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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와 의료보험료의 지출 증대

가 의료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특히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등 대

표적인 만성질환의 합병증으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

신장학회(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신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6년 12월 기준으로 혈액투석이 29,031명(62.1%), 복막투석 

7,990명(17.1%), 신장이식 9,709명(20.8%)으로 혈액투석이 신

대체요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체요법을 받는 환자의 60%이상이 혈액투석을 하고 있으므

로 혈액투석에 대한 비용지출과 의료인력공급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혈액투석은 투석기라는 필터를 사용하여 혈액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환자의 몸에서 나와 혈액연결

관을 통해 체외순환을 하는 혈액은 투석기를 거치면서 노폐

물이 제거되며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간다(안

재형 & Chan, 2004). 혈액이 이처럼 체외로 나와 투석기라는 

이물질의 표면을 만나면 혈액응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투

석 시 항응고요법은 중요하며 주로 사용하는 항응고제로는 

작용시간이 빠르고 반감기가 짧은 헤파린이 있다. 정상적인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헤파린 투여가 별 다른 문제

가 되지 않으나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출혈이 있거나 요독성 

출혈성 궤양, 요독성 심낭염 등의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성 합병증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현철 등, 2004; 김윤구 등, 2005). 출혈위험성이 있는 

신부전환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 할 때 출혈위험성은 줄이고 

혈액응고는 최소로 하기 위해서 현재 각 의료기관별로 다양

하게 무항응고제 요법을 수정하여 임상에 적용해 오고 있으

나(장은정, 1994; 정윤경 등, 2000; 김윤구 등 2005) 적절한 

지침은 없는 상태임으로 무항응고제 요법을 위한 간호실무지

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간호사들이 최선의 연구결과

를 근거로 한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무항응고제 요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간호의 질적 수준을 향

상시키는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며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여 그에 따른 간호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임상실무

에 적용, 평가하는 것으로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

액투석 관련 간호실무를 개선하는 것이다.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과 적용 및 평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2010년 6월 151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 적용,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대상자는 가이드라인의 시

범실시 기관으로 임의 선정된 C병원 혈액투석실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1명의 혈액투석 환자 중 무

항응고제 요법을 실시하는 출혈위험이 있는 대상환자 전수 19

명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서면 동

의를 한 15명을 대상으로 총 94건의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의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을 박태남(2006)이 8단계로 수정 보완

한 개발단계를 적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5.0 PC+를 이용하여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확정 가

이드라인의 질 평가는 범위와 측정점수 및 영역별 표준점수

로 산출하였고 투석방법별 응고점수와 투석효율(Kt/V)은 평균

과 표준편차,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단계: 임상문제 확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범위선정

연구자의 경험과 실무자의 의견, 전문가의 조언, 관련 문헌

의 검토를 바탕으로 임상문제를 확인하고, 출혈유무 사정, 무 

항응고제 투석방법, 기록 방법 등의 권고 사항과 근거등급, 

실무 조언의 12개 임상질문을 도출하여 이 범주를 가이드라

인의 구성범위로 정하였다. 가이드라인 사용자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자는 출혈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

는 자로서 항응고제를 쓸 수 없는 혈액투석환자로 하였다.

2단계: 체계적 문헌 고찰과 비평적 분석

근거확인을 위해 2160개의 문헌을 검색한 후 임상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17편의 문헌을 선택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과 비평적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장내과 교

수 1인,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혈액투석실 간호사 1인과 연

구자 총 3명으로 문헌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문헌전문

가집단은 SIGN의 문헌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선택된 17편의 논

문을 체계적 고찰,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별로 구분하

고 각 연구 영역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근거 등급을 평가하

였다.

3단계: 권고형성 및 권고 강도 결정

문헌전문가 집단이 임상질문별로 근거에 따라 임상질문을 

해결하는 권고를 형성하고 근거의 양과 일관성, 적용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임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권고의 

강도를 결정하였다. 가이드라인 권고는 강한 근거에 기초를 

둔 권고와 약한 근거에 기초를 둔 권고를 구별하기 위함이며, 

권고의 강도는 근거를 지지하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

호사가 권고를 수행한다면 예측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박태남, 2006). 권고의 강도는  

SIGN에서 제시한 A, B, C, D등급의 권고강도를 활용하였다..

4단계: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박명화(2005)가 개발한 가이드라

인 모델을 채택하여 문헌전문가집단이 임상질문과 그에 따른 

근거등급 및 권고 강도를 참고로 하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5단계: 실무전문가 집단의 평가

가이드라인 초안의 평가를 위한 혈액투석 실무전문가 집단

으로 혈액투석실 경력간호사 5명, 신장내과 교수 1명, 간호학 

교수 1명 등 실무전문가집단 7명을 구성하였고 가이드라인 

평가도구인 RAND(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의 9

점 척도(Sachs, Printz, Kahn, Carpenter, & Docherty, 2000)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초안

을 채택하였다.

