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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 수혜자가 양질의 간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간호현장 속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

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간호수행이 필요하다. 간호가 독자

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간호과

정을 통해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

간호과정은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

가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사정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건

강문제를 진단하는 독자적인 임상적 판단이며, 확인된 문제들

에 대해 개별화된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제공된 간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학적인 문

제해결방법이다[2,3]. 간호과정에 대한 표준화의 일환으로 분

류체계들이 개발되었는데, NANDA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간호진단 분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진술 뿐만 아니라 간호중재를 선택하고 측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으며[4], 간호중재 분류체계인 NIC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과 간호결과 분류체계인 NOC (Nursing 

Outcome Classification)는 Iowa 간호대학에서 개발한 체계들로 

간호가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여 개개인의 간

호계획이나 임상경로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5].

간호진단의 적용은 간호의 초점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한 

지식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사정결과를 명확하게 

요약·서술하며, 간호사 및 다른 의료팀과의 의사소통을 증진

시킬 수 있다[6]. 또한 간호진단을 통해서 간호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

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간호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임상에서의 확산 및 적용은 매우 미미

한 실정이다[7].

현재 임상 상황에서는 간호진단 진술을 위한 사고과정을 

거치거나 중재활동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간

호사들의 간호진단 진술에 대한 자신감부족 등이 간호진단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8]. 실제로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임상에서 간호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과정의 핵심요소가 되

는 간호진단을 간호단위별로 확인하고 적용하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간호업무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응급실에서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된 생명

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에게 정

확하고 신속한 처치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대상자들도 타 영

역 간호 대상자들과는 구분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간호가 

필요하며, 신체적 간호 뿐 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

함한 전인간호가 필수적이다[9]. 다른 간호 단위와 달리 응급

상황에 따른 위기 중재, 시간을 다투는 과중한 업무와 혼잡한 

상황, 밀려드는 다양한 환자, 자원의 한계, 인력의 부족 등 많

은 어려움이 있어 응급실에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수

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나[10],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질적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응급 간호단위의 핵심적인 간호진단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실제적인 간호 기록지분석이나 직접간호 시 적용

된 간호진단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간호진단 분류 관련 연구

들을 살펴보면 영양과 배설 기능 장애환자[11], CHF환자[12], 

중환자실 환자[13], 지역사회환자[14]들의 간호진단명이 확인

되었고, 회복실 성인 환자[15], 개심술 환자[16], 심장질환 환

자[17]들의 간호진단명과 관련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과

계 중환자[1], 응급실 환자[18], 내·외과계 환자[19]들의 간호진

단명, 관련요인 및 특성정의들이 확인되었으나 각 간호단위별 

간호진단 분류를 확인한 결과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응급간호단위에서 이루어진 간호진단 관련 연구로는 응

급실에 입원한 복통환자들의 간호기록지 분석을 통해 19개 

간호진단을 확인한 결과[10]와 응급실 성인 입원환자의 의무

기록지 분석을 통해 NANDA 간호진단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

과[20]에 불과할 뿐 직접 간호 시 적용된 간호진단을 확인한 

연구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NANDA 간호진단 분류를 적용하여 이들에게서 나

타난 간호진단분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응급간호단위의 간호

진단 전산화 작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환자의 NANDA 간호진단의 영역과 간호진단명을 

확인한다.

∙ 응급실 환자의 다빈도 실제적 간호진단별 특성정의와 

NANDA 합치율을 확인한다.

∙ 응급실 환자의 다빈도 실제적 간호진단별 관련요인과 

NANDA 합치율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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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간호를 담당했던 

환자의 간호 시 NANDA 간호진단 분류를 적용하고 기록한 

후에 환자들에게 적용된 간호진단명과 그 관련/위험요인 및 

특성정의를 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2012년 순환기계, 호흡기계, 혈관계 등 응급실

환자수가 급증하는 환절기인 11월과 12월 두 달간 G 광역시

에 위치한 C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입원한 환자로서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직접 간호를 

담당했던 환자들 중 소아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환자 

총 235명이었다. G-power 3.1을 이용하여 계산한 연구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 검정력 95%, 자유도 6

일 경우 232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도구 

본 연구자는 도구작성을 위해 먼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들에게 적용가능한 간호진단명을 확인하기 위해  NANDA[21] 

