 받는 곳으로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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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여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한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생리 장애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어 

병실로 옮겨갈 때까지 환자를 각성시키고 감시하며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장계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기능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대한마취과학회, 1998).  

회복실에서는 수술 직후 동안에도 환자 요구에 집중적인 간호를 

제공하면서 수술 후의 치료를 신속히 하며(윤혜상, 1993)수술 후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회복실 간호사는 보통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약 1시간 

동안 회복실에 머물게 되는데(장, 1997)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위를 위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며 호흡기능, 심폐기능, 

수분과 전해질의 유지를 위해 세심한 관찰과 간호를 해야 한다(Edwina, 

1983). 기술적이며 생각과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좋은 수술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고도의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해야 하고 반드시 마취 후 환자의 특별한 

요구에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장민자, 1997). 

회복실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이(1987)는 회복실 간호사의 역할을 합병증 

예방 및 관찰 간호, 상태조절 간호, 안위환경 간호, 심리적 간호, 생명기구 

활용과 이해의 간호, 검사물에 따른 간호, 부수적인 간호, 회복판정 간호, 

치료적 간호, 안전 간호의 10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장(1997)은 수술 

후 환자 간호 영역을 정맥 및 수혈요법 간호, 호흡기능 유지 간호, 

감염관리, 안위 및 안전 간호, 퇴실 관련 간호, 입실 준비간호, 환자 사정 

및 감시의 7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박영례 등, 2002).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를 위해 중재를 수행하지만 간호중재를 기술하는 

표준화된 용어가 부족하여 특별한 문제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데 혼란을 가져왔고 간호와 연관된 결과를 

측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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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간호사들이 환자간호에 기여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박영례 등, 2002). 

 

2.1 회복실 간호중재 

 

회복실 간호중재는 마취 하에 수술 받은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병실로 퇴실하기까지 환자의 회복증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간호중재를 말한다(Hatfield, A & Tronson, M., 1992; 간호학 대사전, 

1995; 이순우, 1987). 

회복실 간호가 수술 직후 간호로써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복실에서 수행되는 간호중재는 기초적인 분류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윤영, 2000). 

수술 및 회복실과 관련된 연구로는 Steelman, McCloskey와 Bule 

chek(1994)이 수술장에서 수술 전후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미국 마취간호사협회와 미국 당일수술학회, 미국 동통관리 

간호사회의 연구가 있다. 국내 연구는 일차로 개발된 336개의 

간호중재목록의 국내사용에 대한 실태(YOM, 1995), 433개의 NIC목록을 

이용하여 심혈관계 중환자간호 전문영역에서의 간호중재빈도(김, 1997), 

임상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중재 수행빈도(손 등, 1998), 성인간호단위 

간호사의 간호중재분석(노, 1999) 등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회복실 

간호중재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2000)의 NIC간호중재분류체계를 이용한 

회복실 핵심간호중재분석이 있는데 486개의 간호중재 중 회복실 

핵심간호중재로 112개의 간호중재를 제시하였다. 이는 회복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보고 형식의 조사연구로 수술 전, 중, 후 간호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박영례 등(2002)의 수술직후 환자에게 수행된 회복실간호중재 

분석이 있는데 McCloskey & Bulechek(1996)의 486개 간호중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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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2000)의 112개 중재 중 수술 전 간호 1개와 수술 중 간호 8개를 

제외한 103개의 간호중재를 목록화하여 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수행 

빈도를 직접 관찰하였다.  

NIC 는 임상실무에 기초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간호중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적용이 가능하고 간호현장에서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NIC 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표준화된 용어의 개발, 간호 지식체의 확장 및 

간호교육에 활용해야 하겠다(박영례 등, 2002). 또한 특수전문분야이면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환자간호연구에 있어 미흡하게 이루어진 회복실 

영역의 간호중재를 분석함으로써 간호중재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불어 전산 간호기록 및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토콜개발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여 회복실 간호업무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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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중재분류(NIC)를 이용한 checklist로 회복실에서 사용되는 

간호중재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대상자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표출법을 통하여 선정된 서울 시내에 소재한 

758병상 규모의 연간 10,000명을 수술하는 Y대학병원 회복실에서 연 2%에 

해당하는 수술직후 환자에게 수행된 간호중재를 환자별로 작성한 총 30부의 

조사지로 각각 수술대상자 5인에게 수행된 간호중재내용을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의 4그룹 환자들에게 조사하였다. 각 과별 

수술환자의 연 2%에 해당하는 전신마취수술환자수는 흉부외과 10명, 

신경외과 30명, 일반외과 44명, 정형외과 66명으로 총 150명을 선정하였다. 

2005년도에 전신마취와 부위마취는 9 : 1.2의 비율이어서, 전신마취수술 

환자의 연 2%에 해당하는 총 마취건수 150명 중 부위마취로 일반외과 3명, 

정형외과 19명의 환자를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간호중재분류체계(NIC)는 Iowa 대학에서 연구된 것으로 1989년에 개발된 

이후 2000년에 3차 수정, 개발하여 발표된 486개의 간호중재목록으로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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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영역(domain) 아래 30개의 하부체계(class)에 따라 간호중재군으로 

분류되어 있다(McCloskey & Bulechek, 2000).  

본 연구에서는 최순희 등(2003)이 번안한 간호중재분류체계(NIC) 486개 

중재 중에서 회복기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중재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마취과 의사 및 간호대학교수, 수간호사, 회복실 근무경력 5년 이상에 학사 

또는 석사 학력 소지자인 책임간호사로 구성된 9명의 전문인 그룹(panel 

group)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조사를 하였다. 

이윤영(2001)이 사용한 112개의 간호중재목록 중 수술 전·중 간호 8개를 

제외한 104개 목록을 포함하여 1차 조사지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간호중재목록 22개를 추출하여 추가하였다.  

전문인 그룹(panel group)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간호중재목록 126개를 2차 조사지를 통해 동의율과 4점 Likert 척도(4. 

하루에 여러 번 행한다. 3. 거의 하루에 한 번 행한다. 2.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행한다. 1. 거의 한 달에 한 번 행한다.)를 사용하여 빈도조사를 

하였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103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103개의 간호중재명을 가지고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신마취수술 후 회복실에 입실하는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환자에게 수행되는 회복실 간호중재의 내용과 빈도를 파악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수술 직 후 회복실에서 환자에게 실제로 수행된 간호중재를 

연구자를 비롯한 회복실 간호사 1명이 직접 관찰하여 조사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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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부호화 후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10.0k를 프로그래밍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간호중재별, 영역(Domain) 및 군 

(Class)별 간호중재는 총 빈도와 평균빈도와 빈도순위로 나타냈으며, 

진료과 및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는 총 빈도와 평균빈도 및 빈도순위, 

그리고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χ²- test 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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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환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150명의 환자 중 남자 79명 

(52.7%), 여자 71명(47.3%)으로 평균연령은 46.09세이었으며, 40~59세가 

58명(38.7%)으로 나타났다. 수술부위별로는 근골격계가 92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66명(44.0%), 일반외과 44명(29.3%), 

신경외과 30명(20.0%), 흉부외과 10명(6.7%) 순이었다. 마취종류는 전신 

마취가 129명(86.0%), 부위마취 21명(14.0%)이고 마취시간은 61~120분이 

48명(32.0%), 회복시간은 60분 이하가 89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환자의 일반적 특성                                       (N=150) 

특성 구분 대상자(명) 백분율(%) 

남 79 52.7 
성별 

여 71 47.3 

20세 미만 15 10.0 

20~39세 41 27.3 

40~59세 58 38.7 
연령 

60세 이상 36 24.0 

신경계 4 2.7 

호흡기계 10 6.7 

소화기계 31 20.7 

근골격계 92 61.3 

수술부위 

내분비계 1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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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10 

30 

44 

66 

6.7 

20.0 

29.3 

44.0 

전신마취 129 86.0 
마취종류 

부위마취 21 14.0 

60분 이하 12 8.0 

61~120분 48 32.0 

121~180분 34 22.7 

181~240분 21 14.0 

241~300분 21 14.0 

마취시간 

301분 이상 14 9.3 

60분 이하 89 59.3 
회복시간 

61분 이상 61 40.7 

 

 

2. 간호중재 및 영역별 수행정도 

 

2.1 간호중재별 수행정도 

 

전신마취수술 후 제공된 각 간호중재별 수행정도의 총 빈도와 평균빈도는 

<표 2-1>과 같다.  

가장 많이 수행된 간호중재는 활력증상 감시(7.8회)이었고, 그 다음은 

기록(4.573회),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2.947회), 기계기술 관리 

(1.287회)였으며, 체위, 이동, 환경관리: 안위도모, 수분/전해질 관리, 

마취 후 간호, 피부감시, 수액관리, 정맥주사 요법, 제한구역 설정, 환경 

관리, 안전에 대한 환경관리, 감시: 안전, 교대보고 등이 모두 1회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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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실 재실 동안 환자에게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간호중재는 저칼륨혈증, 

자가수혈, 인공기도삽입, 기계적 환기장치 제거, 출혈감소, 고혈량증관리, 

쇼크관리, 응급 간호, 인공소생술, 감염보호, 산후 간호, 알코올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 응급카트 조사, 사건보고서 등 14개로 나타났다.  

 

<표2-1> 간호중재별 수행정도                                           (N=150) 

간호중재명 
총 

빈도 

평균빈도 

(순위) 
간호중재명 

총 

빈도 

평균빈도 

(순위) 

활력증상 감시 1170 7.8(1) 
물리적 

흉곽요법 
18 0.12(29) 

기록 686 4.573(2) 욕창 예방 17 0.113(30)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442 2.947(3) 희망 주입 17 0.113(30) 

기계기술 관리 193 1.287(4) 검사 보조 17 0.113(30) 

체위 150 1(5) 의사 지원 16 0.107(31) 

이동 150 1(5) 
출혈감소: 

상처 
15 0.1(32) 

환경 관리: 

안위도모 
150 1(5) 부정맥 관리 13 0.087(33) 

수분 / 

전해질관리 
150 1(5) 

흉곽 내 

튜브간호 
12 0.08(34) 

마취 후 간호 150 1(5) 
혈액제제 

투여 
10 0.067(35) 

피부 감시 150 1(5) 오심 관리 8 0.053(36) 

수액관리 150 1(5) 신체상 강화 8 0.053(36) 

정맥주사 요법 150 1(5) 요정체 간호 7 0.047(37) 

제한구역 설정 150 1(5) 구토 관리 7 0.047(37) 

환경 관리 150 1(5) 요 배설 관리 6 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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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환경 관리 
150 1(5) 산 염기 관리 6 0.004(38) 

감시: 안전 150 1(5) 전해질 감시 6 0.004(38) 

교대 보고 150 1(5) 

자가간호 

보조:  

대소변 

5 0.033(39) 

침상안정 간호 146 0.973(6) 출혈 예방 5 0.033(39) 

산소 요법 146 0.973(6) 감염통제 5 0.033(39) 

기침 장려 109 0.727(7) 고혈당 관리 4 0.027(40) 

통증 관리 106 0.707(8) 기도 관리 4 0.027(40) 

함께 있기 106 0.707(8) 

순환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 

4 0.027(40) 

적극적 경청 99 0.66(9) 

침습적 

혈류동태  

감시 

4 0.027(40) 

진통제투여 98 0.653(10) 
혈관절개술: 

동맥혈 채취 
4 0.027(40) 

정서 지지 97 0.647(11) 
쇼크관리: 

혈량 
4 0.027(40) 

건강 교육 94 0.627(12) 저혈당 관리 3 0.02(41) 

안정감 강화 83 0.553(13) 의식진정 3 0.02(41) 

투약: 정맥 82 0.547(14) 
저혈량증 

관리 
3 0.02(41) 

체온조절 79 0.527(15) 
물리적 

억제법 
3 0.02(41) 

튜브 간호 78 0.52(16) 옷 입히기 2 0.013(42) 

접촉 77 0.513(17) 기도 흡인 2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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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감소 65 0.433(18) 인공기도관리 2 0.013(42) 

환자 자가조절 

진통제투여 

보조 

62 0.413(19) 흡입예방 2 0.013(42) 

요관 간호 53 0.353(20) 수액감시 2 0.013(42) 

투약 47 0.313(21) 간헐적 도뇨 1 0.007(43) 

말초신경의 

색전 간호 
40 0.267(22) 뇌관간호 1 0.007(43) 

눈 간호 39 0.26(23) 
기관 내 삽관 

제거 
1 0.007(43) 

낙상 방지 39 0.26(23) 기계적 환기 1 0.007(43) 

체위: 

신경학적 
36 0.24(24) 환기 보조 1 0.007(43) 

학습촉진 34 0.227(25) 
저체온증 

치료 
1 0.007(43) 

압박관리 28 0.187(25) 
수액을 통한 

인공소생법 
1 0.007(43) 

예비적 

감각정보 
25 0.167(26) 

정맥주사 

놓기 
1 0.007(43) 

마취제투여:  

척추강 내 
20 0.133(27) 

정맥 절개술: 

정맥혈 채취 
1 0.007(43) 

교육: 

절차/치료 
20 0.133(28) 알러지 관리 1 0.007(43) 

주의분산 20 0.133(28)    

 

2.2 영역(Domain)별 간호중재 

 

본 연구조사지에 수록된 간호중재 103개 중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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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는 14개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89개 중재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모두 5개의 영역이 사용되었다. 영역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간호중재는 

생리학적 복합영역(13.93회)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영역(12.12회), 건강 

체계영역(7.08회), 생리학적 기본영역(6.05회), 행위영역(4.97회) 순이 

었다. 

 

<표 2-2> 영역별 간호중재                                       (N=150) 

중재영역 총 빈도 환자 1인 평균 

생리학적 복합영역 2090 13.93 

안전영역 1818 12.12 

건강체계 영역 1062 7.08 

생리학적 기본영역 908 6.05 

행위영역 745 4.97 

 

 

3. 진료과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  

 

진료과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 수행정도는 <표 3>과 같다.  

생리학적 기본영역에서는 4개의 간호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부동관리군(446/2.97)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생리학적 복합영역에서는 

수술 전 후 간호군에서 마취 후 간호를 호흡관리군으로 포함시켜 7개의 

중재군이 수행되었고, 그 중 호흡관리군(890/5.93)이 가장 많았다. 간호 

중재별로는 호흡과 관련된 자료 감시(442/2.95), 산소 요법(146/0.97), 

기침장려(109/0.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영역에서는 4개의 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대응 보조군(388/2.59)이 가장 많았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의사소통 강화군(99/0.66)과 대응 보조군(388/2.59)을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572/3.81)으로 포함시켰다. 안전영역에서는 위험 관리군 

(1818/12.12)만 사용되었고, 간호중재별로는 활력증상 감시 (1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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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설정(150/1), 환경 관리(150/1), 안전에 대한 환경 관리(150/1), 

감시: 안전(150/1), 낙상 방지(0.2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체계 

영역에서는 2개의 중재군이 수행되었고, 그 중 정보 관리군(836/5.57)이 

가장 많았으며 간호중재로는 기록(686/4.57)이 가장 많았다. 

간호중재군의 빈도순위를 살펴보면, 위험 관리군(1818/12.12)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고, 그 뒤로 호흡 관리군(890/5.93), 정보 관리군(836/5.57),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572/3.81), 부동 관리군(446/2.97)의 순으로 나타 

났다.  

진료과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대상자는 10명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된 

간호중재군을 빈도순으로 보면, 전체 간호중재군 중 위험 관리군(169/16.9), 

호흡 관리군(94/9.4), 정보 관리군(71/7.1),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61/6.1), 

건강체계 관리군(44/4.4) 등의 상위 순위군과 함께 약물 관리군(41/4.1), 

환자 교육군(23/2.3)의 빈도수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흉부외과 대상자에게 집중관리가 요구 

되고 통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진통제투여 및 투약, 수술 후 

교육 등의 요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진료과에 비해 기계기술 

관리, 검사 보조의 빈도수가 높았고, 이에 반해 조직관류 관리군 (24/2.4), 

배설 관리군(2/0.2)은 빈도수가 낮았다. 

