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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응용 기반 간호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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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위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 분류체계의 간호과정 프로그램을

모바일 응용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연구재료는 표준화된 분류체계인 북미간호진단협의회의 간호진단 분류체

계와 아이오와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간호중재 분류체계, 간호결과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

방법은 간호과정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개발하므로 환경에 제한적인 프로그램으로 임상에 일반화시켜 환자

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단-결과-중재의 전체를 연계시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므로

어떠한 임상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한글판으로 3월부터

앱 스토어에 등록되었으며 간호교육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Process

based on Mobi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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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develop Mobile application-based Nursing Process Programs

on ‘Nursing Diagnosis’, ‘Nursing Interventions’ and ‘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targeting nurses

and nurse students. To achieve it, this paper uses ‘standard classification-focused research data’ on the

basis of Nursing Diagnosis Classification established by NANDA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NIC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and NOC (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mainly developed by Iowa State University. The existing research methods are difficult to be applied

to patients, since such methods put a restriction on choosing, developing, and generalizing ’Nursing

Process Programs’ in clinical spheres. But, this research thesis focuses on developing guidelines applicable

to any clinical experiences, with the use of the framework in mutual links with all the nursing diagnosis-

outcomes-interventions. In this regard, the Korean version programs were developed and registered in

App store in March. Thus,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grams would be wildly-available as tools for

nur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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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간호전문직은 학문적 발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

하여 전문화를 추구해 오고 있으며, 역할 규명과 전

문성 확립을 위해서 간호행위의 핵심이면서 간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을

내리는 과정은 간호학의 본질이 과학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호연구와 이론개발을 촉진시키며, 간호학

이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수 있게 한다

[1]. 그러므로 간호과정을 효과적으로 환자간호에 적

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간호학문의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2].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간호현장은 전자기록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

다[3]. 기존의 종이 기반에서 전자기록시스템으로 변

화는 교육자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다. 간호교육자는 임상자료의

잠재적 가치를 이해하고 임상자료를 기록하고 관리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임

상환경에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

다. 만약 교육자가 미래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면, 학생들은 임상실무에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변화하도록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4]. 즉 학생들은 실무에서 발생하는 변화

에 대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습득하게 할 필

요가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이론과 함께 기술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준비된 간호 인력을 서

비스 환경으로 진출시키므로 간호전달체계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지식들을 보급시켜야 한

다. 전문 간호사의 부족, 적시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필요성 증가, 지역사회 간호의 성장, 전문적 실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변화는 표준화된 전문용어체계

와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전자

기록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을 고무시키고 있다[5,6].

미국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환자 중심 간호의 제공, 여러 전문 분야 팀의 구성원

으로서 참여, 근거 기반 실무의 활용, 질 향상 접근법

의 적용과 정보의 활용의 5가지를 핵심 능력으로 간

주하고 있으며, 정보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간호를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관리하고, 오류

를 감소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최

신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7].

오늘날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기회

에 학습 자원의 결정에 있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직면하고 있다. 임상실습을 나가는 한국의 간호

대학생은 임상실습의 사정단계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수집되는 자료를 확인, 분류한 후 환자에

대한 간호진단을 결정하는 데 미숙할 뿐만 아니라 용

어체계에 대한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 특히, 원인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비

효율적인 결과와 부정확한 간호를 수행하게 만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간호과정을 모바일 기기에 적용

하기 위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로서 북미간호진단협

의회(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

tion, NANDA)의 간호진단 분류체계와 Iowa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간호중재 분류체계(Nursing Inter-

ventions Classification, NIC), 간호결과 분류체계

(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NOC)의 분류체

계를 사용하였다. 이 3개의 분류체계를 합쳐 "진단-

결과-중재" 또는 "NNN"으로 칭하고 간호과정이라

고 한다.

최근 모바일에 의료를 적용한 사례로서 성형외과

수술 적용[8], 150명의 자폐아동의 이미지 선택을 통

한 감정 전달 치료에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9], 당뇨자가관리[10]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유용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즐거움과 유용성을

주는 것이 모바일의 채택의도를 높이고 있다[11].

2. 간호과정

간호과정은 1955년 Hall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간호과정은 사정, 계획, 수행, 평가의

4단계 과정으로 설명되었으며, 1975년 Mundinger와

Jouron에 의해 간호진단이 간호과정의 두 번째 단계

로 포함되었다. 1973년 미국간호협회(ANA)는 간호

과정의 요소를 간호실무의 표준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주에서 간호과정 요소에 대한 지식을 자격

시험에서 테스트하도록 하였다[12].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간호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976년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과정의 단계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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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로 명명하면서

간호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다섯 단

계로 이루어진 간호과정은 간호대상자에 대한 간호

사의 책무와 비용 효과를 나타내주는 체계적인 수단

이 되었다. 간호과정에서 적용된 이론적 접근방식은

간호행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13].

