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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동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간호학생이 내린 간호진단의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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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work Analysis of Nursing Diagnoses for Children Admitted in Pediatric
Units Determined by Nursing Students
Mikyung Moon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ey nursing diagnoses and sub groups of nursing diagnoses for children admitted in pediatric units
using a Network Analysi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205 case reports submitted from nursing students who had done a clinical practicum in
pediatric units. Five hundred and twenty-four NANDA-I nursing diagnoses were extracted from the case reports. Frequency, Centrality, and Clusters were
generated by Network analysis with NetMiner 4.0. Results: Seventy eight different nursing diagnoses were identified. In general pediatric nursing units,
Hyperthermia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highest degree centrality diagnosis. Ineffective airway clearness showed the highest between centrality.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Impaired gas exchange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 centrality. Four sub-groups
in general pediatric nursing units and 2 sub-groups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were identified. Conclusion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ould support clinical decision for selecting nursing diagnoses accurately and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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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적이다[3]. 전자의무기록 내 기록된 표준간호용어는 대량의 데이터
베이스에 축적되어 간호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쉽게 수집하게 하고

연구의 필요성

근거중심표준들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2].

표준간호용어는 모든 간호사들이 쉽게 이해하는 간호를 기술하는

대표적인 표준간호용어 중의 하나인 NANDA-International. Inc

공통의 언어[1]로 간호사가 수행한 간호를 효과적으로 기록하여 간호

(NANDA-I) 간호진단은 북미간호진단학회(North American Nursing

업무를 가시화하고, 다른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제공자들과의 의사소

Diagnosis Association)가 개발한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간호문제를 기

통을 향상시킨다[2]. 또한, 의료기관 내 전자 의무기록을 성공적으로

술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간호진단 목록이다[4]. NANDA-I 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호과정의 핵심요소를 기술하는 표준용어가 필

호진단은 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NOC) 간호결과와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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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Classification (NIC) 간호중재와 함께 국내외에서 가장 많

[25]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이 사용되는 표준간호용어이다[5]. NANDA-I는 간호진단을 개인,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결중심성과 군집 분석을 이용하여 암 생존자[26],

족,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상태 및 삶의 과정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나

한국 간호학 연구[27],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ion, DNR)

그 반응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임상적 판단으로 정의한다[6]. 간호계

결정의도[28]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구조를 분석하거나 학생들

획, 수행, 평가/사정을 위한 기초로 간호진단을 사용함으로써 간호사

의 간호관리학 사례보고서의 실습내용을 분석[29]하여 단순 빈도 분

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환자의 개별반응에 초점을 맞춘다[6]. 정확

석을 넘어 내용의 핵심이 되는 주제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

한 간호진단의 기술과 진단에 초점 맞춘 효과적인 중재를 수행하는 것

다.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을 간호진단 분석에 적용할 경우, 단순히 특

은 환자의 치유를 촉진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간호를 보장한다[7,8].

정 간호진단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전체 네트워크

그러나, 임상상황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간 및 인력부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진단이 무엇이며, 그 진단이

족, 간호진단에 대한 지식 및 의지부족, 적절한 기록양식의 미비로 인

다른 진단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간호진단들이 어

하여 정확한 간호진단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9-11]. 그 결과 간호사

떤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시행할 수

는 부정확한 간호진단을 선택하게 되고, 환자의 간호를 잘못된 방향으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진단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시각화할 수 있

로 유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비효과적인 중재를 수행하여

고, 응집된 여러 개의 간호진단 군집들을 발견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결국 대상자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12].

있을 것이다[21]. 이러한 정보는 임상간호사들이 간호진단 선정 시 동

축적된 실제 임상자료를 분석하여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한 간호진

시출현 빈도가 높은 간호진단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는 등 임상의사

단을 확인하여 그룹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간호과정을 효율적으로 적

결정지원의 하나의 형태로 간호사의 정확하고 손쉬운 간호진단 선택

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임상의사결정을 지원한다[13]. 특히, 간호단

을 도울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위(병동)별 자원이 관리되는 간호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과정의

간호진단 관련 초기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성인간호학[30,31]이나 노

핵심요소가 되는 간호진단을 간호단위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

인간호[32]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내린 간호진단을 분석하는 것은 임

축이나 매크로 생성 등 전산화한다면 간호사들이 손쉽게 정확한 간호

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간호문제를 규명하고 간호진단 적용 시 생길

진단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14].