 신경외과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30명이었고, 간호중재군을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상위 순위 중 위험 관리군(404/13.47), 호흡 관리군(213/7.1), 

정보 관리군(192/6.4) 등이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높았고, 자가간호 

촉진군(46/1.53), 전해질과 산-염기관리군(35/1.67), 신경계관리군(27/0.9), 

배설 관리군(22/0.73)의 빈도가 높았으며, 체온조절군(6/0.2)의 빈도는 

낮았다. 이는 신경외과 대상자에게 요관 및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 중 복와위(Prone position)를 유지하는 Spine 수술이 대부분 

을 차지해 그에 따른 눈 간호 등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일반외과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44명이었고, 간호중재군의 상위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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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진료과와 다르지 않았으나 신체 안위 증진군(67/1.52), 약물 관리군 

(53/1.20), 환자 교육군(33/0.75)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 환자의 통증을 

비롯한 불편감에 대한 요구가 적었고 따라서 교육에 대한 중재도 함께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정형외과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66명이었고, 간호중재군의 상위 

순위에서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정보 관리군(355/5.38)과 호흡 

관리군(351/5.32)의 순위가 근소한 차이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형외과 대상자에 부위마취 환자 1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호흡관리군의 

빈도에 영향을 끼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부/상처 관리군 

(104/1.58)의 빈도수는 비교적 높아 압박관리 및 욕창예방 등의 중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진료과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test 를 

한 결과, 부동 관리(p =.019), 신체 안위 증진(p =.004), 자가간호 촉진(p 

=.002), 호흡 관리(p =.001), 피부/상처 관리(p =.000), 조직관류 관리(p 

=.000), 심리적인 안위 증진(p =.016), 위험 관리(p =.002), 건강체계 

관리(p =.000), 정보 관리(p =.007)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진료과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                             (n=150)  

흉부 

외과 

(n=10) 

신경 

외과 

(n=30)

일반 

외과 

(n=44) 

정형 

외과 

(n=66) 

      

간호

중재 

영역 

                    

진료과 

중재군 

총빈도/평균빈도 

(순위) 

총 빈도/ 평균빈도 

(순위) 

  χ² 

1. 배설 관리  

67/0.45(15) 

2/0.2 

(13) 

22/0.7

3(15) 

17/0.39 

(13) 

26/0.39 

(15) 
7.156 

2. 부동 관리  

446/2.97(5) 

30/3 

(7) 

90/3 

(5) 

128/2.91

(5) 

198/3 

(5) 
9.900* 

생리

학적

: 

기본 

3. 신체 안위 증진  

271/1.81(8) 

24/2.4 

(8) 

61/2.0

3(8) 

67/1.52 

(7) 

119/1.80

(8) 

3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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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간호 촉진 

124/0.83(13) 

6/0.6 

(11) 

46/1.5

3(9) 

28/0.64 

(12) 

44/0.67 

(13) 

20.697

* 

5. 전해질과 산-

염기관리 169/1.13(12) 

12/1.2 

(10) 

35/1.6

7(12) 

46/1.05 

(9) 

76/1.15 

(12) 
12.929 

6. 약물 관리 

312/2.08(7) 

41/4.1 

(6) 

80/2.6

7(7) 

53/1.20 

(8) 

138/2.09

(7) 
34.125 

7. 신경계 관리 

37/0.25(16) 

0/0 

(14) 

27/0.9

(14) 

0/0 

(14) 

10/0.15 

(16) 
. 

8. 호흡 관리 

890/5.93(2) 

94/9.4 

(2) 

213/7.

1(2) 

232/5.27(

2) 

351/5.32

(3) 

74.279

* 

9. 피부/상처 관리 

195/1.3(10) 

12/1.2 

(10) 

33/1.1

(13) 

46/1.05 

(9) 

104/1.58

(9) 

30.240

* 

10. 체온조절 

80/0.53(14) 

4/0.4 

(12) 

6/0.2 

(16) 

30/0.68 

(11) 

40/0.61 

(14) 
12.014 

생리

학적

: 

복합

적 

11. 조직관류 관리 

407/2.71(6) 

24/2.4 

(8) 

86/2.8

7(6) 

126/2.86(

6) 

171/2.59

(6) 

56.883

* 

12. 환자 교육 

173/1.15(11) 

23/2.3 

(9) 

37/1.2

3(10) 

33/0.75 

(10) 

80/1.21 

(11) 
16.004 

행위 
13. 심리적인 안위증진 

572/3.81(4) 

61/6.1 

(4) 

120/4 

(4) 

157/3.57(

4) 

234/3.55

(4) 

37.091

* 

안전 
14. 위험 관리 

1818/12.12(1) 

169/16.

9(1) 

404/13

.47(1)

489/11.11

(1) 

756/11.4

5(1) 

80.266

* 

15. 건강체계 관리 

226/1.51(9) 

44/4.4 

(5) 

36/1.2

(11) 

53/1.20 

(8) 

93/1.41 

(10) 

116.58

6* 건강

체계 16. 정보 관리 

836/5.57(3) 

71/7.1 

(3) 

192/6.

4(3) 

218/4.95(

3) 

355/5.38

(2) 

44.21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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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60분 이하가 

89명(59.3%), 61분 이상이 61명(40.7%)을 차지했다.  

생리학적 기본영역의 배설 관리군에서 60분 이하(27/0.3)보다 61분 

이상(40/0.66)에서 간호중재 빈도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요관 

삽입이 필요한 수술을 했거나 수술시간이 길어 요관을 삽입한 환자에게서 

회복실 재실시간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요관 간호중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신체 안위 증진군에서도 회복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간호중재빈도가 

증가했다. 

생리학적 복합영역의 약물 관리군에서는 60분 이하(125/1.40)보다 61분 

이상(187/3.07)에서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회복실 재실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통증 및 투약에 대한 요구 및 중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호흡 관리군에서도 60분 이하(437/4.91)보다 61분 이상(453/7.43)에서 중재 

빈도수가 증가해서 회복실 재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 후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및 전신마취 후 호흡 관련 간호중재가 함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행위영역의 환자 교육군에서 60분 이하(80/0.90)보다 61분 이상(93/1.52) 

에서 간호중재 빈도수가 증가했고,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에서도 60분 

이하(286/3.21)보다 61분 이상(286/4.69)에서 중재 빈도수가 증가했다. 

안전 영역의 위험 관리군에서도 60분 이하(892/10.02)보다 61분 이상 

(926/15.18)에서 빈도수가 증가해서 회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 

이면서도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력증상 감시와 안전과 

관련된 환경 관리의 간호중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건강체계영역의 건강체계 관리군에서는 60분 이하(112/1.26)보다 61분 

이상(114/1.87)에서 간호중재가 늘어나 회복실 재실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계기술 관리 등의 빈도가 늘었고, 정보 관리군에서도 60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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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81)보다 61분 이상(408/6.69)에서 늘어 회복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록 등의 중재 빈도수가 함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test 

를 한 결과, 부동 관리(p =.014), 신체 안위 증진(p =.007), 약물 관리(p 

=.024), 호흡 관리(p =.000), 피부/상처 관리(p =.023), 조직관류 관리(p 

=.007), 위험 관리(p =.000), 건강체계 관리(p =.016), 정보 관리(p =.000)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4>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                           (n=150) 

60분 이하 

(n=89) 

61분 이상 

(n=61) 

 

간호

중재 

영역 

                    회복시간 

중재군 

총 빈도/평균빈도 

(순위) 

총 빈도/ 평균빈도(순위) 
χ² 

1. 배설 관리 67/0.45(15) 27/0.3(15) 40/0.66(14) .770 

2. 부동 관리 446/2.97(5) 267/3(5) 179/2.93(7) 5.996* 

3. 신체 안위 증진 

271/1.81(8) 
138/1.55(7) 133/2.18(8) 15.943* 

생리

학적

: 

기본 4. 자가간호 촉진 

124/0.83(13) 
65/0.73(13) 59/0.97(13) .194 

5. 전해질과 산-염기관리 

169/1.13(12) 
93/1.04(11) 76/1.25(12) 5.271 

6. 약물 관리 312/2.08(7) 125/1.40(8) 187/3.07(6) 19.157* 

7. 신경계 관리 37/0.25(16) 20/0.22(16) 17/0.28(16) . 

8. 호흡 관리 890/5.93(2) 437/4.91(2) 453/7.43(2) 43.504* 

9. 피부/상처 관리 

195/1.3(10) 
108/1.21(10) 87/1.43(11) 7.567* 

10. 체온조절 80/0.53(14) 49/0.55(14) 31/0.51(15) 2.563 

생리

학적

: 

복합

적 

11. 조직관류 관리 215/2.42(6) 192/3.15(5) 1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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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71(6) 

12. 환자 교육 173/1.15(11) 80/0.90(12) 93/1.52(10) 5.830 

행위 13. 심리적인 안위 증진 

 572/3.81(4) 
286/3.21(4) 286/4.69(4) 5.908 

안전 14. 위험 관리 1818/12.12(1) 892/10.02(1)
926/15.18 

(1) 

126.918

* 

15. 건강체계 관리 

 226/1.51(9) 
112/1.26(9) 114/1.87(9) 15.615* 건강

체계 
16. 정보 관리 836/5.57(3) 428/4.81(3) 408/6.69(3) 50.25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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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McCloskey 와 Bulechek 의 간호중재분류체계(NIC)을 이용하여 

일 대학병원 회복실 간호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중재를 분석했다.  

  회복실 간호중재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영역은 생리학적 복합영역, 

안전영역, 건강체계 영역, 생리학적 기본영역, 행위영역 순이었다. 가족과 

지역사회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간호중재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 마취간호사협회와 미국 동통관리간호사회의 핵심간호중재 연구와 

일치한다(McCloskey & Bulechek, 2000). 본 연구에서는 가족영역에서 가능 

한 출산 간호는 산부인과 대상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중재에서 누락 

되었음을 감안해야겠다. 

생리학적 복합영역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중재영역으로 나타나 수술 후 

회복증진과 합병증 예방에 중점을 두는 회복실 간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수술 전 후 간호군에서 마취 후 간호를 호흡관리군으로 포함시켜 

7개의 중재군이 수행되었는데 그 중 호흡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간호중재별로는 호흡과 관련된 자료 감시, 산소 요법, 기침 장려 등으로 

확인되어 전신마취 후 집중간호단위로서 회복실에서의 호흡기 간호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Yom, 1995; 김문숙, 1997; 김수진, 1997; 류은정 등, 

1998). 다음으로 안전영역에서는 위험 관리군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수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 

이었으며, 간호중재별로 보면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활력증상 감시가 가장 많았고, 제한구역 설정, 환경 관리, 안전에 

대한 환경 관리, 감시: 안전, 낙상 방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체계 

영역에서는 2개의 중재군이 수행되었고 그 중 정보 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간호중재로는 기록이 가장 많았는데, 빈번하게 수행하는 간호 

중재를 코드화하여 간호중재를 쉽고 빠르게 기록함으로써 간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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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건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생리학적 기본영역에서는 4개의 간호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부동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행위영역에서는 4개의 

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대응 보조군이 가장 많아 수술 후 불안을 

경험하는 회복실 환자에 있어서 신체적 측면의 간호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측면의 간호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회복실 재실 동안 환자에게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간호중재는 저칼륨혈증, 

자가수혈, 인공기도삽입, 기계적 환기장치 제거, 출혈감소, 고혈량증관리, 

쇼크관리, 응급 간호, 인공소생술, 감염보호, 산후 간호, 알콜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 응급카트 조사, 사건보고서 등 14개로 나타났는데, 저칼륨 

혈증, 자가수혈, 인공기도삽입, 고혈량증관리, 응급 간호, 인공소생술, 

감염보호중재는 연구기간 동안 사례가 없었고, 기계적 환기장치를 유지한 

경우는 있으나 환기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례가 없었다. 출혈감소 및 쇼크관리의 간호중재는 출혈감소: 

상처와 쇼크관리: 혈량으로 측정되어 전혀 수행하지 않은 중재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후 간호는 산부인과 대상자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없었고, 알콜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 응급카트 조사는 환자 

에게 사용된 중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간호사들이 매일 3회 이상 점검 후 

인수인계하는 항목이며, 사건보고서는 특정 사건발생시 간호사가 보고하는 

항목임을 감안해야겠다. 

진료과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간호중재군을 

빈도 순으로 나타냈을 때 전체 간호중재군 중 위험 관리군, 호흡 관리군, 

정보 관리군,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건강체계 관리군 등의 상위 순위군과 

함께 약물 관리군, 환자 교육군의 빈도수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흉부외과 대상자에게 집중 

관리가 요구되고 통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진통제투여 및 투약, 

수술 후 교육 등의 요구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외과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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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군을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상위 순위 중 위험 관리군, 호흡 

관리군, 정보 관리군 등이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높았고, 자가간호 

촉진군, 전해질과 산-염기관리군, 신경계 관리군, 배설 관리군의 빈도가 

높았으며, 체온조절군의 빈도는 낮았다. 이는 신경외과 대상자에게 요관 및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 중 복와위(Prone position)를 

유지하는 Spine 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해 그에 따른 눈 간호 등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일반외과 대상자의 간호중재군 상위 순위는 다른 진료과와 

다르지 않았으나 신체 안위 증진군, 약물 관리군, 환자 교육군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 환자의 통증을 비롯한 불편감에 대한 요구가 적었고 따라서 

교육에 대한 중재도 함께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정형외과 대상자의 간호 

중재군 상위 순위에서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정보 관리군과 호흡 

관리군의 순위가 근소한 차이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형외과 

대상자에 부위마취 환자 1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호흡관리군의 빈도에 

영향을 끼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부/상처 관리군의 빈도수는 

비교적 높아 압박관리 및 욕창예방 등의 중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진료과에 따른 군별 간호중재 결과에서 상위 순위가 4개 진료과에서 거의 

동일함을 볼 때 우선순위에서는 진료과별 차이보다는 전신마취 후 회복 

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간호중재가 우선시됨을 알 수 있다.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생리학적 기본영역의 

배설 관리군, 신체 안위 증진군, 생리학적 복합영역의 약물 관리군, 호흡 

관리군, 행위영역의 환자 교육군,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안전 영역의 위험 

관리군, 건강체계영역의 건강체계 관리군, 정보 관리군 등에서 모두 60분 

이하보다 61분 이상에서 간호중재 빈도수가 현저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만으로 각 중재군과 회복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원인 

과 결과로 단정지어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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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McCloskey 와 Bulechek 의 간호중재분류체계(NIC)을 이용하여 

일 대학병원 회복실간호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중재를 분석했다. 

간호중재목록의 범위가 NIC 의 간호중재분류에서 제시한 내용에 국한 

되어있다는 점과 NIC 중에서 전문인그룹이 선택한 간호중재목록만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중재를 선별하려 하였으나 전문인 

그룹이 전체 의견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간호중재의 

누락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개 대학병원 회복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이용해서 중재분석을 하는 동안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더욱이 중재가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각 대상자마다 간호중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여건을 감안했을 때 인력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충분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특히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환자 교육군, 자가간호 촉진군 등)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경계 관리의 경우엔 대부분의 개두술 환자가 

회복실을 경유하지 않고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바로 가기 때문에 Spine 

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빈도수에 영향을 주었다. 체온조절군의 경우에도 

낮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료수집기간이 냉난방조절이 적어서 

실내온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요구가 

적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간호중재 또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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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cCloskey 와 Bulechek(2000)의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이용한 간호중재 조사지를 통해 수술 후 환자에게 실제로 수행되는 간호 

중재의 내용과 빈도, 진료과별 및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최순희 등(2003)이 번안한 간호중재분류체계(NIC) 486개 중재 중에서 

회복기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중재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문인 그룹 

(panel group)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조사를 

하였다. 이윤영(2001)이 사용한 112개의 간호중재목록 중 수술 전·중 간호 

8개를 제외한 104개 목록을 포함하여 1차 조사지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간호중재목록 22개를 추출하여 추가하였다. 전문인 그룹(panel 

group)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간호중재목록 

126개를 2차 조사지를 통해 동의율과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빈도조사를 하였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103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서울 

시내에 소재한 Y대학병원의 회복실에 입실한 전신마취수술환자 150명, 즉 

연 2%에 해당하는 흉부외과 10명, 신경외과 30명, 일반외과 44명, 정형외과 

66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간호사 1명이 추출된 103개의 간호중재명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된 간호중재를 직접 관찰하여 간호중재 조사지에 

기록하였고,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이었다.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SPSS 

10.0K/PC Program 을 이용 하여 간호중재를 비롯해 진료과 및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는 총 빈도와 평균빈도와 빈도순위로 나타냈고, 진료과 및 

회복시간에 따른 간호중재는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χ²- test 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중재별로 가장 많이 수행된 간호중재는 활력증상 감시이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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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록,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기계기술 관리였으며, 체위, 

이동, 환경관리: 안위도모, 수분/전해질 관리, 마취 후 간호, 피부감시, 

수액관리, 정맥주사 요법, 제한구역 설정, 환경관리, 안전에 대한 환경 

관리, 감시: 안전, 교대보고 등의 순이었다. 영역별로는 생리학적 

복합영역의 간호중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안전영역, 

건강체계 영역, 생리학적 기본영역, 행위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2. 생리학적 복합영역에서는 호흡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간호중재별로는 호흡과 관련된 자료 감시, 산소 요법, 기침 장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영역에서는 위험 관리군만 사용되었고, 

간호중재별로는 활력증상 감시가 가장 많았으며 제한구역 설정, 환경 

관리, 안전에 대한 환경 관리, 감시: 안전, 낙상 방지 등이 뒤를 이 

었다. 건강체계 영역에서는 정보 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간호중재로는 기록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생리학적 기본영역 

에서는 4개의 간호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부동관리군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행위영역에서는 4개의 중재군이 모두 수행되었고 

그 중 대응 보조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료과별로 빈번하게 수행되는 간호중재는 거의 비슷하게 수행되어 

빈도순위가 상위 1위에서 3위까지는 동일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간호중재군을 빈도순으로 보면 

전체 간호중재군 중 위험 관리군, 호흡 관리군, 정보 관리군,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건강체계 관리군 등의 상위 순위군과 함께 약물 관리군, 

환자 교육군의 빈도수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진료과에 비해 기계기술 관리, 검사 보조의 빈도수가 높았고, 

이에 반해 조직관류 관리군, 배설 관리군은 빈도수가 낮았다. 신경외과 

대상자의 간호중재군을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상위 순위 중 위험 

관리군, 호흡 관리군, 정보 관리군 등이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높았고, 자가간호 촉진군, 전해질과 산-염기관리군, 신경계 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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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관리군의 빈도가 높았으며, 체온조절군의 빈도는 낮았다. 