6단계: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C병원의 혈액투석실에서 총 15명을 대상으로 94건의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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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dialysis modality used, clotting score and Kt/V                                (n=15, 94 case)

The number of dialysis modality used Case(%)
Clotting score

(Mean±SD)

Kt/V

(Mean±SD)

   Continuous saline infusion 77(81.9) 1.41±1.66 1.31±0.07
   Continuous saline infusion
+* Intermittent saline injection 10(10.6) 2.60±2.71 1.30±0.06

   Heparin-coated
+  Continuous saline infusion
+  Intermittent saline injection

 7( 7.5) 1.42±1.13 1.31±0.09

      Total 94(100) F=1.999
p= .141

F=.036
p=.965

* It means plus

투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남성이 80.0%, 여성이 20.0%였다. 

연령은 평균 59.5세로 4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분포되었다. 

무 항응고제 투석방법 실시 원인으로는 ‘적응증’으로 인한 것

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

Variables Classification n(%)

Sex Male  9(60.0)
Female  6(40.0)

Age 41-50  5(33.3)
51-60  2(13.3)
61 ≤  8(53.4)

Non-anticoagulants cause Indications 10(66.6)
Lab. data  1( 6.8)
Status  4(26.6)

3가지 무 항응고제 투석방법인 헤파린 코팅법, 지속적 생리

식염수 주입법, 간헐적 생리식염수 주입법 중 1가지를 선택하

여 대상자에게 시행하였다. 3가지 방법 중 시간과 비용이 가

장 적게 소요되는 지속적 생리식염수 주입법을 먼저 사용했

으며, 투석 후 응고율을 측정하여 합산 점수가 3점 이상이 나

오면 간헐적 생리식염수 주입법을 같이 사용하였고,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해도 응고율 점수가 3점 이상이 나오면 헤

파린 코팅법을 더 해서 사용하였다. 각각의 투석방법에 대한 

건수와 응고점수의 평균, 투석적절도에서는 Kt/V를 측정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는데 이때 K는 요소의 투석기 청소율(ml/min)

이고, t는 투석시간(분), V는 체액의 요소분포량을 나타낸다. 

각 방법 간의 응고점수와 Kt/V에 대한 비교는 ANOVA로 분

석하였다<Table 2>.

투석방법 중 지속적 생리식염수 주입법을 사용한 건수는 

총 77건으로 평균응고점수는 1.41±1.66이었고 Kt/V는 1.31± 

0.07였다. 지속적 생리식염수 주입법 +간헐적 생리식염수 주

입법을 사용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평균응고점수는 2.60±2.71

이었고 Kt/V는 1.30±0.06이었다. 3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 건

수는 7건으로 평균 응고점수는 1.42±1.13이었고 Kt/V는 1.31± 

0.09였다. 사용한 투석 방법사이의 응고점수와 Kt/V에 대한 p

값은 .141와 .9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사

용한 투석방법에 대해 방법별로 응고점수나 투석적절도 Kt/V

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가이드라인 적용 중 투석기를 교환

할 정도로 혈액응고가 발생한 건수는 없었다.

7단계: 가이드라인 확정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한 결과 권고사항에 있는 URR(Urea 

Reduction Rate)을 매 투석 시 마다 측정할 수 없었다. 혈액투

석에서 투석 적절도를 보는 방법 중 하나인 URR은 투석 전, 

후의 요소제거율을 보는 것인데 매 투석 시마다 혈액을 채취

하여 URR을 측정하기에는 비용적인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

함으로 미국 신장협회의 권고를 참고로 하여 월단위로 측정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8단계: 가이드라인 평가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

실무 10년 이상의 경력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5명의 평

가전문가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인 AGREE(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2001)도구를 수정사용하여 평가하였다<Table 3>. 

각 영역별 표준점수를 산출 했을 때 ‘명확성과 표현’ 부분

이 96.7%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권고안이 명료하고 임상상

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권고

안을 쉽게 확일 할 수 있는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가 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것은 표준점수 55점으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부분이며 

이것은 지침개발에 전문가 집단의 포함 여부, 환자의 관점과 

선호도 포함여부, 사용자 규정, 사전조사 여부 등의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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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results of guidelines

Domains
The number of 

questions

Range of score
Score

Domain-specific 

standard scores (%)      Max            Min

Scope and purpose 3  60 12 45 66.7
Stakeholder involvement 4  80 20 53 55.0
Rigour of development 5 100 25 90 86.7
Clarity and presentation 4  80 20 78 96.7
Applicability 3  60 15 42 60.0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표준 점수 73.0%이