수 있는 문제점을 보다 쉽게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

국내외 간호진단 분석연구들은 내외과계 병동[11], 응급실[15] 등 간

동 병동 간호사들의 임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간호진단분석 연구의

호단위나 유방암[16],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17], 심부전 환자[13]

기초연구로 아동 병동 실습 간호학생의 사례보고서에서 추출한 간호

등 특별한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들의 설문조사나 간호기

진단을 네트워크 분석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진단을 확인하

록을 분석하여 자주 등장하는 간호진단을 확인하는 연구들이다. 이러

고 밀접하게 연결된 군집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질환이나 병동단위별 간호진단을 단순 빈도
분석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간호진단의 동시출현이나 하위집
단 확인 등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기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외 연구
의 경우 제한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입원 환아의 간호진단의
유형[18]이나 호흡기 관련 아동의 간호진단을 다루는 연구[19,20]가 있
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성인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 환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진단 분석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통계분석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아동병동 실습 간
호학생 사례보고서에서 추출한 간호진단의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아동병동 환아 간호에 사용되는 간호진
단들의 빈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을 분석한다.
둘째, 간호진단을 군집화하여 하위집단을 확인하고 맥락적 특성을
파악한다.

하기 위해 보건의료, 행정, 산업동향 등 다양한 영역의 트렌드 분야연

연구 방법

구에 네트워크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현실세계
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체(인간과 사물)의 연결구조, 즉 네크워
크를 모델링하고 분석하며 설명하는 일련의 작업이다[21]. 이러한 네트

연구설계

워크 분석은 특정한 시스템 내 새로운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조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제출

직 내 영향력 분석[22], 물자공급 네트워크 분석[23], 유전자나 질병 네

한 사례분석보고서의 간호진단을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중심 간

트워크 분석[24], 논문의 인용 및 키워드 동시출현 등 지식구조 분석

호진단을 확인하고 이를 군집화하여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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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출현 빈도

본 연구는 2015년 1학기, 2016년 1학기, 2017년 3월 2일에서 4월 27일

전체 205개의 사례보고서에서 524개의 간호진단(일반병동 469개,

까지 아동간호학 실습을 마친 A 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제출

소아중환자실 55개)이 출현하였다. 중복을 제외한 간호진단의 수는 일

한 205개 사례보고서의 간호진단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보

반아동 병동 60개, 소아중환실의 경우 18개의 다른 간호진단이 나타

고서는 A 대학병원 아동병동 3곳(일반 아동병동 2곳, 아동집중치료실

났다. 네트워크 분석 시 모든 노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상의 관계와

1곳)에 실습 중인 학생들이 실습 1주일 기간 동안 관찰하고 간호를 제

의미도출이 어렵고, 분석대상이 많은 경우 적절한 분석이 쉽지 않아

공한 대상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한 내용을 기록함

[26] 이중 출현빈도가 낮은(일반 아동병동의 경우 2회 이하, 소아 중환

으로써 간호진단의 근거가 되는 환자 사정 자료 및 간호중재 내용 등

자자실 경우 1회인) 경우를 제외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을 포함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및 도식화

NANDA-I 간호진단

간호진단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고 핵심간호진단을 확인하기 위

간호진단은 실제적, 잠재적 건강문제와 삶의 과정에 대한 개인, 가족

해 중심성 및 하부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혹은 지역사회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NANDA-I 간호진

내에서 특정한 노드(node)가 가지는 중심적인 역할의 크기를 판단하

단 분류체계는 간호가 관심 가지는 13개 영역(domain)을 분류하고 범

는 것으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중요한 역할의 정도를 파악하여 핵

주화하며, 이러한 영역은 공통의 속성을 공유하는 47개의 과(class)로

심적인 노드를 확인하며, 순위화하여 상대적인 중심성을 비교한 것으

구분한다. NANDA-I 간호진단은 다양한 국가의 근거를 기반으로, 간

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

호사들이 제출하고 검토하여, 간호진단 전문가, 연구자, 교육자로부터

으로 분류할 수 있다[21]. 연결중심성은 각 노드가 연결된 이웃 노드가

의 승인을 받아 4년 주기로 지속적인 개정과 개발과정을 하고 있다. 최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간호진단이 얼마나