일반외과 대상자의 간호중재군 상위 순위는 다른 진료과와 다르지 

않았으나 신체 안위 증진군, 약물 관리군, 환자 교육군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났다. 정형외과 대상자는 간호중재군 상위 순위에서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정보 관리군과 호흡 관리군의 순위가 근소한 

차이로 바뀌었으며, 피부/상처 관리군의 빈도수는 비교적 높아 

압박관리 및 욕창예방 등의 중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진료과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test 를 한 결과, 

부동 관리, 신체 안위 증진, 자가간호 촉진, 호흡 관리, 피부/상처 

관리, 조직관류 관리, 심리적인 안위 증진, 위험 관리, 건강체계 관리, 

정보 관리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생리학적 기본 

영역의 배설 관리군, 신체 안위 증진군, 생리학적 복합영역의 약물 

관리군과 호흡 관리군, 행위영역의 환자 교육군, 심리적인 안위 증진군, 

안전 영역의 위험 관리군, 건강체계영역의 건강체계 관리군, 정보 

관리군 등에서 회복시간 60분 이하보다 61분 이상에서 간호중재 

빈도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회복시간에 따른 군(Class)별 간호중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 test 를 한 결과, 부동 관리, 신체 안위 

증진, 약물 관리, 호흡 관리, 피부/상처 관리, 조직관류 관리, 위험 

관리, 건강체계 관리, 정보 관리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회복실에서 수행된 간호중재는, 전신마취에서 회복되어 활력징후가 안정 

되며 마취 및 수술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 및 수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와 수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간호,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거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계적 장치나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기계기술 관리, 정보관리인 간호기록, 

수술 직후 환자의 정서적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간호가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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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러한 회복실 간호중재를 표준화하고 구체화하며 더욱 

발전시켜 회복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간호정보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여 직접 간호 

시간을 증가시킴으로 회복실 간호과학화를 향해 도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회복실 간호중재의 내용 및 빈도, 특히 진료과별 간호중재의 빈도차이 

결과를 이용해서 신규 간호사의 회복실 실무 교육 프로토콜 개발을 

제언한다. 

2. 간호중재 내용 및 빈도를 바탕으로 회복실에서 부족한 간호중재의 보완 

과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3. 회복실 간호중재를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4. 간호중재별 회복시간의 차이규명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의 간호중재 내용 및 빈도를 토대로 회복실 실무에 맞는 전산 

간호기록 개발을 제언한다. 

 

 

 

 

 

 

 

 

 

 

 



 - 41 -

참 고 문 헌 

 

 

김문숙(1997). 심혈관계 중환자에서 간호중재 빈도에 대한 조사 –Iowa 

대학의 NIC이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학위논문. 

김수진(1997).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이용한 중환자 간호중재 분석.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미(1999). 마취간호사의 역할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등(2002). 회복실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9(1), 86-100. 

김조자(1997). 간호진단과 간호중재의 분류. 연세교육과학, 제 45집, 3월, 

95-114. 

김조자, 박지원(1987). 직접간호 활동 분석을 기초로 한 환자분류체계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7(1), 9-22. 

김조자, 이종경(1997).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연계를 위한 일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3), 353-365. 

김조자, 최애규, 김기란, 송희영(1996). 간호진단과 중재분류에 관한 

조사연구(가정간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1), 72-83. 

김종숙(1989), 마취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미경(1998). 성인 간호 단위의 간호중재 분석.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대한 간호 학회(1995). 간호학 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대한마취과학회 교과서편집위원회(1998). 마취과학(개정3판). 서울: 여문각. 

류은정, 최경숙, 권영미, 주숙남, 윤숙례, 최화숙, 권성복, 이정희, 김복자, 



 - 42 -

김형애, 안옥희, 노은선, 박경숙(1998). 간호중재분류체계 

(NIC)를 이용한 내·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중재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8(2), 457-467. 

문현숙(1998). 회복실 간호사가 지각한 자율성과 업무스트레스, 건강상태 

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미(1999). 간호중재 분류체계(NIC)를 이용한 내·외과 병동의 간호중재 

사용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례 등(2002) 수술직후 환자에게 수행된 회복실 간호중재분석. 

중앙간호논문집, 제 6권 제2호. 

박정순(1994). 마취간호사의 역할수행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옥(2001). 마취ㆍ회복실 간호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간호활동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호(1988). 한국형 진단명 기준 환자군(K-DRG) 분류를 이용한 입원 

환자의 간호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호, 황보수자, 이은숙(1992).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의 규명 

연구. 대한간호, 22(2), 185-206. 

박현애, 김정은(1998). 간호진단, 간호중재 및 환자결과에 대한 분류체계의 

비교 분석. 간호학 논문집, 12(1), 15-31. 

서문자(1996). 간호진단과 간호중재의 재조명. 성인간호학회 하계 학술 

세미나. 

서문자(1996). 국내 성인 간호중재 연구 현황과 내용 분석. 서울대학교 

논문집. 10(2), 123-147. 

―(1997). 국내 간호중재 연구의 최근 경향. 서울대 간호대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발표, 70-81. 

손행미, 황지인, 김숙영, 박승미, 서문자, 김금순(1998). 간호중재 



 - 43 -

분류체계(NIC)에 의한 임상간호사의 간호중재 수행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논문집, 12(1), 75-96. 

염영희(1999). 간호중재분류(NIC)에 근거한 간호중재 수행 분석Ⅰ(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2), 346-359. 

염영희, 김성실, 김인숙, 박원숙, 김은주(1999). 간호중재분류(NIC)에 근거 

한 간호중재 수행분석 (Ⅱ); 한방 병동과 일반 병동 간호사 

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4), 802-816. 

염영희, 김소인(1999). 간호결과분류. 서울: 현문사. 

유형숙(2001). 복부수술환자의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 연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혜상(2000). 수술실 환자간호. 서울: 청구문화사. 

이민경(2003). 회복실 환자의 간호진단, 간호결과, 간호중재 연계 프로토콜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순선(1995). 수술실과 회복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순우(1987). 회복실 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신, 박정호(1992). 간호업무량 측정 및 간호인력 수요 산정. 

대한간호학회지, 22(4), 589-603. 

이윤영(2000). NIC 간호중재분류체계를 이용한 회복실 핵심간호중재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1998). 간호·의료연구와 통계분석(제3판). 서울: 

수문사 

이현정(2005). 회복실 간호사의 환자간호요구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민자(1996). 회복실 간호사의 수술 후 환자간호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

지성애(1994). 간호의 본질과 간호사의 삶의 양식. 간호행정학회지, 1(2), 

285-324. 

최경숙(1976). 회복실의 간호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희 등(2003). (표준화된) 간호진단 중재 및 결과 분류. 정문각. 

하영수(1993). 간호업무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Ⅰ). 간호중재의 개념화와 

범주화. 간호과학. 제 5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소.  

하영수(1995). 간호업무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Ⅱ). 간호과학. 제 7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연구소, 5-17. 

Beal, J. M. (1962). Manual of Recovery Room Care. New York: The 

Macimillan Co..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Power and excellence in                 

nursing practic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Bulechek, G. M., & McCloskey, J. C. (1992). Nursing diagnosis, 

interventions and outcomes. In Bulechek, G. M., 

McCloskey, J. C(eds). Nursing Intervention: essential 

nursing treatments(2nd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enen, A. (1997). Mapping nursing interventions from a hospital 

information system to the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NIC). Nursing Diagnosis. 8(4), October- 

December, 145-151. 

Cullen, L. (1992). Interventions related to circulatory car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n. 27(2), 445-476. 

Daly, J. M., McCloskey, J. C. & Bulechek, G. M. (1994). NIC use in 

long term care. Geriatric Nursing. 15(1), 41-46. 

Davis, K. A. (1995). AIDS nursing care and standardized nursing 



 - 45 -

language: an application of the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Journal of Association   Nurses of AIDS 

care. 6(6), 37-44. 

Drain, C. B. (1994). The Postanesthesia Care Unit: A Critical Care 

Approach to Post Anesthesia Nursing. 3rd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 

Edwina, A. M. (1983). After surgery. Nursing. 13(3), 8-14. 

Eisenhauer, L. A. (1994). A typology of nursing therapeutics. Image. 

26, 261-264. 

Gorden (1987). Nursing Diagnosis(2nd ed), New York : McGrow-Hill. 

Hatfield, A. & Tronson, M. (1992). The Complete Recovery Room Boo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CN (199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ICN).(1993). Nursing’s next advance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Geneva, Switzerland: Author. 

Keenan, G. M. (1999). Use of standardized nursing language will make                    

nursing visible. Michigan Nurse. 72(2), 12-13. 

Leininger, M. (1977). The Phenomenon of caring: The essence and 

central focus of nursing. Nursing Research Report, 12(1), 

2-14. 

McCloskey, J. C., & Bulechek, G. M. (1989). Nursing interventions: 

Treatment for potential nursing diagnosis. Proceeding of 

the NANDA conference. W.B. Saunders. 

McCloskey, J. C., & Bulechek, G. M. (1994). Nursing interventions used 

in practice. AJN, October, 59-66. 

― (1996).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NIC). 2nd ed. 



 - 46 -

St Louis: Mosby Year Book. 

― (1996). Nursing Interventions Core to Speciality 

Practice. Nursing Outlook. 46(2), 67-76. 

― (2000).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NIC). 3nd ed. 

St Louis: Mosby Year Book. 

Margaret, H. M. & C. R. Jane (1995). Alexander’s Care of the patient 

in surgery. 10th ed. Saint Louis: Mosby-Year Book, Inc. 

Martin, K. S. & Scheet, N. T. (1992). The Omaha system: application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Philadelphia, Saunders. 

Meleis, A. I. (1995). Theoretical nursing: Development and progress. 

Philadelphia: Lippincott. 

Micek, W. T., Berry, L., Gilski, D., Kallenbach, A., Link, D., & 

Scharer, K.  (1996). Patient outcome: the link between 

nursing diagnosi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6(11), 29-35. 

Miller, R. D. (1986). Anesthesia. New York. Churchill Living Stone, 

1921-1922 

Robbins, B. T. (1997). Appl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in a cardiovascular critical care unit.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Nursing. 28(2), 78-82. 

Saba, V. K. (1992). Diagnosis and intervention. Caring Magazine. 11(3), 

50-57. 

Sigsby, L. M. & Cambell, D W. (1995). NIC : A content analysis of 

nursing activities in public school,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2(4), 229-237. 

Synder, M. (1992).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2nd ed. New 

York : Delmar Publishers Inc. 



 - 47 -

Steelman, V. M., McCloskey, J. C. & Bulechek, G. M. (1994). Toward a 

standardized language to describe perioperative nursing. 

AORN Journal. 60(5), 786-795 

Vezeau, T. M. (1996). Cost Care by Task define nursing by Knowledge. 

Maternal Child Nursing, 21, 253-254. 

Yom, Y. H. (1995). Identif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s in Korea. 

Doctor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Iowa. 

 

 

 

 

 

 

 

 

 

 

 

 

 

 

 

 

 

 



 - 48 -

<부록> 

 

설 문 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간호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현재 NIC(간호중재분류)를 이용한 회복실 간호중재내용 및 

빈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회복실 간호사의 교육 및 간호기록 전산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회복실 근무 5 년 이상인 분에 한하여 익명으로 실시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간호업무   및 간호사 교육의 질을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본 조사지에 제시된 간호중재목록은 미국의 간호중재분류연구회에서 

목록화한 것(NIC: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을 최순희 등 

(2003)이 한글로 번안한 것입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 회복실 

간호업무 및 간호사 교육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 년 3 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권   은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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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가 해당되는 사항을 ( ) 안에 직접 기입 또는 

표시하면 됩니다.  

 

1. 성별 : ① 여    ② 남  

2. 연령 : 만 (      )세  

3. 결혼상태 : ① 기혼    ② 미혼 

4. 교육정도 : ① 3 년제 간호대학 졸업         

② 4 년제 간호대학 졸업        

③ 대학원 재학       

④ 대학원 졸업  

5. 직위 : ① 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간호사    ④ 기타 

6. 병원 근무기간 : 만  (      )년  

7. 회복실 근무기간 : 만  (      )년  

 

 

 

B. 다음의 간호중재목록은 미국의 간호중재분류연구회에서 목록화 한  

것(NIC: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을 최순희 등(2003)이 

한글로 번안한 것입니다. 귀하의 근무영역인 회복실에서 전신마취 수술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호중재명으로 합당한 항목에 동의유무를 O, X 

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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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Domains) 

종류 

(Classes) 
중재명(Intervention) 동의 

1. 신체적 기능증진  

(Body Mechanics Promotion) 

 

2. 체력관리(Energy Management) 
 

3. 운동증진(Exercise Promotion) 
 

4. 운동증진: 근력훈련  

(Exercise Promotion : Strength Training) 

 

5. 운동증진: 신장 

(Exercise Promotion: Stretching) 

 

6. 운동요법: 보행 

(Exercise Therapy: Ambulation) 

 

7. 운동요법: 균형 

(Exercise Therapy: Balance) 

 

8. 운동요법: 관절운동 

(Exercise Therapy : Joint Mobility) 

 

9. 운동요법: 근육조절 

(Exercise Therapy : Muscle Control) 

 

A. 활동 및  

  운동관리  

 

10. 교육: 처방된 활동/운동 

(Teaching : Prescribed Activity/Exercise) 

 

11. 변실금간호(Bowel Incontinence Care) 
 

12. 배변 실금 간호: 분변매복 

(Bowel Incontinence Care : Encopresis)  

 

13. 장세척(Bowel Irrigation) 
 

14. 배변관리(Bowel Management) 
 

15. 배변훈련(Bowel Training) 
 

16. 변비/매복 

(Constipation/Impaction Management) 

 

17. 설사관리(Diarrhea Management) 
 

18. 가스 생성 감소(Flatulence Reduction) 
 

19. 장루간호(Ostomy Care) 
 

1.생리학적:  

      기본  

 

 

 

 

 

 

 

 

 

 

 

 

 

 

 

 

 

 

 

 

B. 배설 관리  

 

 

 

 

 

 

 

 

 

 20. 직장하수관리 

(Rectal Prolap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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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광세척(Bladder Irrigation) 
 

22. 골반근육운동(Pelvic Muscle Exercise) 
 

23. 페사리 관리(Pessary Management) 
 

24. 촉발된 배뇨(Prompted Voiding) 
 