201개의 간호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응급실 근무경험 1

년 이상의 간호사 35명에게 간호진단 사용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의 50%이상이 응급실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응답했던 간호진단명은 44개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Oh와 Choi [9]가 제시한 응급간호단위의 핵심간호진단 24개

가 포함되어 있어 일치되었다. 본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이 44개 간호진단명 각각에 해당된 NANDA [21] 간

호진단분류대로 관련/위험요인 및 특성정의 내용을 간호기록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간호진단명은 

비효과적인 자기건강 관리, 영양불균형: 영양부족, 불안정한 

혈당치 위험성, 간 기능 손상위험성, 전해질 불균형 위험성, 

체액부족, 체액과다, 체액불균형 위험성, 배뇨장애, 변비, 설

사, 가스교환장애, 수면양상 장애, 신체적 기동성장애, 출혈위

험성, 비효율적 호흡양상, 심박출량 감소, 비효율적 말초조직 

관류, 비효율적 뇌조직 관류의 위험성, 쇼크의 위험성, 호흡기

능 부전, 용변 자가간호 결핍, 편측성 마비, 급성혼돈, 지식부

족, 외상 후 증후군 위험성, 불안, 비효율적 대응, 슬픔, 감염

의 위험성, 흡인위험성, 낙상위험성, 손상위험성, 피부통합성 

장애, 피부통합성 장애위험성, 중독위험성, 고체온, 오심, 급성

통증, 비효율적인 신장관류의 위험성, 활동지속성 장애, 비효

율적 기도청결, 언어소통 장애 및 감각지각 장애 이다.

자료 수집

자료는 2012년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간호부에 알리고 허락을 받은 후 직접

간호를 담당했던 환자에게 연구목적을 구두로 설명하여 참여

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근무시간에 직접 간호하면

서 각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진술에 대

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진 간호진단에 해당된 관련요

인과 특성정의 체크리스트에 기록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

였다. 사전에 연구자의 자료수집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근무경력 5년 이상 된 간호진단 진술경험이 풍

부한 석사 과정생 1명과 함께 동일한 환자 10명에게 각각 자

료 수집을 한 후 분석한 결과 관찰자간 일치도 계수는 0.92이

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office Excel을 이용하여 분석되었

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증도 분류, 간호진단명, 간호진

단별 특성정의와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특성정의와 관련요인의 NANDA [21] 목록과의 

합치율은 백분율로 산출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56.6%가 남자이었고 60세 이상이 58.7%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에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가 90.2%이었고, 전원

이 52.8%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도착 시 의식수준은 명

료 상태가 79.6%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는 내과계 58.7%, 신

경과 20.0%, 응급의학과 12.8%, 외과계 5.1% 순이었다. 대상

자의 52.8%가 긴급 상태이었고, 응급상태는 35.3%, 11.9%는 

비 응급상태이었다(Table 1).

간호진단의 영역 및 진단명 빈도

44개의 간호진단 목록 중 대상자에게 나타난 진단명은 현

재 존재하는 문제인 실제적 진단 27개와 예방중재를 하지 않

을 경우 실제적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적 진단 14개 

총41개로서 연구도구와 93.2%의 합치율을 보였다. 간호진단의 

영역별 빈도는 활동/휴식영역이 2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안전/보호(21.8%), 안위(16.0%), 영양(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간호진단명의 빈도는 급성통증이 1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낙상위험성(8.9%), 활동지속성장애

(5.7%), 오심(4.9%), 비효율적 호흡양상(4.8%) 등의 순으로 나



응급실 입원환자에게 적용된 간호진단분석

기본간호학회지 22(1), 2015년 2월 http://dx.doi.org/10.7739/jkafn.2015.22.1.16 1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5)

Variable Division N(%)

Gender
Male 133 (56.6)
Female 102 (43.4)

Age (yrs)
< 40  39 (16.6)
40-59  58 (24.7)
≥ 60 138 (58.7)

Reason for Emergency Room Visit
Disease 212 (90.2)
Non disease   23 ( 9.8)

Visit type 
By oneself  63 (26.8)
Transfer 124 (52.8)
By ambulance  48 (20.4)

Level of consciousness

Alert 187 (79.6)
Drowsy  28 (11.9)
Semicoma    9 ( 3.8)
Coma   11 ( 4.7)

Treatment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138 (58.7)
Surgery   12 ( 5.1)
Emergency medicine  30 (12.8)
Neurology  47 (20.0)
Other    8 ( 3.4)

Triage
Urgent state    124 (52.8)
Emergent state     83 (35.3)
None emergent state    28 (11.9)

타나 5순위 안에 해당된 다빈도 진단은 실제적 진단 4개와 

잠재적 진단 1개이었다(Table 2).