근 개정된 NANDA-I 간호진단 분류체계는 235개의 간호진단으로 구

다른 간호진단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성된다[6].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매개
혹은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 노드가

자료분석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이다. 하위집단(sub-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전처리 단계, 네트워크 분석 및 도식

group) 분석은 네트워크 안에 하위 집단(네트워크)이 존재하는지 확인

화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 전문프

하는 방법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몇

로그램인 NetMiner 4.0 (Cyram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개의 노드 집합으로 구분하고, 이들로 구성된 하위집단을 구분해 해
는 방법이다[29]. 본 연구에서는 간호진단의 구조적 관계를 거시적으

전처리 단계

로 분석하기 위해 유사도 계수 중 하나인 자카드계수(Jaccard coeffi-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학생들의 사례보고서에서

cient)를 적용하여 동시출현빈도가 낮은 간호진단은 제외한 후 응집도

수집한 간호진단들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NANDA-I 간호진단을

가 높은 간호진단을 묶어 군집화를 시행하였다. 자카드계수란 두 개체

기술하는 과정에서 영문 간호진단이 국내에서 다르게 번역되어 사용

의 유사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연관계수로써, 링크값이 없는 이진

되는 간호진단들의 경우(예, 비효율적 기도청결, 비효과적 기도청결,

데이터에 주로 사용한다[21]. 기준값(임계값)의 경우 연구자가 시각화

활동지속성 장애, 활동내구성 장애)에는 가장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값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21],

NANDA-I 간호진단 책의 목록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진단으로 통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병동 경우 자카드계수 0.07 이상, 소아중환자

하였다[6]. NANDA-I 간호진단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간호진단의 내용

실 경우 0.10 이상으로 하였다.

및 같은 특성을 지녔으며 NANDA-I 간호 진단이 있는 경우, NANDAI 형태로 변경하였다. 기타 소수의 의학적 진단이나 의미가 모호한 간

윤리적 고려

호문제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병동 단위별 간호진단 패턴을 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K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No.

석하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일반 아동 병동과 중환자실로 나뉘어 간호

2017-42)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사례

진단을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대상자를 유추할 수 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모두 삭제 후 제출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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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5)		
Characteristics
Age (y)
Sex

Unit
Medical diagnosis

Year

n (%)
Mean (range) ±SD
Male
Female
Missing
General pediatric units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Kawasaki disease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cute pyelonephritis
Meningitis
Epilepsy
Status epilepticus
Pneumonia
Sepsis
Crohn’s disease
Febrile seizure
Acute leukemia
Osteosarcoma
2015
2016
2017

5.92[1-18] ± 5.45
107 (52.2)
97 (47.3)
1 (0.5)
181 (88.3)
24 (11.7)
19 (9.3)
16 (7.8)
14 (6.8)
10 (4.9)
10 (4.9)
7 (3.4)
6 (2.9)
6 (2.9)
5 (2.4)
5 (2.4)
5 (2.4)
5 (2.4)
99 (48.3)
55 (26.8)
51 (24.9)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1세에서 18세까지로 평균 5.9세이다. 성별은 성
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1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남자 107명(52.2%), 여
자 97명(47.3%)으로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자는 182(88.3%)를 차지하였다. 진단명은 가와사키가 19명(9.3%)
dm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16명(7.8%), 급성
신우신염이 14명(6.8%), 수막염과 뇌전증이 10명(4.9%)으로 그 뒤를 이
었다. 연도에 따라 2015년에 99명(48.3%), 2016년에 55명(26.8%), 2017년
에 51명(24.9%)으로 나타났다(Table 1).