25. 요관 간호(Tube Care: Urinary) 
 

26. 방광훈련(Urinary Bladder Training) 
 

27. 도뇨법(Urinary Catheterization) 
 

28. 간헐적 도뇨 

(Urinary Catheterization :Intermittent) 

 

29. 요배설 관리 

(Urinary Elimination Management) 

 

30. 소변 습관 훈련(Urinary Habit Training) 
 

31. 요실금 간호(Urinary Incontinence Care) 
 

32. 요실금 간호: 야뇨증 

(Urinary Incontinence Care) 

 

33. 요정체 간호(Urinary Retention Care) 
 

 

34. 자가간호 보조: 소변 

(Self-Care Assistance : Toileting) 

 

35. 침상안정간호(Bed Rest Care) 
 

36. 회붕대 간호: 유지 

(Cast care: Maintenance) 

 

37. 젖은 회붕대 간호 (Cast care: Wet) 
 

38. 물리적 억제법(Physical Restraint) 
 

39. 체위(Positioning) 
 

40. 체위변경: 휠체어 

(Positioning: Wheelchair) 

 

41. 부목대기(Splinting) 
 

 

 

 

 

 

 

 

 

 

 

 

 

 

 

 

 

 

 

 

 

 

 

 

C. 부동관리  

 

 

 

 

 

 

 

42. 견인/부동 간호 

(Traction/Immobilizatio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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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동(Transport) 

 

44. 단계별 식이요법(Diet Staging) 
 

45. 음식섭취장애관리 

(Eating Disorders Management) 

 

46. 음식물투여(Feeding) 
 

47. 위장관 튜브 음식주입 

(Enteral Tube Feeding) 

 

48. 위장관튜브 삽입 

(Gastrointestinal Intubation) 

 

49. 영양관리(Nutrition Management) 
 

50. 영양요법(Nutrition Therapy) 
 

51. 영양상담(Nutrition Counseling) 
 

52. 영양섭취감시(Nutrition Monitoring) 
 

53. 자가간호보조: 섭식  

(Self-Care Assistance : Feeding) 

 

54. 연하요법(Swallowing Therapy) 
 

55. 교육: 처방된 식이 

(Teaching: Prescribed Diet) 

 

56. 완전영양주사투여(Total Parenteral 

Nutrition(TPN)Administration) 

 

57. 위장관간호(Tube care: Gastrointestinal) 
 

58. 체중증가보조(Weight Gain Assistance) 
 

59. 체중관리(Weight Management) 
 

60. 체중감소보조 

(Weight Reduction Assistance) 

 

D. 영양지지  

 

 

 

 

 

 

 

 

 

 

 

 

 

 

 

 

 

61. 지압(Acupressure) 
 

62. 피부자극법(Cutaneous Stimulation) 
 

 

 

 

 

 

 

 

 

 

 

 

 

 

 

 

 

 

 

 

 

 

 
E. 신체 안위 

증진 
63. 환경관리: 안위도모 

(Environmental Management :Comfort) 

 



 - 53 -

64. 열/냉적용(Heat/Cold Application) 
 

65. 오심관리(Nausea Management) 
 

66. 통증관리(Pain Management) 
 

67. 점진적 근육이완법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68. 소양증 관리(Pruritus Management) 
 

69. 단순마시지(Simple Massage) 
 

70. 치료적 접촉(Therapeutic Touch) 
 

71.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 

 

 

 

72. 구토관리(Vomiting Management)  
 

73. 목욕(bathing) 
 

74. 콘텍트렌즈 간호(Contact Lens Care) 
 

75. 옷 입히기(Dressing) 
 

76. 귀 간호(Ear Care) 
 

77. 눈 간호(Eye Care) 
 

78. 음식물 투여(Feeding) 
 

79. 발 간호(Foot Care) 
 

80. 두발간호(Hair Care) 
 

81. 손톱 간호(Nail Care) 
 

82. 구강건강 유지(Oral Health Maintenance) 
 

83. 구강건강 증진(Oral Health Promotion) 
 

84. 구강건강 회복(Oral Health Restoration) 
 

 

 

 

 

 

 

 

 

 

 

 

 

 

 

 

 

 

 

 

 

 

 

F. 자가간호 

촉진 

 

 

 

 

 

 

 

 

 

85. 회음부 간호(Perineal Care) 
 



 - 54 -

86. 사망 후 간호(Postmortem Care) 
 

87. 보철기구를 착용한 환자간호 

(Prosthesis Care) 

 

88. 자가간호 보조(Self-Care Assistance) 
 

89. 자가간호 보조: 목욕/위생 

(Self-Care Assistance Dressing/Grooming) 

 

90. 자가간호 보조: 의복/치장 

(Self-Care Assistance : Dressing/Grooming) 

 

91. 자가간호 보조: 섭식 

(Self-Care Assistance : Feeding) 

 

92. 자가간호 보조: 소변 

(Self-Care Assistance : Toileting) 

 

93. 수면 증진(Sleep Enhancement) 
 

94. 연하요법(Swallowing Therapy) 
 

  

 

 

 

 

 

 

95. 튜브간호(Tube Care) 
 

96. 산 염기관리(Acid-Base Management) 
 

97. 산 염기관리: 대사성 산증 

(Management : Metabolic Acidosis)  

 

98. 산 염기관리: 대사성 알칼리증 (Acid-Base 

Management : Metabolic Alkalosis) 

 

99. 산 염기관리: 호흡성 산증(Acid-Base 

Management: Respiratory Acidosis) 

 

100. 산 염기관리: 호흡기 알칼리증(Acid- 

Base Management Respiratory Alkalosis) 

 

101. 산 염기감시(Acid-Base Monitoring) 
 

102. 전해질 관리(Electrolyte Management) 
 

103. 전해질 관리 고칼슘혈증 
 

104. 전해질 관리 고칼륨혈증 
 

105. 전해질 관리: 고마그네슘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ermagnesemia 

 

2.생리학적:  

    복합적  

 

 

 

 

 

 

 

 

 

 

G. 전해질과  

  산-염기  

   관리  

 

 

 

 

 

 

 

 

 

 106. 전해질 관리: 고나트륨혈중 

(Electrolyte Management : Hypernatr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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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해질 관리: 고인산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erposphatemia) 

 

108. 전해질 관리: 저칼슘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ocalcemia) 

 

109. 전해질 관리: 저칼륨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okalemia) 

 

110. 전해질 관리: 저마그네슘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omagesemia) 

 

111. 전해질 관리: 저나트륨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onatremia) 

 

112. 전해질 관리: 저인산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Hypophosphatemia) 

 

113. 전해질 감시(Electrolyte Monitoring) 
 

114. 수분/전해질 관리 

(Fluid/Electrolyte Management) 

 

115. 혈액투석 요법(Hemodialysis Therapy) 
 

116. 혈액여과 요법(Hemofiltration Therapy) 
 

117. 고혈당 관리(Hyperglycemia Management) 
 

118. 저혈당 관리(Hypoglycemia Management) 
 

119. 복막투석 요법 

(Peritoneal Dialysis Therapy) 

 

120. 혈관절개술: 동맥혈 채취 

(Phlebotomy: Arterial Blood Sample) 

 

 

 

 

 

 

 

 

 

 

 

 

 

 

 

 

 

 
121. 완전 영양주사 투여(Total Parenteral 

Nutrition(TPN) Administration) 

 

122. 진통제투여(Analgesic Administration) 
 

123. 마취제 투여: 척추강 내 

(Analgesic Administration : Intraspinal) 

 

124. 마취제 투여(Anesthesia Administration)  

125. 화학요법 관리(Chemotherapy Management)  

126. 의식진정(Conscious Sedation)  

 

 

 

 

 

 

 

 

 

 

 

 

 

 

 

 

 

 

 

 

 

 

 

H. 약물관리 

 

 

 

 

127. 투약(Medic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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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투약: 귀 

(Medication Administration: Ear) 
 

129. 투약: 장내 

(Medication Administration : Enteral) 
 

130. 투약: 경막 

(Medication Administration : Epidural) 
 

131. 투약: 눈 

(Medication Administration: Eye) 
 

132. 투약: 흡입 

(medication Administration : Inhalation) 
 

133. 투약: 늑막 내  

134. 투약: 피내 

(Medication Administration : Intraderamal) 
 

135. 투약: 근육(Medication Administration: 

Intramuscular (IM)) 
 

136. 약물 투여: 골내로 약물 투여 

(Medication Administration : Intra-osseous) 
 

137. 투약: 정맥  

138. 투약: 구강 

(Medication Administration: Oral) 
 

139. 투약: 직장 

(Medication Administration: Rectal) 
 

140. 투약: 피부 

(Medication Administration: Skin) 
 

141. 투약: 피하 

(Medication Administration : Subcutaneous) 
 

142. 투약: 질 

(Medication Administration: Vaginal) 
 

143. 투약: 뇌실저장소(Medication 

Administration: Ventricular Reservoir) 
 

144. 투약관리(Medication Management)  

145. 투약처방(Medication Prescribing)  

146. 환자 자가조절 진통제투여 보조(Patient 

Controlled Analgesia(PCA)Assistance) 
 

147. 교육: 처방된 약물 

(Teaching : Prescribed Medication) 
 

 

 

 

 

 

 

 

 

 

 

 

 

 

 

 

 

 

 

 

148. 정맥접근장치 관리 

(Venous Access Devices(VAD) Maintenance) 

 

 

 

 

 

 

 

 

 

 

 

 

 

 

 

 

 

 

 

 

 

 

 

 I. 신경계 관리  149. 뇌부종 관리(Cerebral Edem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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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뇌 관류 증진 

(Cerebral Perfusion Promotion) 
 

151. 반사장애 관리(Dysreflexia Management)  

152. 뇌압감시 

(Intracranial Pressure(ICP) Monitoring) 
 

153. 신경계관리(Neurologic Monitoring)  

154. 말초신경감각 관리 

(Peripheral Sensation Management) 
 

155. 체위: 신경학적 

(Positioning: Neurologic) 
 

156. 발작관리(Seizure Management)  

157. 발작주의(Seizure Precautions)  

158. 자주막하출혈 주의 

(Subarchnoid Hemorrhage Precautions) 
 

159. 뇌관간호 

(Tube care : Ventriculostomy/Lumbar Drain) 
 

 

 

 

160. 일측마비관리 

(Unilateral Neglect Management) 
 

161. 마취제 투여(Anesthesia Administration)  

162. 자가 수혈(Autotransfusion)  

163. 수술실 내 감염통제 

(Infection: Intraoperative) 
 

164. 체위: 수술 중 

(Position: Intraoperative) 
 

165. 마취 후 간호(Postanesthesia Care)  

166. 수술 전 조정 

(Preoperative Coordination) 
 

167. 수술 보조(Surgical Assistance)  

168. 외과적 주의(Surgical Precautions)  

169. 수술준비(Surgical Preparation) 
 

170. 교육: 수술 전(Teaching: Preoperative) 
 

 

 

 

 

 

 

 

 

 

 

 

 

 

 

 

 

 

 

 

 

 

 

J. 수술 전 후 

간호  

 

 

 

 

 

 

 

 

171. 수술 중 체온조절 

(Temperature Regulation: Intra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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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산 염기관리: 호흡성 산중(ACID-Base 

Management: Respiratory Acidosis) 

 

173. 산 염기관리(ACID-Base Management: 

Respiratory Alkalosis) 

 

174. 인공기도삽입 

(Airway Insertion and Stabilization) 

 

175. 기도관리(Airway Management) 
 

176. 기도흡입(Airway Suctioning) 
 

177. 아나필락시스 관리 

(Anaphylaxis Management) 

 

178. 인공기도관리 

(Artificial Airway Management) 

 

179. 흡입예방(Aspiration Precautions) 
 

180. 물리적 흉곽요법(Chest Physiotherapy) 
 

181. 기침장려(Cough Engancement) 
 

182. 폐 색전 간호(Embolus Care: Pulmonary) 
 

183. 기관 내 삽관제거 

(Endotracheal Extubation) 

 

184. 기계적 환기(Mechanical Ventilation) 
 

185. 기계적 환기장치 제거 

(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 

 

186. 산소요법(Oxygen Therapy) 
 

187.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Respiratory Monitoring) 

 

188. 흉곽 내 튜브간호(Tube Care: Chest) 
 

K. 호흡 관리  

 

 

 

 

 

 

 

 

 

 

 

 

 

 

 

 

 

 

 189. 환기 보조(Ventilation Assistance) 
 

190. 절단환자간호(Amputation Care) 
 

191. 절개부위간호(Incision Site Care) 
 

 

 

 

 

 

 

 

 

 

 

 

 

 

 

 

 

 

 

 

 

 

 

L. 피부/ 

상처관리  

 

192. 리치 요법(Leech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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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장루 간호(Ostomy Care) 
 

194. 압박관리(Pressure Management) 
 

195. 욕창간호(Pressure Ulcer Prevention) 
 

196. 욕창예방(Pressure Ulcer Prevention) 
 

197. 소양증관리(Pruritus Management) 
 

198. 피부감시: 국소치료 

(Skin Care : Topical Treatments) 

 

199. 피부간호(Skin Surveillance) 
 

200. 봉합(Suturing) 
 

201. 상처간호(Wound Care) 
 

202. 상처간호: 폐쇄배액 

(Wound Care :Closed Drainage) 

 

 

 

 

 

 

 

 

 

 

 

 

203. 상처부위세척(Wound Irrigation) 
 

204. 고열치료(Fever Treatment) 
 

205. 열 노출 치료(Heat Exposure Treatment) 
 

206. 저체온증 치료(Hypothermia Treatment) 
 

207. 악성 고체온 예방책 

(Malignant Hypothermia Precautions) 

 

208. 체온조절(Temperature Regulation) 
 

M. 체온조절  

 

209. 수술 중 체온조절 

(Temperature Regulation : Intraoperative) 

 

210. 자가수혈(Autotransfusion) 
 

211. 출혈예방(Bleeding Precautions) 
 

212. 출혈감소(Bleeding Reduction) 
 

213. 출혈감소: 산전자궁 

(Bleeding Reduction :Antepartum Uterus ) 

 

 

 

 

 

 

 

 

 

 

 

 

 

 

 

 

 

 

 

 

 

 

 

 

N. 조직 관류  

           관리  

 

 

 

 214. 출혈감소: 위장 

(Bleeding Reduction :Gastrointest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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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출혈감소: 비강 

(Bleeding Reduction: Nasal) 

 

216. 출혈감소: 산후자궁 

(Bleeding Reduction :Postpartum Uterus) 

 

217. 출혈감소: 상처 

(Bleeding Reduction: Wound) 

 

218. 혈액체제 투여 

(Blood Product Administration) 

 

219. 심장 간호(Cardiac Care) 
 

220. 심장 간호: 급성(Cardiac Care: Acute) 
 

221. 심장 간호: 재활 

(Cardiac Care: Rehabilitative) 

 

222.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간호 

(Cardiac Precautions) 

 

223. 혈액순환 간호: 동맥혈 불충분 

(Circulatory Care :Arterial Insufficiency) 

 

224. 혈액순환 간호: 정맥혈 불충분 

(Circulatory Care :Venous Insufficiency) 

 

225. 혈액순환 간호: 기계적 보조기구 

(Circulation Care :Mechanic Assist Device)  

 

226. 순환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 

(Circulatory Precautions) 

 

227. 부정맥 관리(Dysrhythmia Management) 
 

228. 말초신경의 색전 간호(Embolus care) 
 

229. 폐색전 간호(Embouls care: Pulmonary) 
 

230. 색전예방을 위한 간호 

(Embolus Precautions) 

 

231. 수분/전해질관리 

(Fluid/Electrolyte Management) 

 

232. 수액관리(Fluid Management) 
 

233. 수액감시(Fluid Monitoring) 
 

234. 수액을 통한 인공소생법 

(Fluid Resuscitation) 

 

 

 

 

 

 

 

 

 

 

 

 

 

 

 

 

 

 

 

 

 

 

 

 

 

 

 

 

 

 

 

 

 

 

 

 

 

 

 

 

 

 

 

 

 

 

 
235. 혈류동태 주절(Hemodynam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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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출혈억제(Hemodynamic Control) 
 

237. 고혈량증 관리(Hypervolemia Management) 
 

238. 저혈량증 관리(Hypovolemia Management) 
 

239. 정맥주사 놓기 

(Intravenous (IV) Insertion) 

 