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무에 적

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

법으로 도출된 근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개발하

고 개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실무전문가집단의 평가와 

혈액투석실에서의 시범적용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한 다음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박명화

(2006)가 번역한 한국판 AGREE(2001) 도구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 사용하여 평가전문가집단에 의해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평균 표준점수 73.0%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박태남(2006)이 자신의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AGREE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한 후 받은 64.1%보다 높은 점수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대상

자 사정, 무 항응고제 투석, 혈액투석 기록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향후 임상실무에서 사용한 후 필요한 항목들을 더 추가

하거나 기존의 항목들을 수정해 가며 발전 시켜 나가기를 바

란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가이드라인 즉 ‘Living 

Publication’이 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SIGN의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을 박태남(2006)

이 8단계로 수정 보완한 개발단계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가

이드라인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임상실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다양한 

개발조직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개발과 적용을 하고 있다. 그 

중 SIGN은 다른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개발조직과 달리 근거

중심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비평적 분석이나 가이드라인의 평가에 필요

한 도구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에 매우 유용하다. 향 후 간호학 분야의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절하다고 본다.

가이드라인 개발 시 1단계와 2단계는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두 

단계 모두 연구기간이 2개월 이상 걸렸으며 특히 2단계에서 

문헌평가자들의 문헌평가에서 각 문헌에 대한 평가결과의 합

의도출 과정은 장고(長 )의 시간이었다. 향 후 연구자는 1∼
2 단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시범 적용기간은 약 31일이었으나 임

상에서 사용해 본 결과 그 적용효과와 실무에서의 유용성이 

매우 뛰어나 시범 적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이것은 간호연구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학문적 연구와 임상실무와의 차이가 많이 나

는 간호 현실을 볼 때 임상실무에서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지식과 생활

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임

상실무에 적용했을 때 장점 중 하나가 간호행위의 일관성과 

표준화된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전해져 오는 관례나 간호

사 개인의 선호에 따라 행해지던 간호방법 대신 근거 중심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에 일관성

과 표준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 의료현실을 고려한 유용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전체 간호계가 공유하여 간호업

무의 표준화와 질적인 발전,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면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한 개의 혈액투석실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의 출판을 계기로 전국 모든 혈액투석실에서 

활용하고 지속적인 추후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져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표준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근

거중심 간호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가 유

익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간호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본 가이드라인 적용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적극적 활용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제도

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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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임상실무

에 적용, 평가하는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시 활용함으로써 간호실무를 개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적 연구이다.

개발절차는 SIGN의 개발과정을 참고로 하여, 문헌의 비평

적 분석단계를 거쳐 근거와 권고를 형성하고 형성된 권고로

써 구성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가이드

라인 초안은 실무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시범적용을 거쳐 수

정, 보완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평가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비평적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총 17편으로 3명의 문헌전문

가집단이 SIGN의 문헌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 후 12개 

임상질문에 대한 근거표를 작성하고 근거등급을 평가하였다. 

임상질문별로 근거에 따라 임상질문을 해결하는 권고를 형성

하고 SIGN의 권고강도등급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권

고강도를 결정하였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하여 15명의 혈

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총  94건의 혈액투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요인으로 URR을 매 투석시마다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가이드라인을 확정하

였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5명의 평가전문가집단이 AGREE도

구를 사용하여 그 질을 평가하였으며 19개 항목에서 평균 표

준점수 73.0%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근거중심 방법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임상실무에서 출혈 

위험이 있는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며 혈액투석 간호업무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집단의 평

가와 실무에서의 시범적용을 통해 개발하였고 실무에 적용하

여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의 적용을 통

해 본 가이드라인이 출혈위험이 있는 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에 대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으로써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평가할 때 투석적인 면에

서는 혈액응고율과 투석효율만을 실험하고 평가하였는데 혈액

학적인 변화와 차이들을 실험하고 추후 관찰하는 후속 연구

가 유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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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Hemodialysis 

in the Patients with Risk of Bleeding

Kim, Su Mi1)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od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s for hemodialysis in 
the renal failure patients with risk of bleeding and to evaluate the guidelines by applying it to the practice.
Method: Referring to the SIGN, the first draft for guidelines was developed based on the advices and 
recommendations obtained from the procedure of critical literature analysis. Then, the draft was modified by the 
procedures of the expert group evaluation and pilot application to the practice. The final draft was evaluated by 
the expert group using AGREE instrument. Result: The first draft of guidelines was developed through 8 stages of 
process and was evaluated by seven experts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using a 
9 point scale. The mean score of 11 items was 7.90 or above. The quality of the final draft was evaluated by 5 
experts using the AGREE instrument. The mean standard score was 73.0% or above in the 19 items. Conclusion:
The clinical guidelines developed by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systematic and scientific guidelines for 
hemodialysis in the renal failure patients with risk of bleeding. In addition, the researc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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