간호진단 네트워크 분석
일반 아동 병동

일반 아동 병동의 간호진단 빈도는 고체온이 74회(15.8%)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감염의 위험 51회(10.9%), 낙상의 위험 41회(8.7%), 지식
부족 31회(6.6%), 불안 29회(6.2%)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분석에
서는 고체온이 0.2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안(0.241), 감염의 위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Frequency,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 centrality of top 10 nursing diganoses
Nursing diagnosis
General pediatric nursing unit
Hyperthermia
Risk for infection
Risk for falls
Deficient knowledge
Anxiety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Acute pain
Risk for injury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bleeding
Total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Impaired gas exchange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Risk for infection
Risk for injury
Risk for imbalanced fluid volume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ineffective renal perfusion
Risk for falls
Risk for aspiratio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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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74
51
41
31
29
27

15.8
10.9
8.7
6.6
6.2
5.8

25

5.3

14
14
13
469

3.0
3.0
2.8
100.0

8
8
7
5
4
4
3
3
2
2
2
55

14.5
14.5
12.7
9.1
7.3
7.3
5.5
5.5
3.6
3.6
3.6
100.0

Nursing diagnosis

Degree
centrality

Nursing diagnosis

Betweenness
centrality

Hyperthermia
Anxiety
Risk for infection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Deficient knowledge
Acute pain

0.276
0.241
0.241
0.207
0.207
0.172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Risk for infection
Risk for electrolyte imbalance
Impaired skin integrity
Hyperthermia
Excess fluid volume

0.174
0.165
0.149
0.125
0.123
0.106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Risk for falls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electrolyte imbalance

0.172

Constipation

0.084

0.172
0.138
0.138

Acute pain
Impaired oral mucous membrane
Deficient fluid volume

0.051
0.050
0.048

Impaired gas exchange
Impaired skin integrity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Risk for injury
Risk for ineffective renal perfusion
Risk for imbalanced fluid volume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Risk for infection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aspiration
Risk for falls

0.600
0.400
0.400
0.300
0.300
0.300
0.300
0.300
0.300
0.200
0.200

Impaired gas exchange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Impaired skin integrity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Risk for injury
Risk for infection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falls
Risk for ineffective renal perfusion
Risk for imbalanced fluid volume
Risk for aspiration

0.235
0.212
0.172
0.144
0.112
0.066
0.066
0.039
0.021
0.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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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0.241), 비효과적 기도청결(0.207), 지식 부족(0.207)이 그 뒤를 이었

단군(고체온, 불안, 감염의 위험, 지식결핍, 급성통증, 영양 불균형: 신

다. 매개중심성 분석에 따르면 비효과적 기도청결이 0.174로 가장 높았

체 요구량보다 적음, 낙상의 위험, 피부 통합성 장애, 상해의 위험, 비효

고, 감염의 위험이 0.165,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이 0.149, 피부 통합성 장

과적 호흡 양상, 출혈의 위험)을 보여주며, 클러스트 G2는 호흡곤란으

애가 0.125, 고체온이 0.12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로 인한 부동 관련 간호진단군(비효과적 기도 청결,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 체액 불균형의 위험, 변비, 체액 부족의 위험, 활동 지속성 장애),

소아 중환자실

클러스트 G3는 안위 관련 간호진단군(무력감, 안위 손상, 구강 점막 손

소아 중환자실에서는 비효과적 기도청결과 가스교환 장애가 8회

상, 체액 부족), 클러스트 G4는 부종 관련 간호진단군(체액 과다, 비효

(14.5%)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였으며, 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과적 말초조직 관류, 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을 나타낸다(Table 3).

이 7회(12.7%), 비효과적 호흡 양상 5회(9.1%), 감염의 위험이 4회(7.3%)

소아 중환자실의 간호진단에서는 최적의 클러스트 2개(modulari-

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스교환 장애가 0.6으

ty=17.9)가 도출(Figure 2)되었는데, 클러스트 G1은 기계적 환기 처치로

로 가장 높았고, 피부 통합성 장애(0.4), 비효과적 기도청결(0.4), 상해의

인한 간호문제(가스교환 장애, 피부 통합성 장애, 비효과적 신장 관류

위험(0.3), 비효과적 신장 관류의 위험(0.3)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

의 위험, 체액 불균형의 위험, 비효과적 호흡 양상, 감염의 위험, 피부

성 분석에서는 가스교환 장애가 0.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효과

통합성 장애의 위험), 클러스트 G2는 신체적 손상과 관련된 간호진단

적 기도청결이 0.212, 피부 통합성 장애가 0.172, 비효과적 호흡 양상이

군(비효과적 기도 청결, 상해의 위험, 흡인의 위험, 낙상의 위험)을 보여

0.144, 상해의 위험이 0.112로 나타났다(Table 2).