240. 정맥주사 요법 

(Intravenous (IV) Therapy) 

 

241. 침습성 혈류동태 감시 

(Invasive Hemodynamic Monitoring) 

 

242. PIC 카테터 간호(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PIC)Catheter Care) 

 

243. 혈관 절개술: 동맥혈 채취 

(Phlebotomy :Arterial Blood Sample) 

 

244. 정맥 절개술: 혈액 확보 

(Phlebotomy : Blood Unit Acquisition) 

 

245. 정맥 절개술: 정맥혈 채취 

(Phlebotomy :Venous Blood Sample) 

 

246. 쇼크관리(Shock Management) 
 

247. 쇼크관리: 심장 

(Shock Management: Cardiac) 

 

248. 쇼크관리: 혈관 

(Shock Management: Vasogenic) 

 

249. 쇼크관리: 혈량 

(Shock Management: Volume) 

 

250. 쇼크예방(Shock Prevention) 
 

 

 

 

 

 

 

 

 

 

 

 

 

 

 

 

 

 

 251. 정맥접근장치 관리 

(Venous Access Devices(VAD)Maintenance) 

 

252. 활동요법(Activity Therapy) 
 

253. 동물이용 요법(Animal Assisted Therapy) 
 

254. 예술요법(Art Therapy) 
 

255. 자기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O. 행동요법  

 

 

 

 

256. 행동관리(Behavio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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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행동관리: 활동과다/부주의(Behavior 

Management: Overactivity/Inattention) 

 

258. 행동관리: 자해 

(Behavior Management :Self-Harm) 

 

259. 성적 행동관리 

(Behavior Management: Sexual) 

 

260.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261. 행동수정: 사회적 기술 

(Behavior Modification :Social skills) 

 

262. 충동조절훈련(Impulse Control Training) 
 

263. 제한설정(Limit Setting) 
 

264. 환경요법(Milieu Therapy) 
 

265. 음악요법(Music Therapy) 
 

266. 상호목표 설정(Mutural Goal Setting) 
 

267. 환자와의 계약(Patient Contraction) 
 

268. 자가수정 보조 

(Self Modification Assistance) 

 

269. 자가책임증진 

(Self Responsibility Facilitation) 

 

270. 금연 지지 

(Smoking Cessation Assistance) 

 

271. 알코올 및 약물사용 예방 

(Substance Use Prevention) 

 

272. 알코올 및 약물사용 치료 

(Substance Use Treatment) 

 

273. 알코올 및 약물사용 치료: 금주 

(Substance Use Treatment: Alcohol 

Withdrawal) 

 

274. 알코올 및 약물사용 치료: 약물금단 

(Substance Use Treatment : Drug Withdrawal)  

 

275. 약물과용치료 

(Substance Use Treatment : Overdose) 

 

 

 

 

 

 

 

 

 

 

 

 

 

 

 

 

 

 

 

 

 

 

 

 

 

 

 

 

 

 

 

 

 

 

 

276. 치료적 놀이(Therapeutic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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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분노감 조절보조 

(Anger Control Assistance) 

 

278. 문헌요법(Bibliotherapy) 
 

279. 인지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 
 

280.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 
 

281. 학습촉진(Learning Facilitation) 
 

282. 학습준비도 향상 

(Learning Readiness Enhancement) 

 

283. 기억력 훈련(Memory Training) 
 

284. 현실적응(Reality Orientation) 
 

P. 인지요법  

 

 

 

 

 

 

285. 회상요법(Reminiscence Therapy) 
 

286.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287. 동물이용 요법(Animal Assisted Therapy) 
 

288. 예술요법(Art Therapy) 
 

289. 의사소통 강화: 청력결손(Communication 

Enhancement: Hearing Deficit) 

 

290. 의사소통 강화: 언어능력부족 

(Communication Enhancement :  

Speech Deficit) 

 

291. 의사소통 강화: 시력결손 

(Communication Enhancement: Visual Deficit) 

 

292. 복합대인관계 형성 

(Complex Relationship Building) 

 

293. 갈등조정(Conflict Mediation) 
 

294. 음악요법(Music Therapy) 
 

295. 사회화 증진(Socialization Enhancement) 
 

Q. 의사소통  

       강화  

 

 

 

 

 

 

 

 

 

296. 치료적 놀이(Therapeutic Play) 
 

 

 

 

 

 

 

 

 

 

 

 

 

 

 

R. 대응보조  
297. 예측지도(Anticipatory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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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신체상 강화(Body Image Enhancement) 
 

299. 대응능력강화(Coping Enhancement) 
 

300. 상담(Counseling) 
 

301. 유전상담(Genetic Counseling) 
 

302. 성상담(Sexual Counseling) 
 

303. 위기조정(Crisis Intervention) 
 

304. 의사결정 지지(Decision-making Support) 
 

305. 임종 간호(Dying Care) 
 

306. 정서지지(Emotional Support) 
 

307. 용서 촉진(Forgiveness Facilitation) 
 

308. 애도작업 증진(grief Work Facilitation) 
 

309. 애도작업 증진: 주산기 사망 

(Grief Work Facilitation : Perinatal Death) 

 

310. 죄책감 극복증진 

(Guilt Work Facilitation) 

 

311. 희망 주입(Hope Instillation) 
 

312. 유머(Humor) 
 

313. 정서관리(Mood Management) 
 

314. 함께 있기(Presence) 
 

315. 오락요법(Recreation Therapy) 
 

316. 종교적 중독 예방(Religious Prevention) 
 

317. 종교적 의례 강화 

(Religious Ritual Enhancement) 

 

318. 역할 강화(Role Enhancement) 
 

 

 

 

 

 

 

 

 

 

 

 

 

 

 

 

 

 

 

 

 

 

 

 

 

 

 

 

 

 

 

 

 

 

 

 

 

319. 안정감 강화(Secur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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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자기인식 강화 

(Self Awareness Enhancement) 

 

321. 자존감 강화(Self-Esteem Enhancement) 
 

322. 영적 성장 촉진 

(Spiritual Growth Facilitation) 

 

323. 영적 지지(Spiritual Support) 
 

324. 지지집단(Support Group) 
 

325. 지지체계 강화 

(Support System Enhancement) 

 

326. 치료그룹(Therapy Group) 
 

327. 접촉(Touch) 
 

328. 진실말하기(Truth Telling) 
 

 

 

 

 

 

 

329. 가치 명료화(Value Clarification) 
 

330. 항암요법 관리(Chemotherapy Management) 
 

331.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332. 가족계획: 피임 

(Family Planning: Contraception) 

 

333. 학습촉진(Learning Facilitation) 
 

334. 학습 준비도 향상 

(Learning Readiness Enhancement) 

 

335. 부모교육: 청소년 

(Parent Education: Adolescent) 

 

336. 부모교육: 아동양육가족 

(Parent Education : Childrearing Family) 

 

337. 부모교육: 영아 

(Parent Education: Infant) 

 

338. 예비적 감각 정보 

(Preparatory Sensory Information) 

 

339. 교육: 질병과정 

(Teaching: Disease Process) 

 

 

 

 

 

 

 

 

 

 

 

 

 

 

 

S. 환자교육  

 

 

 

 

 

 

 

 

 

 

 

340. 교육: 집단(Teac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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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교육: 개인(Teaching: Individual) 
 

342. 교육: 영아 영양 

(Teaching: Infant Nutrition) 

 

343. 교육: 영아 안전 

(Teaching: Infant Safety) 

 

344. 교육: 수술 전(Teaching: Preoperative) 
 

345. 교육: 처방된 활동/운동 

(Teaching : Prescribed Activity/Exercise) 

 

346. 교육: 처방된 식이 

(Teaching: Prescribed Diet) 

 

347. 교육: 처방된 약물 

(Teaching : Prescribed Medication) 

 

348. 교육: 절차/치료 

(Teaching : Procedure/Treatment) 

 

349. 교육: 정신운동성 기술 

(Teaching : Psychomotor skill) 

 

350. 교육: 안전한 성(Teaching: Safe sex) 
 

351. 교육: 성(Teaching: Sexuality) 
 

352. 교육: 유아영양 

(Teaching: Toddler Nutrition) 

 

 

 

 

 

 

 

 

353. 교육: 유아안전 

(Teaching: Toddler Safety) 

 

354. 불안감소(Anxiety Reduction) 
 

355. 자율훈련법(Autogenic Training) 
 

356. 생체자기기어(Biofeedback) 
 

357. 평정법(Calming Technique) 
 

358. 주의산만(Distraction) 
 

359. 최면(Hypnosis) 
 

360. 명상촉진(Meditation Facilitation) 
 

 

 

 

 

 

 

 

 

 

 

 

 

 

 

T. 심리적인 

안위증진  

 

 

 

361. 단순 심상요법(Simple Guided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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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단순이완요법 

(Simple Relaxation Therapy) 

 

363. 코드관리(Code Management) 
 

364. 위기조정(Crisis Intervention) 
 

365. 응급간호(Emergency Care) 
 

366. 응급조치(First Aid) 
 

367. 악성 고체온 예방법 

(Malignant Hyperthemia Precautions) 

 

368. 장기 획득(Organ Procurement) 
 

369. 강간상해 치료(Rape Trauma Treatment) 
 

370. 인공소생술(Resuscitation) 
 

371. 자살예방(Suicide Prevention) 
 

372. 부상정도의 순위구분: 재난 

(Triage: Disaster) 

 

373. 부상정도의 순위구분: 응급센터 

(Triage : Emergency Center) 

 

U. 위기 관리  

 

 

 

 

374. 부상정도의 순위구분: 전화 

(Triage: Telephone) 

 

375. 학대예방 지원 

(Abuse Protection Support) 

 

376. 학대예방 지원: 아동 

(Abuse Protection Support : Child) 

 

377. 학대예방 지원: 가족동반자(Abuse 

Protection Support: Domestic Partner) 

 

378. 학대예방 지원: 노인 

(Abuse Protection Support : Elder) 

 

379. 학대예방 지원: 종교 

(Abuse Protection Support : Religious) 

 

380. 알러지 관리(Allergy Management) 
 

381. 아나필락시스 관리 

(Anaphylaxis Management) 

 

 

 

 

 

 

 

 

 

 

 

 

 

 

 

V. 위험관리  

 

 

 

 

 

 

 

 

382. 제한구역 설정(Area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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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흡입예방(Aspiration Precautions) 
 

384. 유방 검진(Breast Examination) 
 

385. 섬망 관리(Delirium Management) 
 

386. 망상 관리(Delusion Management) 
 

387. 치매 관리(Dementia Management) 
 

388. 도주 주의(Elopement Precaution) 
 

389.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390. 안전에 대한 환경관리 

(Environment Management : Safety) 

 

391. 폭력방지를 위한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 Violence Prevention) 

 

392. 낙상 방지(Fall Prevention) 
 

393. 화재주의(Fire setting Precautions) 
 

394. 환각관리(Hallucination Management) 
 

395. 건강진단검사(Health Screening) 
 

396. 면역/예방주사관리 

(Immunization/Vaccination Management) 

 

397. 감염통제(Infection Control) 
 

398. 감염보호(Infection Protection) 
 

399. 레이저 예방책(Laser Precautions) 
 

400. 라텍스 예방책(Latex Precautions) 
 

401. 물리적 억제법(Physical Restraint) 
 

402. 함기성 지혈대 사용주의 

(Pneumatic Tourniquet Precautions) 

 

403. 욕창예방(Pressure Ulcer Prevention) 
 

 

 

 

 

 

 

 

 

 

 

 

 

 

 

 

 

 

 

 

 

 

 

 

 

 

 

 

 

 

 

 

 

 

 

 

 

 404. 방사선 치료관리 

(Radiation Therap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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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위험확인(Risk Identification) 
 

406. 격리(Seclusion) 
 

407. 발작관리(Seizure Management) 
 

408. 스포츠 상해 예방: 청년 

(Sports-Injury Prevention : Youth) 

 

409.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410. 외과적 주의(Surgical Precautions) 
 

411. 감시(Surveillance) 
 

412. 감시: 안전(Surveillance: Safety) 
 

413. 차량안전증진(Vehicle Safety Promotion) 
 

 

 

 

 

 

 

 

 

 

414. 활력증상 감시(Vital Signs Monitoring) 
 

415. 양수 내 주입(Amnioinfusion) 
 

416. 출산(Birthing) 
 

417. 출혈감소: 산전자궁 

(bleeding Reduction : Antepartum Uterus) 

 

418. 출혈감소: 산후자궁 

(bleeding Reduction : Postpartum Uterus) 

 

419. 모유수유 보조 

(Breastfeeding Assistance) 

 

420. 제왕절개 간호(Cesarean Section Care) 
 

421. 분만준비(Childbirth Preparation) 
 

422. 태아전자감시: 분만 전 

(Electronic Fetal Monitoring : Antepartum) 

 

423. 태아전자감시: 분만 중 

(Electronic Fetal Monitoring : Intrapartum) 

 

424. 환경관리: 애착형성과정(Environmental 

Management: Attachment Process) 

 

5. 가족  

 

 

 

 

 

 

 

 

 

 

 

 

W. 출산 간호  

 

 

 

 

 

 

 

 

 

 

 

 
425. 가족통합성 증진: 출산가족 

(Family Integrity Promotion: Childbearing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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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가족계획: 피임 

(Family Planning: Contraception) 

 

427. 가족계획: 불임 

(Family Planning: Infertility) 

 

428. 가족계획: 계획되지 않은 임신 

(Family Planning : Unplanned Pregnancy) 

 

429. 수태능력보존(Fertility Preservation) 
 

430. 유전상담(Genetic Counseling) 
 

431. 애도작업증진(Grief Work Facilitation) 
 

432. 고위험 임신간호 

(Highrisk Pregnancy Care) 

 

433. 분만시 간호 

(Intrapartal Care : High Risk Delivery) 

 

434. 분만시 간호: 고위험 분만 

(Intrapartal Care : High Risk Delivery) 

 

435. 캥거루식 돌봄(Kangaroo Care) 
 

436. 유도분만(Labor Induction) 
 

437. 분만억제(Labor suppression) 
 

438. 수유억제(Lactation Suppression) 
 

439. 신생아 간호(Newborn Care) 
 

440. 신생아 감시(Newborn Monitoring) 
 

441. 단순 빨기(Nonnutritive Sucking) 
 

442. 광선치료: 신생아 

(Phototherapy: Neonate) 

 

443. 산후간호(Postpartal Care) 
 

444. 선입견 상담(Preconception Counceling) 
 

445. 임신중절 간호 

(Pregnancy Termination Care) 

 

 

 

 

 

 

 

 

 

 

 

 

 

 

 

 

 

 

 

 

 

 

 

 

 

 

 

 

 

 

 

 

 

 

 

 

 

 

 

446. 산전간호(Prena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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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재생산술 관리 

(Reproductive Technology Management) 

 

448. 소생술: 태아(Resuscitation: Fetus) 
 

449. 소생술: 신생아(Resuscitation: Neonate) 
 

450. 위험확인: 출산가족 

(Risk Identification : Childbearing Family) 

 

451. 감독: 임신말기 

(Surveillance Late Pregnancy) 

 

452. 제대간호(Tube Care: Umbilical Line) 
 

 

 

 

 

453. 초음파 검사: 산과적 제한 

(Ultrasonography : Limited Obstetric) 

 

454. 학대예방 지원: 아동 

(Abuse Protection Support : Child) 

 

455. 예측지도(Anticipatory Guidance) 
 

456. 애착증진(Attachment Promotion) 
 

457. 인공영양(bottle Feeding) 
 

458. 배변 실금 간호: 분변매복 

(Bowel Incontinence Care : Encopresis)  

 

459. 발달간호(Developmental Care) 
 

460. 발달증진: 청소년 

(Developmental Enhancement : Adolescent) 

 

461. 발달증진: 아동 

(Developmental Enhancement : Child) 

 

462. 영아간호(Infant Care) 
 

463. 수유 상담(Lactation Counseling) 
 

464. 정상화 증진(Normalization Promotion) 
 

465. 부모교육: 청소년 

(Parent Education: Adolescent) 

 

466. 부모교육: 아동양육가족 

(Parent Education : Childrearing Family) 

 

 

 

 

 

 

 

 

 

 

 

 

 

 

 

 

 

Z. 양육간호  

 

 

 

 

 

 

 

 

 

 

 

 

 

 
467. 부모교육: 영아 

(Parent Education: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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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부모화 강화(Parent Promotion) 
 