간호진단별 특성정의 빈도와 NANDA 합치율 

대상자의 간호진단명 빈도분석에서 제5순위 내 4개 실제적 

간호진단들의 특성정의 빈도와 NANDA 합치율은 Table 3과 

같다. 특성정의는 대상자의 80-100%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

성과 50-79%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특성, 기타 특성으로 분

류된다[2]. 급성통증의 부수적 특성은 통증에 대한 구두보고

(75.8%), 의미심장한 행위(36.3%) 등으로 나타나 합치율은 

66.7%이었다. 활동지속성장애의 부수적 특성은 운동 시 호흡

곤란(51.1%)으로 나타났고, 이 외 특성은 허약하다고 말함

(42.6%) 등으로 나타나 합치율은 85.7%이었다. 오심의 주요한 

특성은 오심보고(80.5%)이었고, 부수적 특성은 메스꺼워짐

(51.2%)이었으며, 이 외 특성은 타액 분비 증가(2.4%)로 나타

나 합치율은 50.0%이었다. 비효율적인 호흡양상의 부수적 특

성은 호흡곤란(74.4%)이었고, 이 외의 특성은 호흡 깊이의 변

화(28.2%) 등으로 나타나 합치율은 53.3%이었다.

간호진단별 관련요인 빈도와 NANDA 합치율 

대상자의 간호진단 중 제4순위 내 실제적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의 빈도와 NANDA [21]와의 합치율은 Table 4와 같다. 

급성통증의 관련요인은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생물학적, 화학

적, 물리적, 심리적)으로 나타났고, 합치율은 100.0%로 전부 

일치하였다. 활동지속성장애의 관련요인으로는 전신 허약감

(61.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치율은 80.0%이었다. 오심

의 관련요인으로는 위 자극(34.1%)이 가장 높았고, 합치율은 

48.1%이었다. 비효율적 호흡양상의 관련요인은 불안(35.9%)이 

가장 높았고, 합치율은 80.0%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전문적 간호실무의 지침이 되는 간호과정의 임

상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응급실 입원환자에게 적용가능 한 

간호진단분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도구로 사용된 44개의 간

호진단 중 41개의 진단이 응급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93%의 

합치율을 보였는데 이는 내과계 중환자에서 58.9%의 합치율

[1]이나 내․외과계 환자에서 71.9%의 합치율[7]을 보인 결과들

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합치율로 적용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본 대상자에게 적용된 41개 간호진단 목록 중에는 

Marini와 Chaves [20]가 응급실에 필요한 간호진단으로 선정

한 10개 진단들 중 영양부족, 비효율적 호흡양상, 피부통합성

장애, 배뇨장애, 신체기동성장애, 감염위험성, 급성통증과 같

은 7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Oh [10]의 응급실 복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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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Domains and Labels of Nursing Diagnoses    

Domains Nursing diagnosis labels N(%) Rank

Activity/
Rest 
　

Activity intolerance 　 47 (  5.7) 3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39 (  4.8) 5