준다(Table 4).

네트워크 도식화를 통한 동시출현 분석

논

의

Figure 1과 2는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의 크기는 간호진
단의 출현빈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며, 동시 출현하는 간호진단

본 연구는 아동병동 실습 간호학생들의 사례보고서에서 추출한 간

들은 방향성 없이 서로 링크되어 나타났다. 일반 아동 병동의 간호진

호진단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간호진단의 중심성과 연계성을 분석

단을 네트워크 도식화한 결과 최적으로 4개의 클러스트(modulari-

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간호진단 선택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ty =11.5)가 도출되었다(Figure 1). 클러스트 G1은 고체온 관련 간호진

더 나아가 간호진단 분석에 있어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확인하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5개의 사례에서 총 524개의 간호진단이 추출되었
으며, 이중 중복을 제외하여 78개의 간호진단을 확인하였다. 이는
NANDA-I 간호진단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는 것이다. 간호진단 분석

Figure 1. Cluster map of nursing diagnoses in general pediatric nursing
units.

Figure 2. Cluster map of nursing diagnoses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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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omains and classes of nursing diagnosis in general pediatric units		
Diagnosis
Group 1
Hyperthermia
Anxiety
Risk for infection
Deficient knowledge
Acute pain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
Risk for falls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injury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Risk for bleeding
Group 2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Risk for electrolyte imbalance
Risk for imbalanced fluid volume
Constipation
Risk for deficient fluid volume
Activity intolerance
Group 3
Powerlessness
Impaired comfort
Impaired oral mucous membrane
Deficient fluid volume
Group 4
Excess fluid volume
Ineffective peripheral tissue perfusion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Domain

Class

11. Safety/Promotion
9. Coping/Stress Tolerance
11. Safety/Promotion
5. Perception/Cognition
12. Comfort
2. Nutrition
11. Safety/Promotion
11. Safety/Promotion
11. Safety/Promotion
4. Activity/Rest
11. Safety/Promotion

6. Thermoregulation
2. Coping responses
1. Infection
4. Cognition
1. Physical comfort
1. Ingestion
2. Physical injury
2. Physical injury
2. Physical injury
4. Cardiovascular/Pulmonary Response
2. Physical injury

11. Safety/Promotion
2. Nutrition
2. Nutrition
3. Elimination and exchange
2. Nutrition
4. Activity/Rest

2. Physical injury
5. Hydration
5. Hydration
2. Gastrointestinal function
5. Hydration
4. Cardiovascular/Pulmonary Response

9. Coping/Stress Tolerance
12. Comfort
11. Safety/Promotion
2. Nutrition

2. Coping responses
1. Physical comfort
2. Physical injury
5. Hydration

2. Nutrition
4. Activity/Rest
11. Safety/Promotion

5. Hydration
4. Cardiovascular/Pulmonary Response
2. Physical injury

Table 4. Domains and classes of nursing diagnosis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Diagnosis
Group 1
Impaired gas exchange
Impaired skin integrity
Risk for ineffective renal perfusion
Risk for imbalanced fluid volume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Risk for infection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Group 2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Risk for injury
Risk for aspiration
Risk for falls

Domain

Class

3. Elimination and exchange
11. Safety/Promotion
4. Activity/Rest
2. Nutrition
4. Activity/Rest
11. Safety/Promotion
11. Safety/Promotion

4. Pulmonary function
2. Physical injury
4. Cardiovascular/Pulmonary response
5. Hydration
4. Cardiovascular/Pulmonary response
1. Infection
2. Physical injury

