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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적 의사결정지지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은 의료인이 임상지식 및 환자정보를 사용하여 임상적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 및 실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 시

스템을 말한다[1]. CDSS는 환자와 관련된 임상자료의 해석을 쉽게 해

주고 정보로 구조화하여 임상적 추론을 위해 알고리즘을 생성하므로

[2] 의료전문가의 진단이나 추론과정을 임상적 추론 규칙으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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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ntents of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nd assess the actual degree of utiliz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performance of pressure ulcer prevention car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April 2020. The development of th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was carried out through the steps of according to the ADDIE (analysis -design-development-implementation and evalu-

ation) model. The system was built using Android, iOS, and Safari 604.1 browsers. This study was assess the utilization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developed over four weeks to 23 nurs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5.0 program. Results: Algorithm for calculation of risk of oral 

mucous pressure ulcer was developed in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nd information on determination of skin pressure ulcer and oral mucosa pres-

sure ulcer stage and suitable nursing interventions were constructed. At the skin pressure ulcer stage, the deep tissue injury suspected stage and unclas-

sified stage were used a lot.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second stage of oral mucosa pressure ulcer and the risk level of 31-60% was used a lot.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has been developed as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ontent applicable to practice for nurses at the pres-

sure ulcer preventio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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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식을 처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1]. 이

에 국내외에서는 임상자료를 CDSS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

료요소를 정형화, 구조화, 표준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이 신경병증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 

CDSS를 개발·적용하였을 때 실무지침준수의 향상을 살펴볼 수 있었

고[3],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내 낙상위험 평가, 고위험

군 환자의 낙상예방간호 임상적 의사결정지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

용한 후, 낙상위험 평가 기록들이 사용 전에 비해 약 6% 향상되었으며,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0.45.4.365&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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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4]. CDSS의 개발을 위

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의 개발 및 평가[5]와 같은 기초연구뿐만 아

니라 실무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를 위한 간호과정 CDSS [6]에 

활용하거나 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4] 시범적 연구 등 간호에

서도 간간히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CDSS의 활용이 의사소통

의 향상이나 근거기반 지식의 근원으로 실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에 근거할 때[4], 간호에 있어서도 CDSS의 개발과 활용은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간호사의 업무 중 독자적 간호행위가 가능하며 환자의 안전과 

안위의 측면에서 중요한 욕창예방간호에 CDSS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신체 특정부위의 지속적 압력으로 인한 피부욕창의 경우 기동력이 상

실된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기능적 회복을 방해하여 환자의 삶의 질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7] 간호문제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피부상태 

변화를 초기에 사정하는 욕창예방간호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7]. 하지만, 다른 피부염과 발생부위가 유사하여 혼동이 

잦아 조기 욕창 발견 가능성이 낮은 점[8], 욕창단계를 정확하게 분류

하여[8] 적합한 간호중재를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

은 과제로 남아있다. 즉, 욕창의 발생은 전단력, 영양, 활동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7,8] 정확한 판별이 쉽지 않다. 더

욱이 욕창과 실금관련 피부염에 대한 잘못된 구분은 부적절한 예방적 

간호, 치료, 보고의 오류, 간호 질 지표에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8,9] 조직 손상에 따른 욕창단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드레

싱 적용에 있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9].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가 이

용 가능한 욕창관리 지침들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어 쉽게 활용하기에

는 제한이 있다[10]. 

특히, 구강점막욕창은 의료기기관련 욕창 중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11] 위험평가도구가 존재하는 피부욕창과는 달리 아직 위험요

인이나 구체적인 발생률 등의 규명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위험도를 산

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점막욕창은 피부와는 다른 점막층의 해부

학적 특성 때문에[12] 미국이나 유럽의 욕창자문위원단(National Pres-

sure Ulcer Advisory Panel, European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은 

단계구분 없이 욕창의 유무로만 판단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1단계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구분이 필요한 실

정이다. 주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인 호발부

위와는 다른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11] 위험예측은 

필수적이며, 단계에 따른 더욱 민감하고 정확한 간호수행이 필요하다

[11,12]. 