Risk for bleeding 32 (  3.9) 8

Risk for shock 28 (  3.4) 9

Risk for ineffective cerebral tissue perfusion 24 (  2.9) 11

Impaired physical mobility 19 (  2.3) 15

Risk for ineffective renal perfusion 9 (  1.1) 29

Decreased cardiac output 8 (  1.0) 31

Impaired spontaneous ventilation 8 (  1.0) 31

Disturbed sleep pattern 4 (  0.5) 37

Toileting self-care deficit 3 (  0.4) 40

Subtotal 221 ( 27.0) 1*

Safety/
Protection

Risk for falls　 73 (  8.9) 2

Ineffective airway clearance 25 (  2.9) 10

Hyperthermia 21 (  2.6) 13

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19 (  2.3) 15

Risk for aspiration 16 (  2.0) 19

Risk for infection 13 (  1.6) 22

Risk for poisoning 8 (  1.0) 31

Impaired skin integrity 4 (  0.5) 37

Subtotal 179 ( 21.8) 2*

Comfort Acute pain　 91 ( 11.1) 1

Nausea 41 (  4.9) 4

Subtotal 132 ( 16.0) 3*

Nutrition
　

Risk for impaired liver function　 17 (  2.1) 18

Deficient fluid volume 16 (  2.0) 19

Risk for unstable blood glucose level 12 (  1.5) 24

Risk for imbalanced fluid volume 11 (  1.3) 26

Imbalanced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  10 (  1.2) 27

Risk for electrolyte imbalance 9 (  1.1) 29

Excess fluid volume 8 (  1.0) 31

Subtotal 83 ( 10.2) 4*

Perception/
Cognition
　

Impaired verbal communication　 22 (  2.7) 12

Unilateral neglect 15 (  1.8) 21

Acute confusion 12 (  1.5) 24

Disturbed sensory perception 10 (  1.2) 27

Deficient knowledge (specify) 8 (  1.0) 31

Subtotal 67 (  8.2) 5*

Coping/
Stress
Tolerance

Anxiety 39 (  4.8) 5

Ineffective coping 13 (  1.6) 22

Grieving 1 (  0.1) 41

Risk for post-trauma syndrome 7 (  0.8) 36

Subtotal 60 (  7.3) 6*

Elimination/
Exchange
　

Impaired urinary elimination　 19 (  2.3) 15

Diarrhea 4 (  0.5) 37

Impaired gas exchange 34 (  4.1) 7

Subtotal 57 (  6.9) 7*

Health promotion
　

Ineffective self-health management 21 (  2.6) 13

Subtotal 21 (  2.6) 8*

Total 820 (100.0)
*Domai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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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Defining Characteristics of 4 Major Nursing Diagnoses

Diagnoses

(Agreement rate)* Defining characteristics N(%)

Acute pain
(66.7%)

91 (100.0)
Verbal report of pain 69 ( 75.8)
Distraction behavior 33 ( 36.3)
Positioning to avoid pain 25 ( 27.5)
Facial mask 10 ( 11.0)
Change in respiration 9 (  9.9)
Change in blood pressure 3 (  3.3)
Protective gestures 3 (  3.3)
Guarding behavior 2 (  2.2)
Change in heart rate 1 (  1.1)
Diaphoresis 1 (  1.1)
Observed evidence 1 (  1.1)
Changes in appetite and eating 1 (  1.1)

Activity intolerance
(85.7%)

47 (100.0)
Exertional discomfort 24 ( 51.1)
Verbal report of weakness 20 ( 42.6)
Electrocardiography change reflecting arrhythmias 6 ( 12.8)
Verbal report of fatigue 5 ( 10.6)
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to activity 3 (  6.4)
Abnormal heart rate response to activity 1 (  2.1)

Nausea
(50.0%)

　 41 (100.0)
Reported of nausea 33 ( 80.5)
Gagging sensation 21 ( 51.2)
Increased salivation 1 (  2.4)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53.3%)

　 39 (100.0)
Dyspnea 29 ( 74.4)
Alterations in depth of breathing 11 ( 28.2)
Tachypnea 9 ( 23.1)
Orthopnea 7 ( 17.9)
Bradypnea 4 ( 10.3)
Decreased expiratory pressure 2 (  5.1)
Altered chest excursion 1 (  2.6)
Decreased vital capacity 1 (  2.6)

*Agreement rate= (Numbers of participants with defining characteristics ÷ Numbers of NANDA's defining characteristics) × 100 

에게 필요한 진단으로 도출된 간호진단 19개중 급성통증, 

낙상의 위험성, 감염의 위험성, 피부통합성 장애의 위험성 등

과 같은 15개 진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간호진단 목록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간호과정 전산프

로그램 개발 시 핵심적인 간호진단으로 유용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대상자에서 간호진단 급성통증이 가장 높은 빈도(11.1%)

로 나타난 결과는 급성통증이 내 ․ 외과계 환자의 11.7%[7], 회

복실 환자의 73.5%[15], 응급실 복통환자의 25.6%[10], 내과와 

일반·정형·신경외과 환자의 26.1%[1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들과 종합해 볼 때 다양한 문제를 지닌 환자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간호문제가 통증이므로 통증간호가 