간호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다른 전문

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은 임상적인

의사과정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중간 수준의 이

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

은 1960년대 후반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간호업무

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러한 행동

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을 유추하는 데

필요한 간호업무 이론으로서의 간호과정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 제시된

간호과정의 영향에 의해 간호실무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분류체계들이 개발되었다.

ANA는 간호실무의과정지향적인 모델을 촉진하

기 위해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로

이루어진 간호과정을 간호의 근간으로 하였으며 간

호과정의 전산화를 위한 분류체계의 개발을 제안하

였다. 또한 1986년 ANA는 간호실무의 모든 영역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단일의 포괄적인 분류체

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간호실무, 교

육, 연구, 정책과 다른 건강체계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에서 사용 가능한 분류체계로 개발되도록 하였다

[14,15]. 간호과정에 속한 자료는 기록을 필요로 하며

간호과정의 적용에 알맞은 기록체계의 개발이 요구

된다.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사용 가능할 때 분류된

자료들에 관한 저장, 조직,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간호 업무의 전

산화를 가능하게 한다.

2.1 간호진단

표준화된 간호용어체계의 사용은 1970년대 NANDA

에서 발표한 진단분류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 미

국간호사협회에서 간호진단이 인정받았다. 간호진

단은 간호대상이 갖고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건

강문제를 표준화된 용어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한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간호결과와 간호중재 선택

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과학적이고 질적인 간호수행

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간호진단의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는 부분은 간호진단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여 서로 다른 진단이 같은 증상 및 징후를 갖는

경우가 있고 진단의 이론적 토대와 내적 일관성이

약한 점, 신체적인 면과 병리적인 면이 강조되고 질

병 중심적인 것이 우세한 점 등이다. 그리하여 이를

교정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NANDA의 간호진

단을 확장하고 간호진단 분류체계를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NANDA 2007-2008 간호진단

분류체계는 영역(domain), 클래스(class), 간호진단

(Nursing Diagnosis)라는 3개의 수준(level)으로, 13

개의 영역과 47개의 클래스와 188개의 간호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의 영역은 건강증진, 영양, 배설/

교환, 활동/휴식, 지각/인지, 자아지각, 역할관계, 성,

대응/스트레스 내성, 삶의 원칙, 안전/보호, 안위, 성

장/발달을 포함한다. 각각의 간호진단명은 정의, 정

의적 특성, 관련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잠재적

진단명은 정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2].

국내에서는 NANDA에서 제시한 간호진단의 한

글어휘 명명을 위해 임상간호사회(1998)에서 조사연

구를 시행하여 57개 간호진단의 한글어휘 목록을 제

시하였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09개 NANDA 간호

진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98개의 표준화된 한글명

간호진단을 발표하였다[17]. 그러나 1999년 이후 우

리나라의 한글명 표준화 작업이 지속되지 못하여

NANDA에서 수정 및 개발된 간호진단 용어에 대한

한글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NANDA 간호진단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특정 간

호단위별로 적용되는 간호진단을 확인[18-20]는 연

구들이 이루어졌고 제시한 간호진단 모두 한국의 임

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간호진단

의 특성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간호진단과 간호중

재의 연계를 위한 연구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21,22].

영역

(1-9)

클래스

(A-Z)or(a-z)

간호진단

(5 numbers)

# A #####

표 1. 간호진단의 코딩 구조

2.2 간호결과

간호결과란 간호사의 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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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1-9)

클래스

(A-Z)or(a-z)

결과명

(4 numbers)

결과지표

(01-99)

측정값

(1-5)

# A #### ## #

표 2. 간호결과의 코딩 구조

대상자의 상태를 말한다. 간호결과 분류체계(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NOC)는 최근 가장 광범위

하게 이용되는 분류체계로서 Iowa 대학 M. Johnson

과 M. Mass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왔다. NOC은 간호

결과를 5단계의 추상성 수준으로 나누고 그 수준에

따라 환자결과의 7개의 영역(domain), 환자결과의

30개 클래스(class), 결과명(outcome), 결과지표

(indicator), 결과에 대한 측정활동을 표현한다. 결과

명은 중하정도의 추상성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구체

적인 결과지표와 측정활동이 낮은 추상성 수준을 포

함하여 현재까지 330개의 결과명이 개발되어 있다

[23]. 간호중재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의학적 처치에

의한 반응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간호효과성

연구의 기본구성요소로 간호결과를 제시하였으며,

NANDA 간호진단과 연관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NOC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NOC의 한

글 명명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서 190개 한글 결과

명 중 17개 결과명을 제외하고 모두 ‘적절하다’고 하

였으며[24], 이후 260개의 간호결과명의 한글명명화

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졌다[25]. 진단-결과-

중재 연계 간호과정 전산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

호결과지표 점수를 이용하여 간호중재에 반응하는

환자 결과의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함으로써 NOC이

간호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간호중

재에 따른 간호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측정하고 표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9].