따라서, 욕창예방간호수행을 위한 CDSS에는 욕창 위험도를 예측하

고, 단계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그에 맞는 적합한 예방간호수행을 제안

하는 기능이 핵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피부욕창의 경우 단계판별의 기

준이 명확하지만, 간호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실무에

서 적절한 욕창간호제공에 큰 장애요인이다. 이에, 현재 일부 포털사이

트 등에서 제공하는 사물인식시스템과 같이 욕창사진인식을 통한 단

계판단을 제공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지나 사진자료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의 간

호기록에 나타난 욕창의 특성과 단계의 구분을 지식체로 구축하여 실

제 단계의 판단에 근거를 제공하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

cessing)를 활용할 수 있다[2,13]. 자연어(natural language)란 비정형적 

언어나 구문을 말하며 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추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형식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14] 인공지능의 한 유형이

다. 임상에서 환자의 비구조화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분류 작업

을 위해 자연어처리를 활용하였고[15]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하여 예

측하는데 도움을 주고[13] 임상적 조언을 제공해 주는 등[2,16] 활용이 

늘어가고 있다. 욕창의 단계별 특성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개별욕창

의 분류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 욕창간호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점막욕창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

여 적극적 예방간호를 제공하고, 단계구분을 적용한다면 점막에 나타

나는 많은 의료기기관련 욕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사를 위한 욕창예방용 임상적 의사결정 어플리케이

션(application)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욕창예방간호를 위한 임상적 의사결정 어플리케이션의 컨텐

츠를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간호사들의 실제 활용정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효과적인 욕창예방간호 증진을 위한 CDSS 

컨텐츠를 개발하고, 적용 후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22]의  

2차 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로 

욕창 환자 간호 경험이 있고, (2) 현재에도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직접

간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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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부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1386-201911-HR-

47-0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 가능성, 참여의 자율성, 자료수

집 방법 등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초

기 대상자는 23명이 모집되었고 연구기간 중 중도탈락자는 없었다. 

연구도구

CDSS 웹 사이트 평가

웹 사이트가 가져야 하는 요건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Tsai and Chai [17]가 제시한 도구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형식

으로는 전반적인 느낌, 다운로드와 화면전환속도, 접근성, 편리성의 네 

가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평가요소 중 큰 범주인 내용의 유용성

(명확성, 실무의 적용가능성)과 신뢰성(최신자료 여부, 정확성)의 두 영

역에서 각 두 문항을 포함한 총 8문항을 활용하였다. 평가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이었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6이었다. 

CDSS 활용정도

CDSS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ID)

를 부여한 후 웹상의 관리자화면에 기록된 개인별 4주간 매일 접속한 

횟수와 총 활용시간(min)을 구하였다. 접속한 피부욕창단계 영역과 

구강점막욕창위험도와 단계 영역에의 활용은 접속횟수를 토대로 구

하였다.

진행절차

본 CDSS 개발은 ADDIE (analysis - design - development - imple-

mentation – evaluation)모형[18]에 따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Figure 1). 

분석단계

요구분석을 위하여 11개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병동과 중환

자실에서 근무 중인 570여 명의 욕창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피부욕창과 구강점막욕창예방간

호 수행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범위와 

내용 등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욕창에 대한 국내 ·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국외 자료는 PubMed, Cochrane Library CENTRAL, Cu-

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을, 

국내 자료는 국회 전자 도서관, 한국 학술정보, 보건연구정보 센터, 학

술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둘째, 임상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일개 대학병원의 최근 3년간의 의무기록 내용을 분석하였다. 욕창

위험도 예측의 여부, 욕창단계 판단의 정확성, 간호활동의 적합성, 임상

실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간호활동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

금까지 개발된 국내 ·외 욕창예방간호 웹사이트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계단계

최근 욕창분류체계에 포함된 의료기기관련 욕창과 구강점막욕창 

등 개정된 욕창단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거기반 욕창관리 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구성과 피부욕창 단계판별, 구강점막욕창 

단계판별 및 위험도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과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피

부욕창의 단계판별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개 대학

병원의 욕창관련 간호기록을 발췌하였다. 자료의 발췌는 연구자, 간호

학 교수 1인, 간호학과 재학생 연구보조원 1인이 담당하였다. 욕창 단

계판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2시간 이상 학습기회를 갖고, 80% 

이상의 일치도를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

니라, 함께 자료수집을 하면서 판단이 모호한 기록지 내용에 대해서는 

3인의 합의를 통해 단계를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간호활동기록

지에 속한 욕창관련 서술기록 2,011건과 이와 관련된 상처간호사들의 

욕창기록지에서 표현된 욕창의 단계를 매칭시켜 자연어처리하였다.