잘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환

자들은 즉각적인 통증완화를 기대하고 신속한 치료를 원하므

로 간호사는 통증사정 도구와 능숙한 사정기술을 통해 통증

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급성통증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5순위 내 실제적 간호진단

들은 활동지속성장애, 오심, 비효율적 호흡양상, 불안 순이었

는데 각 연구들의 5순위 내 진단들과 비교해보면 내과계 중

환자의 비효율적 호흡양상[1], 회복실 환자의 오심[15], 개심술 

환자의 신체적 운동장애, 부적절한 호흡양상 및 불안[16], 뇌

혈관 환자의 불안과 활동지속성장애[17], 내과와 일반 · 정형 ·

신경외과 환자의 오심과 비효율적 호흡양상[19] 진단들이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응급실에 다양한 문제와 특성을 가

진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본 대상자에서 비효율적 호흡양상이 많이 나타난 결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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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the Related Factors of 4 Major Nursing Diagnoses 

Diagnoses

(Agreement rate)* Related factors N(%)

Acute pain
(100.0%)

91 (100.0)
Injury agent (biological, chemical, physical, psychological) 91 (100.0)

Activity 
intolerance
(80.0%)

47 (100.0)
Generalized weakness 29 ( 61.7)
Imbalance between oxygen supply / demand 15 ( 31.9)
Bed rest 11 ( 23.4)
Immobility 1 (  2.1)

Nausea
(48.1%)

41 (100.0)
Gastric irritation 14 ( 34.1)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10 ( 24.4)
Pain 9 ( 22.0)
Gastric distension 4 (  9.8)
Esophageal disease 4 (  9.8)
Motion sickness 4 (  9.8)
Biochemical disorder (uremia, diabetic ketoacidosis) 2 (  4.9)
Intra-abdominal tumors 2 (  4.9)
Meniere’s disease 2 (  4.9)
Anxiety 2 (  4.9)
Meningitis 2 (  4.9)
Pancreatic disease 1 (  2.4)
Pregnancy 1 (  2.4)

Ineffective breathing 
pattern 
(80.0%)

　 39 (100.0)
Anxiety 14 ( 35.9)
Pain 12 ( 30.8)
Hypoventilation syndrome 6 ( 15.4)
Hyperventilation 4 ( 10.3)
Chest wall deformity 2 (  5.1)
Cognitive impairment 1 (  2.6)
Musculoskeletal impairment 1 (  2.6)
Neuromuscular dysfunction 1 (  2.6)
Obesity 1 (  2.6)
Respiratory muscle fatigue 1 (  2.6)
Perception impairment 1 (  2.6)

*Agreement rate= (Numbers of participants with related factors ÷ Numbers of NANDA's related factors) × 100

과계 중환자[1]와 중환자[13] 대상 결과들과 일치하였는데 이

는 본 대상자의 중증도가 응급 상태 이상인 경우가 88.1%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이 환자들을 중환자실로 연계하여 치

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중환자의 간호진단들

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의 의무기록지

를 분석한 결과에서 간호진단 급성통증과 비효율적 호흡양상

[20]이나 응급실 복통환자의 급성통증과 낙상위험성[10]만이 5

순위 내 다빈도 진단과 일치하였는데 이는 같은 응급실 환자

대상일지라도 대상자의 특성이나 수 그리고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여겨지므로 응급실에서 적용 가능한 핵

심적인 간호진단을 확인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대상자 간호진단의 영역별 빈도가 활동/휴식(27.0%), 안

전/보호(21.8%), 안위(16.0%)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내과계 중환

자에서 안전/보호(43.9%), 활동/휴식(36.9%) 순으로 나타난 결

과[1]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역들은 일치하였다. 입원환자

들의 경우 활동/휴식, 안전/보호, 안위 영역의 간호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활동

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 대상자의 간호진단별 특성정의를 분석한 결과 실제적 

간호진단인 급성통증의 경우 대상자의 80-100%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정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 · 외과계 환자[7]에서 