11. Safety/Promotion
11. Safety/Promotion
11. Safety/Promotion
11. Safety/Promotion

2. Physical injury
2. Physical injury
2. Physical injury
2. Physical injury

결과 고체온은 일반병동 아동의 간호진단 중 가장 높은 빈도와 연결

시행한 연구에서 영양부족이 가장 많이 사용한 진단인 것과도 차이가

중심성을 보이는 중요간호진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성인병동이

난다[30]. 이는 고체온이 아동이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비외상

나 암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급성통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설명한다[34]. 연결중심성이 높은 간호진단

던 것과 비교되며[15,16,33], 간호학생들이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은 이는 단순히 빈도수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네트워크 내 중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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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간호진단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

처치(mechanical ventilation)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9,39]. 기계

되어 있어 공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1,35]. 그러므로, 아동

적 환기 처치를 받는 환아의 경우 흡인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

기 다양한 급성질환에서 고체온은 증상이나 방어반응의 형태로 다른

고, 장치의 유지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진정제 투여 등으로 인하여 부동

간호문제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임상에서 아동은

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20,39].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는

고체온으로 인하여 동통, 불편감 및 섬망이나 무기력이 올 수 있고, 열

것이 중요한 간호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성경련이나 뇌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므로, 아동 병동 간호사들은

간호진단을 군집한 결과 일반 아동 병동의 경우 27개의 간호진단을

고체온 환아 간호를 우선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해야 할 간호문제임을

바탕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 중 클러스트 G1은 가장 큰 집

알고 적절한 간호중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34].

단을 형성하고 주로 다빈도 간호진단들로 구성되었다. 간호진단의 영

불안의 경우 단순빈도 분석 시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으나, 두 번째

역 분석 시 주로 안전 및 증진의 간호진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

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다. 즉, 입원 환아가 경험하는 불안은 여러

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체온 문제를 가진 환아가 동시에 경험할 수

간호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의 입원은 환

있는 간호진단들로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아동의 고체온은

아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 상황

감염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간호문제로 고체온을 경

으로 인식되고, 입원으로 인한 낯선 병원 환경과, 질병의 불확실성, 검

험하는 아동은 통증이나 부적절한 호흡양상과 같은 신체적 문제 뿐

사와 처치 전 과정을 통하여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

아니라 불안과 지식 결핍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동반되어 나타날

다[36,37]. 그러므로, 간호사는 입원 기간 동안 다양한 간호문제들이

수 있다. 클러스트 G2의 경우 영양 및 배설, 활동과 관련된 간호진단이

아동의 불안의 원인 되거나 연계되어 나타남을 알고 아동의 불안을 경

주를 이루며 호흡곤란과 부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간호문제들로

감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간호문제들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이야기된다. 클러스트 G3의 경우는 안위장애 관련 간호문제들로 설명

필요하다.

되며, 클러스트 G4의 경우 부종으로 인한 여러 간호문제로 설명될 수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간호진단은 비효과적 기도청결이었다. 네

있다. 소아중환자실의 경우 최종 11개의 간호진단을 바탕으로 2개의

트워크상에서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간호진단이 다른 간호진단

클러스트가 형성되었다. 클러스트 G1의 경우 가스교환장애를 중심으

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로 인공호흡기를 처치를 받고 있는 환아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문

간주한다[2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가

제들로 주로 이루어진 반면, 클러스트 G2의 경우 안전/증진영역의 간

지 추후 간호문제들이 비효과적 기도청결에 매개되어 나타날 수 있음

호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신체적 위험에 대한 간호진단이 대부

을 보여준다.

분을 차지한다. 이는 중환자실 아동 환자의 경우 의식저하, 다양한 침

감염의 위험의 경우 빈도 분석(2위) 및 연결중심성(3위), 매개중심성
(2위)에서 모든 높은 순위를 보였다. 아동은 성인 보다 만성적이고 퇴

습적인 처치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재하여 있고 간
호사는 주의를 기울이고 간호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행적인 질환이 적고, 선천적 증후군과 후천적인 면역결핍이 더 많이 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높은 빈도를 보인 간호진단이

타나고, 성인 백신이나 이전의 자연적인 노출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에

연결 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하여 아동의 경우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38]. 특히, 면역력 저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이 간호진단 선택 시 단순히 다빈도 사