구강점막욕창의 단계판별은 수정된 Reaper Oral Mucosa Pressure 

Injury Scale (ROMPIS) 도구[19]를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고 사용

자가 체크한 것 중 가장 상위단계가 구강점막욕창의 해당 단계인 것으

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단계판별 후 적용할 간호중재를 개발하였다. 구

강점막욕창에서는 위험도를 판별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

구[20] (식 1)에서 도출된 딥러닝 기반 위험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Table 1). 

Figure 1.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ontents development proce-
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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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CDSS 컨텐츠의 적용 후 평가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욕창을 표현한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워드클라우드 생성기(http://wordcloud.kr)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CDSS의 개발

최종 개발된 웹기반 CDSS 컨텐츠는 45개의 화면으로 구현하였고, 

Android, iOS와 Safari 604.1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각각의 구성을 클릭하면 알고리즘 대로 유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

록 개발하였으며, 명칭은 ‘욕창위험도, 단계 판단기’로 하였다. 웹 사이

트와 자연어처리 서버는 ‘Web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

face)’를 이용하였고, ‘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크게 피부욕창, 구강점막욕창 영역으로 

하였고, 개발된 웹 사이트의 주소는(http://cdsspu.com/)이다. 전문가 평

가의 결과 개발된 웹기반 CDSS에 대한 Item Content Validity Index  

(I-CVI)는 0.96, Scale CVI는 0.88로 나타났다.

피부욕창은 ’단계 판별’과 ‘학습하기’의 두 범주로, 구강점막욕창은 

‘욕창위험도’, ‘단계 판별’, ‘학습하기’의 세 범주로 개발하였다. 피부욕

창의 단계판별은 자연어처리를 통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고, 알고리

즘의 learning accuracy 결과는 82.14%, test accuracy는 82.58%로 나타

났다. 구강점막욕창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산출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 역시 환자의 임상적 자료를 바탕으로 딥러닝

을 활용하여 구강점막욕창위험도를 산출하게 하였다. 아랫입술과 윗

입술의 욕창발생위험도를 따로 제시하였다. 이에 사용 여부는 0과 1로 

코딩하고, 생리지표의 수치는 값을 그대로 입력하여 자동으로 위험도

가 산출되도록 하였다. 위험도는 최대값 대비 산출값의 비율을 구하여 

하(30% 이하), 중(31-60%), 상(61% 이상)의 세 단계로 산출되도록 구성

하고 각 위험도에 적합한 예방간호중재안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CDSS의 활용정도

매일 사용한 횟수가 11회 초과 15회 이하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고, 16회 이상이 26.1%로 평균 13.83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4주간 총 사용한 시간은 30분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고, 

16분 초과 30분 이하가 30.5%였다. 이들 대상자들의 4주간 평균 사용

시간은 27.30분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접속하여 가장 많이 찾아본 

개발단계

설계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된 스토리보드와 알고리즘을 웹 

사이트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최종 매체 제작단계에 들어갔다. 개발된 

플랫폼은 우선, 피부욕창단계판별을 위해서는 환자를 관찰한 사용자

들이 환자의 욕창상태에 대해서 비정형적인 언어로 입력하였을 때 환

자의 욕창단계를 판단해주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적합한 간호중재를 

제안하도록 구성하였다. 구강점막욕창의 단계판별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강점막상태의 특성을 체크하게 한 후 단계를 판단해주고, 간호중재

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강점막욕창의 위험도는 상 ·하악

으로 구분하여 각 위험식을 구동시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해 위

험도를 판별하고 예방적 간호중재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개발 후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3명의 전문가 집단(간

호학 교수 2인, 간호사 1인)으로 하여금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하

였다[21]. 

활용 및 평가단계

개발된 CDSS의 활용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활용이 이

루어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활용이 가능하므로[22] 대상자로 하여금  

4주간 활용하게 하였다. 대상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접속할 주소를 알

려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관리

자 페이지에서 관리하였다. 사용 시 환자의 욕창상태를 직접 관찰한 

Table 1. Algorithm example for risk of lower oral mucosa pressure ulcer 
development

Biteblock/
airway use

Steroid 
use

Commercial 
ETT holder use

Answer
Risk 
(%)

Baseline 0 0 0 -0.332 0 
1 0 0 0.770 21 
0 1 0 1.467 34 
0 0 1 2.052 45 
1 1 0 2.569 55 
1 0 1 3.154 66 
0 1 1 3.851 79 

Maximum level 1 1 1 4.953 100 

ETT, endotracheal tube.
Risk (%)=(result-baseline)/(maximum level-baseline)×100.