얼굴표정(91.9%)이 주요 특성정의로 나타났고, 내과계 중환자

[1]에서는 통증에 대한 구두보고(100%)가 각각 주요 특성정의

로 나타나 본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증

에 대한 구두보고(75.8%)만 급성통증 진단의 50-79%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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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수적 특성정의로 나타났는데, 내과계 중환자[1]와 내‧
외과계 환자[7]에서는 부수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들

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일한 간호진단일지라도 환자들마다 

특성정의의 종류나 빈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확하

고 쉽게 간호진단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간호단위별로 간호진

단의 주요 특성정의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진단 활동지속성장애의 부수적 특성이 운동 시 호흡곤

란(51.1%)이었고, 그 다음은 허약하다고 말함이 42.6%로 나타

났는데 이는 내과와 일반 · 정형 · 신경외과 환자[19]의 운동 시 

불편감 또는 호흡곤란과 허약하다고 말함과 같은 특성정의가 

많이 나타났던 결과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NANDA 

[21]와의 합치율도 85.7%로서 활동지속성장애 진단의 특성정

의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진단 오심의 

주요 특성정의는 오심보고(80.5%)로 나타났고, 오심의 부수적 

특성정의로 나타난 메스꺼워짐(51.2%)은 내 ‧ 외과계 환자[7]에

서 토할 것 같다고 말함(19.9%)과 토할 것 같은 느낌(19.9%)

과 일치된 결과였다. 

간호진단 비효율적 호흡양상의 부수적 특성정의가 호흡곤란

(74.4%)이었는데 이는 내과계 중환자[1]의 부수적 특성정의가 

호흡곤란(69.4%)이었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이 진단의 

주요 특성정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는 내과계 중환자[1]의 

빈 호흡(83.4%)이 주요 특성정의들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NANDA 합치율도 53.3%에 불과하였으므로 보

다 많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 진단의 다른 특성정의들을 확

인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진단 급성통증의 관련요인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심리적)이 100%로 나타났는데 이

는 내과와 일반 · 정형 · 신경외과 환자에서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19], 응급간호단위 환자에서 생물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9]이 각각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된 결과로 급성통증의 관련요인은 거의 유사함을 보여주

고 있어 통증 진단진술은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활동지

속성장애의 관련요인은 전신 허약감이 61. 7%로 가장 많았는

데 이는 응급간호단위 간호사들이 활동지속성장애 진단의 가

장 타당한 관련요인을 전신쇠약으로 응답했던 결과[9]가 입증

된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간호단위에서는 내원시의 환자상태

뿐만 아니라 응급 진료가 끝날 때 까지 침상안정을 취해야하

기 때문이다.

간호진단 오심의 관련요인이 위 자극, 뇌 내압 상승, 통증 

순으로 나타나 내과와 일반 · 정형 · 신경외과 환자에서 위장관

계 자극, 신경약리학적 기전의 자극, 화학 요법 순으로 나타

난 결과[19]와 비교해 볼 때 위 자극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간호진단이라 할지라

도 대상자의 관련요인들은 다를 수 있으며, 이 관련요인에 따

라 간호중재법이 달라져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관련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간호진단 진술시 중요한 과

정이다. 비효율적인 호흡양상의 관련요인으로 불안과 통증이 

각각 30%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내과계 중환자[1]에서 신

경/근육계장애와 지각인지장애, 회복실 성인 수술환자[15]에서 

통증과 지각/인지손상이 각각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다른 진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응급실 환자를 직접간호하면서 간호진단분류의 

기록 및 기록을 통해 핵심 간호진단을 확인하였으므로 전산

기록시스템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나 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본 연구자가 간호를 담당했던 환자

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응급실 환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적용된 간호진단이 연구도구인 44

개 목록 중 41개인 92.3%로 나타나 응급간호단위에서 간호과

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 이 목록이 핵심진단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진단별 특성정의의 NANDA 합치율은 급성

통증 66.7%, 활동지속성 장애 85.7%, 오심 50.0%, 비효율적 

호흡양상 53.3%로 나타났으며, 관련요인의 NANDA 합치율은 

급성통증 100.0%, 활동지속성 장애 80.0%, 오심 48.1%, 비효

율적 호흡양상 80.0%로 나타나 합치율이 매우 다양하였으므

로 응급실 환자에게 적용될 간호진단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복연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응급간호단위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한 간호진단분류를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진단을 중심으로 간호결과와 간호중재의 연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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