하는 항암치료 등 치료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용 간호진단을 제시할 뿐 아니라 연결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이 높은

감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고체온, 신체적인 염증반응 및 여

간호진단을 추천함으로써 간호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간호진

러 가지 추후 간호문제들이 감염으로 매개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네

단을 선택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간호진단 선택 시 함께

트워크 내에서도 보여주었다. 이에 간호사는 병원 내 감염의 위험을 인

제시되는 간호문제들을 확인한 간호사들은 자신의 대상자가 이러한

식하여 감염관리에 능숙해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 교육에도 주의를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기울여야 한다.

실제 본 연구 결과는 전체 병동 환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

소아중환실의 경우 비효과적 기도청결과 가스교환 장애가 가장 흔

들이 선택된 환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

히 사용된 간호진단이었다. 가스교환장애의 경우 연결중심성, 매개중

이 있을 수 있다. 간호학생들은 대상자의 자료로부터 비판적인 사고와

심성 모두 가장 높은 단어로 가장 중요한 중요간호진단으로 밝혀졌다.

합리적인 임상추론을 통해 정확한 간호진단을 내리기 위해 실습 중 담

이는 소아중환실 입실을 하는 환자 대부분이 일차적 또는 이차적 질

당교수의 병동순환 방문과 실습 후 집답회에서 사례보고서 발표 시

환의 원인으로 자가호흡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기계적 환기

피드백을 받아 최종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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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진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부정확한 간호진단

Stud 2014;51(8):1160-1170.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

을 내렸을 위험이 있다.

2017.07.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표준간호용어인 NAN-

6. Heardman TH, Kamitsuru S. NANDA international nursing diagno-

DA-I 간호진단을 네트워크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ses: definitions & classification, 2015-2017. Oxford, England: Wiley-

표준간호용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전자간호기록에 저장된 다량의 자

Blackwell; 2014, p. 512.

료를 이용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늘날 전자의무기록의 보편

7. Hakverdioğlu Yönt G, Korhan EA, Erdemir F, Müller‐Staub M. Nurs-

화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자료가 무수히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ing diagnoses determined by first year students: a vignette study. Int J

러한 빅데이터는 규모가 너무 커 기존의 통계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

Nurs Knowl 2014;25(1):39-42. Doi: https://doi.org/10.1111/2047-

시각화 등이 어려울 수 있다[40]. 이에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대용

3095.12007

량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적절히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 환자간호 질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8. Müller‐Staub M, Needham I, Odenbreit M, Lavin MA, Van Achterberg T. Implementing nursing diagnostics effectively: cluster randomized trial. J Adv Nurs 2008;63(3):291-301. Doi: https://doi.org/10.

결

론

1111/j.1365-2648.2008.04700.x
9. Gish BA, Campbell J. Introducing standardized care plans in an inter-

본 연구는 최근 3년 간 아동간호학 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4학년 학

mediate care setting. Focus Crit Care 1991;18(1):51-57.

생들이 제출한 205개의 사례보고서의 간호진단을 네트워크 분석하였

10. Choi YH, Rhee HY, Kim HS, Kim SS, Park KO. A survey study of

다. 그 결과 일반아동병동과 소아 중환자실 아동의 간호에 자주 사용

nursing diagnosis use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Nurs 1996;

되는 간호진단 뿐 아니라 중심성이 높은 간호진단들을 확인하고, 응집

26(4):930-945 (Korean).

되어 나타나는 하부집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임상간호사

11. Kim JK. A study on nursing diagnoses, interventions, outcomes fre-

들이 간호진단 선택 시 의사결정시스템의 형태로 추천되어 신속하고

quently used and linkage to NANDA-NOC-NIC in major nursing

정확한 간호진단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간호진단

departm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0;16(2):121-142 (Korean).

분석 시 네트워크 분석 유용성을 확인함으로 추후 보건의료시스템에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21

존재하는 빅데이터(bigdata)를 이용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Lunney M. Critical need to address accuracy of nurses’ diagnoses.
Online J Issues Nurs 2008;13(1). https://doi.org/10.3912/OJIN.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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