(식 1) Formula for calculating the risk degree of pressure ulcer

•	 	Logit of lower oral-mucosa PUs development
  E1= -0.332+1.102 (bite-block or airway use)+1.799 (steroid use)+ 

2.384 (commercial ETT holder use) 

•	 	Logit of upper oral-mucosa PUs development
  E2= -0.708+2.608 (commercial ETT holder use)−1.448 (vasopressor use)+ 

0.189 (haematocrit level)−2.436 (albumin level)

E, expected value; PUs, pressure ulcer.

http://wordcloud.kr
http://cdssp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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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욕창 단계는 심부조직손상 의심단계(17.1%), 미분류단계(15.5%), 

1·2단계(22.4%) 순이었으며, 구강점막욕창 단계는 2단계(12.3%), 1단계

(8.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구강점막욕창 상악과 하악의 위험도

는 중정도(30-60%)의 위험도를 각각 25.6%, 33.0%로 가장 많이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욕창에 대해 표현하여 입력한 데이터를 워드클라우

드로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입력된 빈도수가 높은 핵심단어는 혈장

성수포, 건조가피, 홍반 등이 나타났다(Figure 2).

고 찰

CDSS는 환자의 안전간호의 질 향상[4]과 예방간호를 위하여 접목되

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DSS는 사용자인 간호사가 환자의 

욕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해석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욕창예방간

호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간호

사들로 하여금 직접 CDSS를 활용하여 피부욕창과 구강점막욕창의 

단계판별에 도움을 받고 구강점막욕창 위험도를 산출하게 하여 예방

간호를 적용하게 하였으므로 CDSS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정도를 위주

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CDSS 알고리즘의 개발은 언어를 부호화된 지식(encoded knowl-

edge)과 연결하여 답을 알려주는 자연어처리를 이용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는 임상현장에서 전자의무기록 도입의 확대로 기록이 표준

화되어 거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가능해진[13] 반면 그 내용의 

충실성은 오히려 떨어져 기록을 통한 의사소통에는 제한이 따르고[6], 

기록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오히려 기록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경우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본 CDSS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욕

창의 특성에 대한 기록이 간소화되어 있고, 반복된 표현이 많아 이들 

자료로부터 자연어처리를 통한 알고리즘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욕창의 단계를 판단하는 자연어처리의 

정확성은 82.5%에 달하여 70-80%의 정확성을 보이는 경우 수용가능

한 수준이라는 기준[23]에 근거할 때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출한 자료의 수를 늘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

므로, 향후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간호기록, 특히 비정형적인 기록이 충실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24].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CDSS는 구강점막욕창을 다루었다는 측

Table 2. Frequency of use of participants (n=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umber of use (per day) ≤5 4 (17.4)
6-10 5 (21.7)
11-15 8 (34.8)
≥16 6 (26.1)

Mean±SD 13.83±6.33
Using times (min/4wk) ≤5 3 (13.1)

6-15 5 (21.7)
16-30 7 (30.4)
≥31 8 (34.8)

Mean±SD 27.30±11.90

SD, stnadard deviation.

Table 3. Pressure ulcer stage and risk degree of using clinical decision sup-
port system (n=1,209) 

Domain Characteristics Frequency (%)

Stage discrimination
   Skin PUs Stage 1 121 (11.6)

Stage 2 113 (10.8)
Stage 3 67 (6.4)
Stage 4 66 (6.3)
Unstageable 162 (15.5)
DTIS 178 (17.1)
IAD 101 (9.5)

   Oral mucosa PUs Stage 1 87 (8.3)
Stage 2 127 (12.3)
Stage 3 23 (2.2)

Risk prediction (%)
   Oral mucosa PUs
      Upper ≤30 21 (12.8)

31-60 42 (25.6)
≥61 7 (4.3)

      Lower ≤30 22 (13.4)
31-60 54 (33.0)
≥61 18 (10.9)

PUs, pressure ulcer; DTIS, deep tissue injury suspected; IAD, incontinence-
associated dermatitis. 