469. 회복력 증진(Resilience Promotion) 
 

470. 형제자매 지원(sibling Support) 
 

471. 스포츠 상해 예방: 청년 

(Sports-Injury Prevention : Youth) 

 

472. 교육: 영아 영양 

(Teaching: Infant Nutrition) 

 

473. 교육: 영아 안전 

(Teaching: Infant Safety) 

 

474. 교육: 유아 영양 

(Teaching: toddler Nutrition) 

 

475. 교육: 유아 안전 

(Teaching: toddler Safety) 

 

476. 요실금 간호: 야뇨증 

(Urinary Incontinence Care : Enuresis) 

 

 

 

 

 

 

477. 차량안전 증진 

(Vehicle Safety Promotion) 

 

478. 간호제공자 지원(Caregiver Support) 
 

479. 가족통합성 증진 

(Family Integrity Promotion) 

 

480. 가족참여 증진 

(Family Involvement Promotion) 

 

481. 가족동원(Family Mobilization) 
 

482. 가족과정 유지 

(Family Process Maintenance) 

 

483. 가족지지(Family Support) 
 

484. 가족요법(Family Therapy) 
 

485. 가정환경관리 보조 

(Home Maintenance Assistance ) 

 

486. 휴식간호(Respite Care) 
 

487. 위험확인: 유전 

(Risk Identification: Genetic) 

 

 

 

 

 

 

 

 

 

 

 

 

X. 수명관리  

 

 

 

 

 

 

 

 

 

 

488. 역할강화(Role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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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입원간호(Admission Care) 
 

490. 사례관리(Case Management) 
 

491. 문화중개(Culture Brokerage) 
 

492. 의사결정 지지(Decision-making Support) 
 

493. 퇴원계획(Discharge Planning) 
 

494. 환경관리: 가정준비 

(Environmental Management:Home Preparation) 

 

495. 재정적 자원보조 

(Financial Resource Assistance) 

 

496. 건강체계 안내(Health System Guidance) 
 

497. 보험위임(Insurance Authorization) 
 

498. 통과촉진(Pass Facilitation) 
 

499. 환자권리 보호 

(Patient Rights Protection) 

 

500. 수술 전 조정 

(Preoperative Coordination) 

 

501. 부양 지원(Sustenance Support) 
 

Y. 건강체계조정  

 

 

 

 

 

502. 방문편리 도모(Visitation Facilitation) 
 

503. 침상 옆 임상검사 시행 

(Bedside Laboratory Testing) 

 

504. 알콜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 

(Controlled Substance Checking) 

 

505. 비용절감(Cost Containment) 
 

506. 임상적 경로 개발 

(Critical Path Development) 

 

507. 위임(Delegation) 
 

508. 응급 카트 조사 

(Emergency Cart Checking) 

 

6. 건강체계  

 

 

 

 

 

 

 

 

 

 

 

 

 

 

 

 

 

 

 

 

 

z. 건강체계관리  

 

 

 

 

 

 

 
509. 검사보조(Examination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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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재정자원 관리 

(Fiscal Resource Management) 

 

511. 검사 결과의 해석 

(Laboratory Date Interpretation) 

 

512. 동료평가(Peer Review) 
 

513. 의사지원(Physician Support) 
 

514. 교육자: 직원(Preceptor Employee) 
 

515. 교육자: 학생(Preceptor Student) 
 

516. 생산성 평가(Product Evaluation) 
 

517. 질적 감시(Quality Monitoring) 
 

518. 검사물 관리(Specimen Management) 
 

519. 직원감독(Staff Supervision) 
 

520. 공급 관리(Supply Management) 
 

521. 직원 개발(Staff Development) 
 

 

 

 

 

 

 

 

522. 기계기술 관리(Technology Management) 
 

523. 자문(Consultation) 
 

524. 기록(Documentation) 
 

525. 건강정보 교환 

(Health care Information Exchange) 

 

526. 보건정책 감시 

(Health Policy Monitoring) 

 

527.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ing) 
 

528. 다학문적 돌봄 협의회 

(Multidisciplinary Care Conference) 

 

529. 처치서 옮겨 적기(Order Transcription) 
 

530. 의뢰(Referral) 
 

 

 

 

 

 

 

 

 

 

 

 

 

 

 

 

 

 

 

 

 

 

 

 

a. 정보관리  

 

 

 

 

 

 

 

 

 
531. 연구자료수집(Research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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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교대보고(Shift Report) 
 

533. 감시: 원격장비 

(Surveillance : Remote Electronic) 

 

534. 전화상담(Telephone: Consultation) 
 

  

 

 

 

 

 
535. 전화 추후조사(Telephone Follow-up) 

 

536. 사례관리(Case Management) 
 

537. 지역사회 건강 개발 

(Community Health Development) 

 

538. 재정자원 관리 

(Fiscal Resource Management) 

 

539.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540. 보건정책감시(Health Policy Monitoring) 
 

541. 면역/예방주사 관리 

(Immunization/Vaccination Management) 

 

b. 지역사회  

    건강증진  

 

542.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543. 지역사회 재난대비 

(Community Disaster Preparedness) 

 

544. 전염성 질환관리 

(Communicable Disease Management) 

 

545. 지역사회 환경관리 

(Environment Management : Community) 

 

546. 환경관리: 근로자 안전 

(Environment Management : Worker safety) 

 

547. 환경적 위험 보호 

(Environment Risk Protection) 

 

548. 건강진단 검사(Health Screening) 
 

549. 위험확인(Risk Identification) 
 

550. 감시: 지역사회 

(Surveillance: Community) 

 

7. 지역사회  

 

 

 

 

 

 

 

 

 

 

 

 

 

c. 지역사회  

    위험관리  

 

 

 

 

 

551. 차량안전 증진  

(Vehicle Safet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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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2 (간호사용) 

 

다음은 1 차 설문지에서 전문인그룹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중재명에 이윤영 

(2001)의 연구에 사용된 중재명 항목 112 개중 수술 전 및 수술 중 간호를 제외한 

104 개 항목을 포함한 123 개 중재명입니다. 빈도수에 알맞게 체크하시고, 회복실 

간호 중재명 동의여부에 O, X 표시하시오.  

1 ; 거의 한 달에 한 번 행한다.  

2 ;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행한다.  

3 ; 거의 하루에 한 번 행한다.  

4 ; 하루에 여러 번 행한다. 

 

영역

   

종류 

(cla

sses

)  

중재명 

(Intervention)  
내용  1 2  3  4  

동의

여부 

1. 변실금간호 

(Bowel  

Incontinence Care)  

 변자제성(Bowel continence)을 증진하고

항문주위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기  
               

2. 촉발된 배뇨 

(Prompted 

Vording )  

 성공적인 배뇨를 위해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시간에 맞춰 배뇨하라는

언어적 자극을 줌으로써 소변조절을 하도록

강화하는 것  

               

6. 요관간호 

(Tube care: 

Urinary)  

 비뇨기 배액 장치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4. 도뇨법(Urinary 

Catheterization)  

 요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배액을 위해

방광에 카테타를 주입하는 것  
               

생 

리 

학 

적: 

기 

본  

배설 

관리 

5. 

간헐적도뇨(Urinary 

Catheterization: 

Intermittent)  

 방광을 비우기 위해 카테타를 규칙적, 정기

적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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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배설 관리 

(Urinary 

Elimination 

Management)  

 최적의 요 배설상태를 유지하는 것                 

7. 요실금간호 

(Urinary 

Incontinence Care)  

 소변자제성을 증진시키도록 보조하거나

회음주위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  
               

8. 요정체간호 

(Urinary  

Retention Care)  

 방광팽창을 완화하도록 보조하기                 

9. 침상안정간호 

(Bed Rest Care)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자에게 편안함

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10. 체위 

(positioning)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나 환자의 신체일부를 신중하게 위치

시키는 것  

               
부동

관리 

11. 

이동(transport)  
 환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영양

지지 

12. 위장관간호 

(Tube care: 

Gastrointestinal)  

 위장관 튜브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13. 환경관리: 

안위도모(Environme

nt Management 

Comfort)  

 최적의 안위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의 주위

환경을 조정하기  
               

14. 오심관리  

(Nausea 

Management)  

 오심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15. 통증관리 

(Pain management)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편안한 수준까지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감소시킴  
               

신체

안위

증진 

16. 구토관리 

(Vomiting 

Management)  

 구토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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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옷 입히기 

(Dressing)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옷을

고르고, 입히고, 벗기기  
               

18. 눈 간호 

(Eye care)  

 눈이나 시야의 통합성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

하고 최소화하기  
               

19. 자가간호 보조: 

대소변(Self care 

Assistance: 

Toileting)  

 배변, 배뇨를 도와주기                 

 

 

자가

간호

촉진 

20. 튜브간호 

(Tube care)  

 신체외부 배액장치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21. 산 염기관리 

(Acid-

Basemanagement)  

 산 염기 균형을 증진하고, 산 염기 불균형

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22. 산 염기관리: 

대사성 산증(Acid-

Base management: 

Metabolic 

acidosis)  

 산 염기 균형을 증진하고 혈청 HCO3 가 적정

수준보다 낮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23. 산 염기관리: 

대사성알칼리증(Aci

d-Base management: 

Metabolic 

Alkalosis)  

 산 염기 균형을 증진하고, 혈청 HCO3 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

하기  

               

24. 산 염기관리: 

호흡성 산증(Acid-

Base management: 

Respiratory 

Acidosis)  

 산 염기 균형을 증진하고, 혈청 PCO2 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생 

리 

학 

적: 

복 

합 

적  

전해

질과 

산-

염기

관리 

25. 산 염기관리: 

호흡성알칼리증(Aci

d-Base management: 

Respiratory 

Alkalosis)  

 산 염기 균형을 증진하고 PCO2 가 적정수준

보다 낮아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 79 -

26. 산 염기 감시 

(Acid-Base 

Monitoring)  

 산 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기  
               

27. 전해질 관리  

(Electrolyte 

management)  

 전해질 균형을 증진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혈청 전해질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28. 전해질 관리 

고칼슘혈증(Electro

lyte management:  

Hypercalcemia)  

 칼슘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칼슘 수준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29. 전해질 관리 

고칼륨혈증(Electro

lyte management:  

Hyperkalemia)  

 칼륨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칼륨 수준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30. 전해질 관리: 

고마그네슘혈증(Ele

ctrolyte 

management: 

Hypermagnesemia)  

 마그네슘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

마그네슘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

하기  

               

31. 전해질 관리: 

고나트륨혈증(Elect

rolyte management:  

Hypernatremia)  

 나트륨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나트륨

수준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32. 전해질 관리: 

저칼슘혈증(Electro

lyte management:  

Hypocalcemia)  

 칼슘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 칼슘 수준

보다 부족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33. 전해질 관리: 

저칼륨혈증(Electro

lyte management:  

Hypokalemia)  

 칼륨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 칼륨 수준

보다 부족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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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해질 관리: 

저마그네슘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Hypomagnesemia)  

 마그네슘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

마그네슘수준보다 부족하여 발생하는 합병 증

을 예방하기  

               

35. 전해질 관리: 

저나트륨혈증(Elect

rolyte management:  

Hyponatremia)  

 나트륨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나트륨

수준보다 부족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

하기  

               

36. 전해질 감시 

(Electrolyte 

Monitoring)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37. 수분/전해질 

관리  

(Fluid Electrolyte 

Management)  

 비정상적 수분/전해질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조절하고 예방하기  
               

38. 고혈당 관리 

(Hyperglycemia 

Management)  

 정상범위 이상의 혈중 포도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39. 저혈당 관리  

(Hypoglycemia 

Management)  

 저혈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40. 진통제투여 

( Analgesic 

Administration)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약물을 사용

하기  
               

41. 마취제투여: 

척추강 내 

(Analgesic 

Administration: 

Intraspinal)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경막

외로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  
               

 

약물

관리 

42. 의식진정 

(conscious 

Sedation)  

 진단이나 치료적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진정제를 투여하고, 반응을 감시하고, 필요한

신체적 지지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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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투약  

(Medication 

Administration)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준비, 처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44. 투약: 정맥 

(Medication 

Administration: 

Intravenous(IV))  

 정맥내로 주입할 약물을 주입하고 투여하는

것  
               

45. 투약관리 

(Medication 

Management)  

 처방약물과 비 처방약물의 안전하고 효과

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46. 환자 자가조절 

진통제투여 보조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  

 환자가 진통제 투여 및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촉진하기 

  

   

               

47. 체위: 신경학적 

(Positioning : 

Neurologic)  

 척수손상이나 척추의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최적의 적절한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것  

               

신경

계 

관리 

48. 뇌관간호(Tube 

care: 

ventriculostomy 

/Lumbar Drain)  

 뇌척수액 배액장치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49. 자가 수혈 

(Autotransfusion)  

 수술중이나 수술 후 깨끗한 상처로부터 유출

된 피를 모아 환자에게 재 주입하는 것  
               

수술

전후 

간호 

50. 마취 후 간호  

(Postanesthesia 

Care)  

 전신적, 국소적 마취를 경험한 직후의 환자

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51. 인공기도삽입 

(Airway Insertion 

and Stabilization)  

 인공기도를 삽입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보조

함으로써 인공기도를 고정시키기  
               

  

호흡 

관리 

  

  

  

52. 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공기흐름을 위한 기도개방(patency)을 촉진

하기  
               



 - 82 -

53. 기도흡인 

(Airway 

suctioning)  

 환자의 구강기도 혹은 기관 속으로 흡입관을

삽입하여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54. 인공기도관리 

(Artificial Airway 

Management)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술용 튜브를 유지

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

하기  

               

55. 흡입예방  

( Aspiration 

precautions)  

 흡입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56. 물리적 

흉곽요법 (Chest 

physiotherapy)  

 환자의 기도분비물을 뱉게 하거나 뽑기 위해

말초기도에서 중심기도 쪽으로 기도분비물을

옮기도록 보조하기  

               

57. 기침장려  

(Cough 

Enhancement)  

 강제적인 공기배출을 위해 높은 흉곽 내

압력을 유도하고, 폐실질을 압박함으로써

환자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도록 증진하기  

               

58. 기관 내 

삽관제거  

(Endotracheal 

Extubation)  

 비강인두나 구강인두로부터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  
               

59. 기계적 환기  

( Mechanical 

Ventilation)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 인공적인 기구

를 사용하는 것  
               

60. 기계적 

환기장치제거(Mecha

nical Ventilatory 

Weaning)  

 기계적 환기장치의 보조 없이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조하기  
               

61. 산소요법 

(Oxygen Therapy)  
 산소를 투여하고 그 효과성을 감시하기                 

62.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Respirato

ry Monitoring)  

 기도개방과 적절한 가스교환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63. 흉곽 내 

튜브간호 (Tube 

Care: Chest)  

 흉강에 외부배액장치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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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환기보조 

(Ventilation 

Assistance)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극대화

시키는 최적의 자연스런 호흡형태를 증진

시키는 것  

               

65. 압박관리  

(Pressure 

Management)  

 신체부위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66. 욕창예방  

(Pressure Ulcer 

Prevention)  

 욕창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욕창의 발생

을 예방하기  
               

피부

/ 

상처

관리 

67. 피부감시 (Skin 

Surveillance)  

 피부와 점막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68. 저체온증 치료 

(Hypothemia 

Treatment)  

 심부체온이 섭씨 35 도 이하로 내려간 환자를

다시 따뜻하게 하고 감시하는 것  
               

체온

조절 69. 체온조절  

(Temperature 

Regulation)  

 정상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 보존하는 것                

70. 출혈예방 

(Bleeding 

Precautions)  

 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감소시키기  
               

71. 출혈감소 

(Bleeding 

Reduction)  

 출혈 시 혈액 소실량을 제한하기                 

72. 출혈감소: 상처  

(Bleeding 

Reduction : Wound)  

 외상, 절개, 또는 튜브나 카테터의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부터 혈액 손실량

을 제한하기  

               

73. 혈액제제 투여  

(Blood Products 

Administration)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투여 및 환자의 반응

을 감시하기  
               

조직

관류

관리 

74. 순환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  

(Circulatory 

Precaution)  

 관류에 장애가 있는 특정부위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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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정맥관리  

(Dysrrhythmia 

Management)  

 비정상적 심장리듬을 예방하거나 인식하여

이를 위한 치료를 촉진시키는 것  
               

76. 말초신경의 

색전간호 

(Embolus care)  