Figure 2. Pressure ulcer word clou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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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유일성이 있다. 구강점막욕창의 경우 간호사들의 관심도가 낮

아 예방적 중재의 적용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

제 적용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11]. 이에 위험도를 구분

하여 제시하면서 낮은 위험을 가지는 경우 기관내관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것 위주의 간단한 중재를[25] 제안하여 예방의 용이성을 강조하

였다. 뿐만 아니라 높은 위험을 가지는 경우 기관내관 압력 분산을 위

해 입술과 기관내관이 맞닿는 부위에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을 적용하

거나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26] 사용하는 것 등의 적극적인 중재

안을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개발 적용되는 전문적 중재를 소개하였

다. 이에 이 CDSS의 I-CVI는 0.96, S-CVI는 0.88로 최종 산출되어 0.8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는 기준[27]에 근거할 때 내용과 

형식의 구성은 임상에서 사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DSS 활용은 매일 사용한 횟수가 평균 13.83회, 4주간 사용시간은 

평균 27.30분이었다. 이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정확한 투약적용

을 위한 CDSS를 개발한 연구[28]에서의 활용정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임상에 활용하는 CDSS 컨텐츠는 환자간호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28]. 개발된 CDSS의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사용용이성이 낮은 경우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

지 않고[28]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3,28]. 이에 

본 CDSS의 활용빈도가 높았던 이유는 첫째, 환자사례에 기반한 표현

을 실제적으로 CDSS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므로 욕창의 단계판별 시 

정보의 유익성을 많이 지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

이기반 예방지침에 비해 접근성이 높아[3,22] 활용하기에 효과적이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CDSS 내에 학습하기 창이 있어 필요

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활용 그 자체가 임상적 판단에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활용으로 이

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29]. 

피부욕창단계판별을 위해 간호사들이 환자상처에 대한 서술기록

을 입력한 경우는 심부조직손상 의심단계, 미분류, 1단계, 실금관련 피

부염 순이었다. 욕창의 정확한 단계판별은 적합한 간호중재로 이어지

고 치유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욕창

단계 감별에 대한 능력은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므로[8] 혼

동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심부조직

손상 의심단계의 경우 2단계 욕창이나 미분류 욕창 등 여러 단계의 욕

창과 혼재되어 발생하여 감별하기에 혼동될 가능성이 높아[8] 정확한 

감별을 위해 더 많이 찾아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금관련 피

부염은 회음부와 둔부 등 욕창의 호발 부위와 동일하여 간호사의 초

기 피부사정이 잘못될 경우 심한 욕창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8] 욕

창과의 정확한 감별을 위해 많이 접속하여 찾아보았던 것으로 생각된

다. 간호사들에게는 단계판별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욕창예방간호에 

있어 중요하므로[8] 본 CDSS가 이러한 역량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예로 신규간호사나 특수 

병동의 간호사가 부서이동을 한 경우 그동안 적용하지 않아 잊고 있었

던 피부욕창단계판별과 간호중재방법 등을 재학습하는데 매우 도움

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구강점막욕창 단계판별은 사용자에서 2단계와 1단계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214건, 20.6%)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점

막욕창은 점막층의 구조가 상피층의 구조와는 다르고, 이로 인해 치

유속성이 달라[12] 간호사에게 임상적 구별이 아직 어렵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 가능한 초기단계 확인이 어려워[11] 욕창이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점막이 벗겨진 단계가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CDSS에서 감별이 어려운 단계의 욕창사진들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의 예방지침을 알려주었으므로[30] 간호사

가 욕창에 대한 관찰내용을 입력하면서 자신이 예측한 단계와의 일치

를 경험하고, 그에 적합한 중재의 적용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CDSS는 피부욕창과 구강점막욕창을 함께 구성하여 다

른 욕창예방 CDSS와는 차별된다는 것에 개발의 의의가 있다. 피부와 

구강점막욕창에 대해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지하는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임상간호사의 욕창관리역량 향상 전략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사용정도만 살펴보았을 

뿐 환자의 변화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욕창예방간호 CDSS 컨텐츠를 개발하고, 피부와 구강점

막욕창에 대한 예방적 간호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개

발되었다. 개발된 CDSS는 피부욕창의 단계판별과 구강점막욕창의 단

계판별과 위험도를 예측하여 적합한 간호중재를 제안하도록 구축되

었다. 4주간 사용한 결과, 간호사들의 사용빈도가 우수하여 개발된 

CDSS는 효과적인 욕창예방간호수행을 위하여 임상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추후 욕창예방간호 수준에 적합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된 프로그램이나 상처간

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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