 말초순환계의 폐색이 있거나 폐색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합병증을 제한하기  
               

77. 수액관리  

(Fluid Management)  

 수분불균형을 증진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78. 수액감시  

(Fluid Monitoring)  

 수분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기  
               

79. 수액을 통한 

인공소생법 (Fluid 

Resuscitation)  

 처방된 정맥용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기                 

80. 혈류동태 조절  

(Hemodynamic 

Regulation)  

 심박동률, 전박출, 후박출, 심근수축력을

최적화하기  
               

81. 출혈 억제  

(Hemorrhage 

Control)  

 급속하고 과도한 혈액손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82. 고혈량증 관리  

(Hypervolemia 

Management)  

 세포내/외 수분량을 감소시키고 수분과다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  
               

83. 저혈량증 관리  

(Hypovolemia 

Management)  

 수분을 빼앗긴 환자에게 혈관 내 수분량을

늘이는 것  
               

84. 정맥주사 놓기  

(Intravenous(IV) 

Insertion) 

 수액, 혈액 또는 약물을 투여할 목적으로

말초정맥에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85. 정맥주사 요법 

(IV Therapy)  
 정맥용 수액이나 약물의 투여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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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침습성혈류동태 

감시(Invasive 

Hemodynamic Monito

ring)  

 심혈관기능을 판정하고, 치료요법을 적절

하게 조절하기 위해 침습적인 방법으로

혈액학적 수치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87. 혈관 절개술: 

동맥혈 채취 

(Phlebotomy: 

Arterial Blood 

Sample)  

 산소나 이산화탄소 분압 그리고 산염기 균형

을 사정하기 위해 캐뉼라가 없는 동맥혈관

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  

               

88. 정맥 절개술: 

정맥혈 채취 

(Phelcotomy: 

Venous Blood 

Sample)  

 캐뉼라가 없는 정맥혈관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기  
               

89. 쇼크관리 

(Shock Management)  

 심하게 조직관류가 손상된 환자에게 세포

폐기물을 제거하고 산소나 영양분이 전신

조직 으로 전달되는 것을 촉진하기  

               

  

90. 쇼크관리: 혈량 

(Shock 

Management : 

Volumes)  

 혈관 내 혈량이 심각하게 소실된 환자에게

적절한 조직관류를 증진하기  
               

의사

소통 

강화 

91.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  

 환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92. 신체상 강화  

(Body Image 

Enhancement)  

 환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지각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93. 의사결정 지지  

(Decision-making 

support)  

 건강간호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환자

에게 정보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  
               

행 

위  

대응

보조 

94. 정서 지지 

(Emotional 

Support)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재확신, 수용, 격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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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희망 주입 

(Hope 

Instillation)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도록

촉진하기  
               

96. 함께 있기 

(Presence)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모두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97. 안정감 강화 

(SecurityEnhanceme

nt)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감을 강화하는

것  
               

95. 접촉 (Touch)  
 의도적인 접촉을 통해 안위감을 주거나 의사

소통하기  
               

96. 건강교육  

( Health 

Education)  

 개인, 가족, 그룹 또는 지역사회가 건강을

유도하는 행동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나 학습 경험을 개발하고 제공

하기  

               

97. 학습촉진  

(Learning 

Facilitation)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98. 예비적 감각 

정보 (Preparatory 

Sensory 

Information)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검사나 치료를

수행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특정 감각 경험

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고 객관적인 용어

로 설명해주는 것  

               

환자

교육 

99. 교육: 

절차/치료(Teaching

: procedure/ 

Treatment)  

 처방된 절차 또는 치료에 대해 환자가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환자

를 도와줌  

               

100. 불안감소  

(Anxiety 

Reduction)  

 발생할지도 모르는 확인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된 근심, 두려움, 불길한 예감 및 불안감

을 최소화 하기  

               

심리

적인

  

안위

증진 

101. 평정법  

(Calming 

Technique)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환자에게 불안을

줄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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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의분산  

(Distraction)  

 바람직하지 못한 느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다른데로 집중하기 
               

103. 응급간호 

(Emergency Care)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생명구조 조치

를 제공하는 것  
               

위기

관리 104. 인공소생술 

(Resuscitation)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응급조치를 수행

하는 것  
               

105. 알러지 관리 

(Allergy 

Management)  

 음식물, 약물, 곤충에 물림, 자극물, 혈액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알러지 반응

을 확인, 치료, 예방하기  

               

106. 제한구역 설정  

(Area Restriction)  

 환자의 안전이나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환자

의 기동성을 특정영역내로 제한하기  
               

107. 환경관리  

(Environment 

Management)  

 치료상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주위환경을

조정하기  
               

108. 안전에 대한 

환경관리(Environme

nt Management: 

safety)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감시

하고 조정하기  
               

109. 낙상방지 

(Fall Prevention)  

 낙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110. 감염통제 

(Infection 

Control)  

 전염성 인자의 침입과 전파를 최소화하기                 

111. 감염보호 

(Infection 

Protection)  

 감염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감염예방과

조기발견  
               

112. 물리적 억제법  

(Physical 

Restraint)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

되는 기계적 억제기구나 수동으로 조작하는

억제대를 적용하고 감시, 제거하는 것  

               

안 

전  

위험

관리 

113. 감시: 안전  

(Surveillance : 

Safety)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환자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 계속

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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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활력증상 감시  

(Vital Signs 

Monitoring)  

 합병증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 심혈관계, 

호흡 및 체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것  

               

가 

족  

출산

간호 

115. 산후간호 

(Postpartal Care)  

 최근에 출산을 한 환자를 모니터하고 관리

하기  
               

116. 알콜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Controlled 

Substance    

Checking)  

 제한된 약물의 적절한 사용과 안전성 유지를

증진하기  
               

117. 응급카트 조사  

(Emergency Cart 

Checking)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라 응급카트(Emergency 

Cart)의 내용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118. 검사보조  

(Examination 

Assistance)  

 환자나 건강관리 제공자를 검사나 치료동안

보조하기  
               

119. 의사지원 

(Physician 

Support)  

 질적인 환자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협동하는 것  
               

건강

체계

관리 

120. 기계기술 관리  

(Technology 

Management)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거나 생명을 유지

시키는 기계적 장치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  
               

121. 기록 

(Documentation)  

 임상기록지에 적절한 환자의 자료를 기록

하는 것  
               

122. 사건보고서 

(Incident 

Reporting)  

 환자 간호 중에 환자에게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간호 체계의 상례적인

일과 모순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서면, 구두로 보고하는 것  

               

건 

강 

체 

계  

정보

관리 

123. 교대보고 

(Shift Report)  

 근무교대 시 다른 간호사와 필수적인 환자

간호정보를 교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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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3 (환자용)  

 

1. 다음 회복실 환자의 일반적 사항을 기입하고, 회복기 간호에서 사용하는 사례별 

간호중재내용과 그 빈도수를 정(正)자로 표시하세요.  

날짜 :  

   
환자 

이름 
성별 나이 

진료

과  
수술부위 마취종류 진단명 수술명  

마취

시간 

회복

시간 
비고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영역

   

종류 

(classes) 

중재명 

(Intervention)  
내용  

사

례 1 

사

례 2 

사

례 3 

사

례 4 

사

례 5 

1. 요관간호 

(Tube care: Urinary)  

 비뇨기 배액 장치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2. 간헐적도뇨(Urinary 

Catheterization: 

Intermittent)  

 방광을 비우기 위해 카테타를

규칙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3. 요배설 관리 

(Urinary Elimination 

Management)  

 최적의 요배설상태를 유지하는 것                

배설관리 

4. 요정체간호(Urinary 

Retention Care)  
 방광 팽창을 완화하도록 보조하기                

5. 침상안정간호 

(Bed Rest Care)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자

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증진 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생 

리 

학 

적: 

기 

본  

부동관리 

6. 체위 

(positioning)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나 환자의 신체일부를

신중하게 위치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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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동(transport)  
 환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8. 환경관리: 안위도모 

(Environment 

Management Comfort)  

 최적의 안위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의 주위환경을 조정하기  
               

9. 오심관리  

(Nausea Management)  
 오심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10. 통증관리 

(Pain management)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편안한

수준까지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감소

시킴  

               

신체안위

증진  

11. 구토관리 

(Vomiting Management) 
 구토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                 

12. 옷 입히기 

(Dressing)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옷을 고르고, 입히고, 벗기기  
               

13. 눈 간호 

(Eye care)  

 눈이나 시야의 통합성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14. 자가간호 보조: 

대소변(Self care 

Toileting)  

 배변, 배뇨를 도와주기                 

자가간호

촉진  

15. 튜브간호 

(Tube care)  

 신체외부 배액장치를 부착한 환자

에 대한 관리  
               

16. 산 염기관리 

(Acid-Base management) 

 산 염기 균형을 증진하고, 산 염기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17. 전해질 관리: 저칼륨

혈증(Electrolyte 

management:Hypokalemia) 

 칼륨균형을 증진하고 적정 혈청

칼륨 수준보다 부족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18. 전해질 감시  

(Electrolyte 

Monitoring)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 

생리 

학적

: 

복합 

적  

전해질과 

산-

염기관리 

19. 수분/전해질 관리  

(Fluid Electrolyte 

Management)  

 비정상적 수분/전해질로 인해 발생

하는 합병증을 조절하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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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혈당 관리 

(Hyperglycemia 

Management)  

 정상범위 이상의 혈중 포도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21. 저혈당 관리  

(Hypoglycemia 

Management)  

 저혈당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22. 진통제투여 

( Analgesic 

Administration)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약물

을 사용하기  
               

23. 마취제투여:  

척추강 내 (Analgesic 

Administration: 

Intraspinal)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

해 경막외로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 
               

24. 의식진정 

(conscious Sedation)  

 진단이나 치료적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진정제를 투여하고, 반응을

감시하고, 필요한 신체적 지지를

제공하기  

               

25. 투약 (Medication 

Administration)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준비, 처방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26. 투약: 정맥 

(Medication 

Administration: 

Intravenous(IV))  

 정맥내로 주입할 약물을 주입하고

투여하는 것  
               

약물관리 

27. 환자 자가조절 

진통제투여 보조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  

 환자가 진통제 투여 및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촉진하기 

  

   

               

신경계 

관리  

28. 체위: 신경학적 

(Positioning : 

Neurologic)  

 척수손상이나 척추의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최적의 적절한 신체선열을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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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뇌관간호(Tube care: 

ventriculostomy /Lumbar 

Drain)  

 뇌척수액 배액장치를 부착한 환자

에 대한 관리  
               

30. 자가 수혈 

(Autotransfusion)  

 수술중이나 수술 후 깨끗한 상처로

부터 유출된 피를 모아 환자에게 재

주입하는 것  

               
수술전후 

간호  
31. 마취 후 간호  

(Postanesthesia Care) 

 전신적, 국소적 마취를 경험한

직후의 환자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32. 인공기도삽입 

(Airway Insertion and 

Stabilization)  

 인공기도를 삽입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보조함으로써 인공기도를 고정

시키기  

               

33. 기도관리 

(Airway Management)  

 공기흐름을 위한 기도개방

(patency)을 촉진하기  
               

34. 기도흡인 

(Airway suctioning)  

 환자의 구강기도 혹은 기관 속으로

흡입관을 삽입하여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35. 인공기도관리 

(Artificial Airway 

Management)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술용 튜브를

유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36. 흡입예방  

( Aspiration 

precautions)  

 흡입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

요소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37. 물리적 흉곽요법  

(Chest physiotherapy) 

 환자의 기도분비물을 뱉게 하거나

뽑기 위해 말초기도에서 중심기도

쪽으로 기도분비물을 옮기도록 보조

하기  

               

38. 기침장려  

(Cough Enhancement)  

 강제적인 공기배출을 위해 높은

흉곽 내 압력을 유도하고, 폐실질

을 압박함으로써 환자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도록 증진하기  

               

  

  

  

  

  

  

  

  

  

  

호흡 관리 

  

  

  

  

  

  

  

  

  

  

  

  

  

  

39. 기관 내 삽관제거  

(Endotracheal 

Extubation)  

 비강인두나 구강인두로부터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의도적으로 제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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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계적 환기 

( Mechanical 

Ventilation)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 인공

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것  
               

41. 기계적 환기장치 

제거(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  

 기계적 환기장치의 보조 없이 환자

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조하기  
               

42. 산소요법  

(Oxygen Therapy)  

 산소를 투여하고 그 효과성을 감시

하기  
               

43.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 (Respiratory 

Monitoring)  

 기도개방과 적절한 가스교환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44. 흉곽 내 튜브간호  

(Tube Care : Chest)  

 흉강에 외부배액장치를 부착한

환자에 대한 관리  
               

  

  

   

45. 환기보조  

(Ventilation 

Assistance)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자연스런 호흡

형태를 증진시키는 것  

               

46. 압박관리  

(Pressure Management) 
 신체부위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47. 욕창예방  

(Pressure Ulcer 

Prevention)  

 욕창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욕창의 발생을 예방하기  
               피부/상처

관리  

48. 피부감시  

(Skin Surveillance)  

 피부와 점막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기  

               

49. 저체온증 치료  

(Hypothemia Treatment) 

 심부체온이 섭씨 35 도 이하로

내려간 환자를 다시 따뜻하게 하고

감시하는 것  

               

체온조절 
50. 체온조절 

(Temperature 

Regulation)  

 정상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 보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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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출혈예방  

(Bleeding Precautions) 

 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출혈

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감소

시키기 

               

52. 출혈감소  

(Bleeding Reduction)  
 출혈 시 혈액 소실량을 제한하기                

53. 출혈감소: 상처  

(Bleeding Reduction : 

Wound)  

 외상, 절개, 또는 튜브나 카테터의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로부터 혈액 손실량을 제한하기  

               

54. 혈액제제 투여  

(Blood Products 

Administration)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투여 및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기  
               

55. 순환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Circulatory 

Precaution)  

 관류에 장애가 있는 특정부위를

보호하기  
               

56. 부정맥관리  

(Dysrrhythmia 

Management)  

 비정상적 심장리듬을 예방하거나

인식하여 이를 위한 치료를 촉진

시키는 것  

               

57. 말초신경의 색전간호

(Embolus care)  

 말초순환계의 폐색이 있거나 폐색

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합병증을

제한하기  

               

58. 수액관리  

(Fluid Management)  

 수분 불균형을 증진하고, 비정상적

이거나 부적절한 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59. 수액감시  

(Fluid Monitoring)  

 수분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60. 수액을 통한 

인공소생법  

(Fluid Resuscitation) 

 처방된 정맥용 수액을 빠르게 주입

하기  
               

 

조직관류

관리  

61. 고혈량증 관리  

(Hypervolemia 

Management)  

 세포내/외 수분량을 감소시키고

수분과다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  

               

 

 

 



 - 95 -

62. 저혈량증 관리  

(Hypovolemia 

Management) 

 수분을 빼앗긴 환자에게 혈관 내

수분량을 늘이는 것  
               

63. 정맥주사 놓기  

(Intravenous(IV) 

Insertion)  

 수액, 혈액 또는 약물을 투여할

목적으로 말초정맥에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64. 정맥주사 요법  

(IV Therapy)  

 정맥용 수액이나 약물의 투여와

감시  
               

65. 침습성 혈류동태 

감시(Invasive 

Hemodynamic Monitoring)

 심혈관기능을 판정하고, 치료요법

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침습

적인 방법으로 혈액학적 수치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66. 혈관 절개술: 동맥혈

채취 (Phlebotomy: 

Arterial Blood Sample) 

 산소나 이산화탄소 분압 그리고

산염기 균형을 사정하기 위해

캐뉼라가 없는 동맥혈관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  

               

67. 정맥 절개술: 정맥혈

채취(Phelcotomy: Venous 

Blood Sample)  

 캐뉼라가 없는 정맥혈관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기  
               

68. 쇼크관리 

(Shock Management)  

 심하게 조직관류가 손상된 환자

에게 세포 폐기물을 제거하고 산소

나 영양분이 전신 조직으로 전달

되는 것을 촉진하기  

               

  

69. 쇼크관리: 혈량 

(Shock Management : 

Volumes) 

 혈관 내 혈량이 심각하게 소실된

환자에게 적절한 조직관류를 증진

하기  

               

의사소통 

강화  

70.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  

 환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

하기  

               행위 

대응보조 

71. 신체상 강화  

(Body Image 

Enhancement)  

 환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지각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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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서 지지 

(Emotional Support)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재확신, 수

용, 격려를 제공하는 것  
               

73. 희망 주입  

(Hope Instillation)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도록 촉진하기  
               

74. 함께 있기 

(Presence)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모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75. 안정감 강화  

(Security Enhancement)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감을

강화하는 것  
               

76. 접촉 (Touch)  
 의도적인 접촉을 통해 안위감을

주거나 의사소통하기  
               

77. 건강교육  

( Health Education)  

 개인, 가족, 그룹 또는 지역사회가

건강을 유도하는 행동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나

학습 경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78. 학습촉진  

(Learning Facilitation)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79. 예비적 감각 정보  

(Preparatory Sensory 

Information)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검사

나 치료를 수행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특정 감각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고 객관적인 용어로

설명해주는 것  

               

환자교육 

80. 교육: 절차/치료 

(Teaching: procedure/ 

Treatment)  

 처방된 절차 또는 치료에 대해

환자가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도와줌  

               

81. 불안감소  

(Anxiety Reduction)  

 발생할지도 모르는 확인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된 근심, 두려움, 불길

한 예감 및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심리적인  

 안위증진 
82. 주의분산  

(Distraction)  

 바람직하지 못한 느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다른데로 집중하기 

               

위기관리 
83. 응급간호 

(Emergency Care)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생명

구조 조치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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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인공소생술 

(Resuscitation)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것  
               

85. 알러지 관리 

(Allergy Management)  

 음식물, 약물, 곤충에 물림, 자극

물, 혈액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알러지 반응을 확인, 

치료, 예방하기  

               

86. 제한구역 설정  

(Area Restriction)  

 환자의 안전이나 행동통제를 목적

으로 환자의 기동성을 특정영역내로

제한하기  

               

87. 환경관리 

(Environment 

Management)  

 치료상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주위

환경을 조정하기  
               

88. 안전에 대한 

환경관리 (Environment 

Management: safety)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89. 낙상방지  

(Fall Prevention)  

 낙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특별

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90. 감염통제 (Infection 

Control)  

 전염성 인자의 침입과 전파를

최소화하기  
               

91. 감염보호 (Infection 

Protection)  

 감염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감염

예방과 조기발견  
               

92. 물리적 억제법  

(Physical Restraint)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적 억제기구나

수동으로 조작하는 억제대를 적용

하고 감시, 제거하는 것  

               

93. 감시: 안전  

(Surveillance : Safety)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환자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하기  

               

안전 위험관리 

94. 활력증상 감시  

(Vital Signs 

Monitoring)  

 합병증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

심혈관계, 호흡 및 체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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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출산간호 
95. 산후간호 

(Postpartal Care)  

 최근에 출산을 한 환자를 모니터

하고 관리하기  
               

96. 알콜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 

(Controlled Substance 

Checking)  

 제한된 약물의 적절한 사용과 안전

성 유지를 증진하기  
               

97. 응급카트 조사  

(Emergency Cart 

Checking)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라 응급

카트(Emergency Cart)의 내용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98. 검사보조 

(Examination 

Assistance)  

 환자나 건강관리 제공자를 검사나

치료동안 보조하기  
               

99. 의사지원 (Physician 

Support)  

 질적인 환자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협동하는 것  
               

건강체계

관리  

100. 기계기술 관리  

(Technology Management)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거나 생명

을 유지시키는 기계적 장치나 기구

를 사용하는 것  

               

101. 기록 

(Documentation)  

 임상기록지에 적절한 환자의 자료

를 기록하는 것  
               

102. 사건보고서 

(Incident Reporting)  

 환자 간호 중에 환자에게서 바람직

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간호

체계의 상례적인 일과 모순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서면, 

구두로 보고하는 것  

               

건강

체계 

정보관리 

103. 교대보고  

(Shift Report)  

 근무교대 시 다른 간호사와 필수

적인 환자 간호정보를 교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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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그룹의 간호중재별 동의율과 평균빈도  

 

 

간호중재명 

동의

율 

(%) 

평균

빈도 

 

1. 요관간호(Tube care: Urinary)* 60 2.4 

2. 간헐적 도뇨(Urinary Catheterization: Intermittent)* 100 3 

3. 요배설 관리(Urinary Elimination Management) 80 2.4 

4. 요정체간호(Urinary Retention Care)* 80 3 

5. 침상안정간호(Bed Rest Care) 100 4 

6. 체위(positioning) 100 3.2 

7. 이동(transport) 80 3.2 

8. 환경관리: 안위도모(Environment Management Comfort) 100 3.8 

9. 오심관리(Nausea Management) 100 4 

10. 통증관리(Pain management) 100 4 

11. 구토관리(Vomiting Management) 100 4 

12. 옷 입히기(Dressing) 100 3.6 

13. 눈 간호(Eye care) 100 4 

14. 자가간호 보조: 대소변 

(Self care Assistance: Toileting) 
100 3.8 

15. 튜브간호(Tube care) 100 4 

16. 산 염기관리(Acid-Base management) 80 1.2 

17. 전해질 관리: 저칼륨혈증 

(Electrolyte management : Hypokalemia) 
100 1.8 

18. 전해질 감시(Electrolyte Monitoring) 80 2 

19. 수분/전해질 관리(Fluid Electrolyte Management) 80 2.2 

20. 고혈당 관리(Hyperglycemia Management) 1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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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혈당 관리(Hypoglycemia Management) 100 2.4 

22. 진통제투여(Analgesic Administration) 100 4 

23. 마취제투여: 척추강 내 

(Analgesic Administration: Intraspinal)* 
100 3 

24. 의식진정(conscious Sedation) 100 2.4 

25. 투약 (Medication Administration) 100 1.6 

26. 투약: 정맥  

(Medication Administration: Intravenous(IV))  
100 4 

27. 환자 자가조절 진통제투여 보조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Assistance) 
100 4 

28. 체위: 신경학적(Positioning: Neurologic)* 100 4 

29. 뇌관간호(Tube care: ventriculostomy /Lumbar Drain)* 100 1.6 

30. 자가 수혈(Autotransfusion)* 80 1.6 

31. 마취 후 간호(Postanesthesia Care) 100 4 

32. 인공기도삽입(Airway Insertion and Stabilization) 100 2.4 

33. 기도관리(Airway Management) 100 3.6 

34. 기도흡인(Airway suctioning) 100 2.6 

35. 인공기도관리(Artificial Airway Management) 100 2.4 

36. 흡입예방(Aspiration precautions) 100 3.8 

37. 물리적 흉곽요법(Chest physiotherapy) 100 3 

38. 기침장려(Cough Enhancement) 100 4 

39. 기관 내 삽관제거(Endotracheal Extubation) 100 2 

40. 기계적 환기(Mechanical Ventilation) 100 1.8 

41. 기계적 환기장치 제거(Mechanical Ventilatory Weaning) 100 1.2 

42. 산소요법(Oxygen Therapy) 100 4 

43. 호흡과 관련된 자료감시(Respiratory Monitoring) 100 3.4 

44. 흉곽 내 튜브간호(Tube Care: Chest)* 10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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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환기보조(Ventilation Assistance) 80 2.4 

46. 압박관리(Pressure Management) 80 2.4 

47. 욕창예방(Pressure Ulcer Prevention) 80 2.4 

48. 피부감시(Skin Surveillance) 100 4 

49. 저체온증 치료(Hypothemia Treatment) 100 3.8 

50. 체온조절(Temperature Regulation) 100 4 

51. 출혈예방(Bleeding Precautions) 100 3.6 

52. 출혈감소 (Bleeding Reduction) 80 2.2 

53. 출혈감소: 상처(Bleeding Reduction: Wound) 100 2.4 

54. 혈액제제 투여(Blood Products Administration) 100 3.4 

55. 순환장애 예방을 위한 간호(Circulatory Precaution) 80 2.4 

56. 부정맥관리(Dysrrhythmia Management) 100 3.2 

57. 말초신경의 색전 간호(Embolus care)* 100 2.8 

58. 수액관리(Fluid Management) 100 4 

59. 수액감시(Fluid Monitoring) 100 4 

60. 수액을 통한 인공소생법(Fluid Resuscitation) 80 2.2 

61. 고혈량증 관리(Hypervolemia Management) 100 2.2 

62. 저혈량증 관리(Hypovolemia Management) 100 3 

63. 정맥주사 놓기(Intravenous(IV) Insertion) 100 3 

64. 정맥주사 요법(IV Therapy) 100 4 

65. 침습성 혈류동태 감시 

(Invasive Hemodynamic Monitoring)* 
100 1.8 

66. 혈관 절개술: 동맥혈 채취 

(Phlebotomy: Arterial Blood Sample) 
80 1.4 

67. 정맥 절개술: 정맥혈 채취 

(Phelcotomy: Venous Blood Sample)* 
80 2.2 

68. 쇼크관리(Shock Management)* 1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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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쇼크관리: 혈량(Shock Management: Volumes)* 100 3.4 

70.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100 4 

71. 신체상 강화(Body Image Enhancement) 80 2.2 

72. 정서 지지(Emotional Support) 80 3.2 

73. 희망 주입(Hope Instillation) 80 3 

74. 함께 있기(Presence) 80 3.6 

75. 안정감 강화(Security Enhancement) 100 3.8 

76. 접촉(Touch) 100 3.6 

77.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80 2.6 

78. 학습촉진(Learning Facilitation) 100 2.8 

79. 예비적 감각 정보(Preparatory Sensory Information) 100 3.4 

80. 교육: 절차/치료(Teaching: procedure/ Treatment) 100 3.8 

81. 불안감소(Anxiety Reduction) 100 2.6 

85. 알러지 관리(Allergy Management)* 100 3.2 

86. 제한구역 설정(Area Restriction) 100 4 

87.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 100 3.8 

88. 안전에 대한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 safety) 100 3.8 

89. 낙상방지(Fall Prevention) 100 4 

90. 감염통제(Infection Control) 100 4 

91. 감염보호(Infection Protection) 100 4 

92. 물리적 억제법(Physical Restraint) 100 3 

93. 감시: 안전(Surveillance: Safety) 100 3.8 

94. 활력증상 감시(Vital Signs Monitoring) 100 4 

95. 산후간호(Postpartal Care)* 80 2.4 

96. 알콜 및 제한된 약물사용 점검 

(Controlled Substance Checking) 

80 1.4 

97. 응급카트 조사(Emergency Cart Checking)* 1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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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검사보조(Examination Assistance) 100 2.2 

99. 의사지원(Physician Support) 100 3.8 

100. 기계기술 관리(Technology Management) 100 3.8 

101. 기록(Documentation) 100 4 

102. 사건보고서(Incident Reporting)* 100 2 

103. 교대보고(Shift Report) 100 3.6 

*: 전문인그룹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출된 19개 중재목록 



 - 104 -

Analysis of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PACU 

Using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Focusing on one University Hospital- 

 

                          Kwon Eun Jeong 

                                     Dept. of Nursing Education 

                                        Th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through nursing intervention surveys from McCloskey 

and Bulechek's (2000) NIC, was carried out with the objective of 

comprehending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after surgery. These include content and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s, and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s according to 

clinical department and recovery time.  

  A survey was conducted on a professional panel group from March 31st 

to April 6th of 2006 in order to select the interventions, from the 

486 NIC interventions adapted by Choi, Soon-Hee et al (2003), that are 

applicable to recovery stage patients. 104 from the 112 nursing 

interventions list used by Lee, Yoon-Young (2001) were chosen, and 22 

others that received 80% or more agreement from the first survey were 

added. From April 12th to 14th of 2006, a second survey of the 126 

interventions was conducted on the professional panel group. Through 

this survey, using rate of agreement and Likert's 4 point scale, 103 

items that received 80% or more agreement were chosen. 150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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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underwent general anesthesia in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ere observed by one researcher and one nurse to see how the 103 

nursing interventions were actually applied. This patient group 

consisted of 10 from chest surgical, 30 from neurosurgical, 44 from 

general surgical, and 66 from the orthopedics department. The observed 

contents were documented on the nursing intervention record sheet.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April 24th to May 18, 2006, and data was 

analyzed as follows: in dat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as analyzed by mistakes and ratio; nursing interventions, 

clinical departments and interventions according to recovery time were 

shown as total frequency, average frequency and order of frequency 

using SPSS 10.0K/PC Program; and χ²-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nursing interventions according to clinical department 

and recovery tim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applied nursing intervention was the 

checking of vital signs. Recording, monitoring data related to 

respiration, and management of machinery followed. Positioning, 

ambulance, management of environment (security), management of 

hydration/electrolytes, nursing after anesthesia, monitoring of skin, 

management of intravenous drip, IV injection methods, establishment of 

restricted area, management of environment, management of environment 

related to safety, monitoring (safety), and reporting shift changes, 

etc followed respectively. Field-wise, physiological multi-area 

nursing interventions were applied most frequently. Safety, health 

system, basic physiology and action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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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in the physiological multi-area field, respiratory care was 

applied the most, and monitoring data related to respiration, oxygen 

therapy, cough encouragement followed in nursing interventions. Next, 

in the safety field, management of dangers was the only one used, and 

vital sign monitoring was most frequent in nursing interventions, with 

establishment of restricted area, management of environment, 

management of environment related to safety, monitoring (safety), 

prevention of falling came followed. In the health system area, 

management of information was applied the most, and recording was 

highest in frequency in nursing interventions. In basic physiology, 

all four nursing intervention groups were practiced, with management 

of immobility most frequent. In the action area all four intervention 

groups were practiced, with support in adjustment most frequent.  

  Third, nursing interventions practiced in each clinical department 

were applied at almost equal frequencies, making the top three the 

same. Specifically, in chest surgery, the nursing interventions most 

frequently practiced on subjects were management of dangers, 

respiratory management, management of information, promotion of 

psychological comfort, and management of health system. Also, practice 

of management of medication and patient edu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other clinical departments. Management of 

machinery skills and support in testing was also high, whereas 

management of blood flow and management of excretion was low. Most 

frequently practice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eurosurgical 

department included management of dangers, respiratory management, 

management of information, which were comparatively higher tha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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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Other frequently applied interventions were promotion of 

self-care, management of electrolytes and acid/base balance, 

management of nervous system, and management of excretion, and control 

of body temperature was low in frequency. In general surgery, the 

highest ranking nursing interventions were the same as those in other 

departments, but promotion of physical comfort, management of 

medication, and patient education turned out low. In comparison to 

other departments, the order of frequently applied nursing 

interventions in orthopedics were different in that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respiratory management switched rankings by a small 

margin. Also, management of skin/wounds was comparatively high, and it 

can be seen that many interventions related to management of pressure 

and prevention of bedsores were practiced. χ²- test was applied to 

find out the differenced between nursing intervention classes 

according to each department,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nagement of immobility, promotion of physical comfort, promotion of 

self-care, respiratory management, management of skin/wounds, 

management of blood flow, promotion of psychological comfort, 

management of dangers, management of health system,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were seen.  

  Fourth, in nursing intervention classes related to recovery time, 

management of excretion and promotion of physical comfort in the basic 

physiology field, management of medication and respiratory management 

in the multi physiology field, patient education and promotion of 

psychological comfort in the action field, management of dangers in 

the safety field, and management of health system and manag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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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 the health system field was shown to be practiced more 

frequently in recovery times over 61 minutes than under 60 minutes. 

χ²- test was used to find out the differenced between nursing 

intervention classes according to recovery time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nagement of immobility, promotion of physical comfort, 

management of medication, respiratory management, management of 

skin/wounds, management of blood flow, management of dangers, 

management of health system,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were seen.  

  Nursing interventions practiced in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focused on nursing to stabilize vital signs after general anesthesia, 

to prevent respiratory complications due to surgery, and to prevent 

surgical complications; safety nursing to prevent dangers that may 

happen before the patient has completely regained consciousness; use 

and management of machinery such as those monitoring the patient's 

state or is prolonging the patient's life; nursing recording, a form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nursing to promote a patient's 

emotional stability after surgery.  

  The above results related to the contents and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especially the 

differences in nursing intervention frequency in each clinical 

department, should be used to develop education protocols for new 

nurses in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that are lacking should be supplemented 

and development researched. Repetitive researches on post-anesthetic 

care unit nursing interventions using more patients and researches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recovery time according to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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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should be progressed, and an electronic nursing record 

system, based on the contents and frequencies of nursing interventions, 

that fits the needs of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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