환자결과 평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근 의

료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 하

나이다. 환자의 결과는 물론 간호결과를 개선해 나가

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책임으로, 이에 대해 다양한

간호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환자결과 평가에 대한 통

합적 접근과 표준화된 간호결과분류체계를 확립함

으로써 간호단위, 병원, 지역사회 간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는 것과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1].

2.3 간호중재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vention Classi-

fication, NIC)는 독자적 간호중재와 협동적 간호중

재 그리고 일반적인 간호실무 분야의 중재를 모두

종합한 표준화한 언어체계로 미국 Iowa 대학의 프로

젝트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NIC의 가장 큰 장점은

간호진단이나 간호결과와는 달리 간호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발과정이 귀납적이어서 간호

중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및 적용을 가능하게 하

며, 개발된 NIC을 다양한 간호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NIC은 추상성

수준에 따라 7개의 영역(domain), 31개의 클래스

(class), 514개의 중재로 구성되어 있다[26].

NIC의 개발이유는 간호중재 표준화, 진단, 중재와

결과 간의 연계를 통한 간호 지식의 확장, 간호정보

시스템의 개발, 간호학생을 위한 의사결정 교육, 간

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결정, 간호실무

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자원의 계획, 간호의 유일한

수행을 전달할 수 있는 용어, 다른 건강간호제공자의

분류체계와의 연계로 규정하고 있다[27]. 국내에서

는 NIC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NIC의 한글 명명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졌다[28]. 또한 각 간호단

위에서 핵심이 되는 간호중재들을 확인하는 연구들

이 주를 이루었다[29-31].

영역

(1-9)

클래스

(A-Z)or(a-z)

중재

(4 numbers)

# A ####

표 5. 간호중재의 코딩 구조

2.4 진단-결과-중재 연계

M. Johnson은 진단-결과-중재의 연계를 제시하

고 있는데 이러한 간호용어체계는 간호과정의 언어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연계는 실제

간호사들의 행위에 따른 통계적 분석결과가 아닌 전

문가들의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들의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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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연구 동향 그림 2. 간호과정 앱 구조

결과와 간호사들의 평가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상

태이다[32].

국내에서 박성애 등은 의학적 진단에 따른 간호진

단 10개에 대해 간호중재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며[33], 진단-연계-중

재 연계를 기반으로 한 간호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임상에서 적용한 바 있다[19]. 국외에서는 척수손

상 환자[34], 만성질환자[2],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어

린이[35]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 다양한 임상 현장

에서 연계를 적용하고 유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 방법

선행연구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간호진단

을 정확히 내리도록 도와줄 수는 있으나 간호진단

중 일부에 국한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간호단

위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표준화된 분류체계인 간호

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

았다.

즉, 간호과정 기반의 의사결정지원까지 연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간호과정의 전 단계가 포

함되지 않고 일부 질환으로 정형외과[19], 뇌혈관질

환[20], 유방암[22], 척수손상[32], 만성질환[34], 복부

통증 어린이[35]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거나 간호

진단의 수가 10개로 한정[33]되어 개발되어 실제로

병원과 연계한 적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단-결과-중재를 연계하기

위해 NANDA(2008)에서 제시한 간호진단 중 전체

로서 188개의 간호진단, 간호결과분류체계에서 제시

된 330개의 간호결과, 간호중재분류체계에서 제시된

514개의 간호중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진단-결과-중재 연계는 필수(major), 추천(sug-

gested), 선택(optional)의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며,

이 구분은 연계 결과에 따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간호중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간호결과는 M.

Johnson이 제시한 간호진단-간호결과 연계에 기반

하고, 간호결과에 대한 결과지표는 간호결과분류에

서 제시된 간호결과지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중

에서 간호결과지표에 대한 한글번역은 기존의 한글

명명화 된 것을 참고로 하고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1차 번역한 결과를 2명의 간호전문가가 검

증하였다. 그리고 514개의 간호중재를 사용하였다.

4. 시스템 설계 및 구현

4.1 시스템 특징

간호과정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접근 시 이용하

는 문제해결과정에 기초한 조직화된 의사전달의 방

법으로, 본 시스템은 진단-결과-중재 연계로 구성되

어 간호과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가능하며, 간호

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 별로 각각 검색 가능하고,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검색 했던

기록들을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다

4.2 시스템 구조

간호과정 앱의 주요 구조는 프로그램 메인에서 진

단, 결과, 중재 각 목록 뷰(view)로 연결되고, 결과와

중재의 경우 선택된 하나의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을 표시한다. 그리고 진단 목록의 경우 한 개의 진단

을 선택하면 그와 링크된 결과, 중재를 순서대로 선

택하고, 진단 -결과-중재가 링크된 상세 내용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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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메인화면(a) 및 간호과정 메뉴(b) 화면

클래스 구성 선 언 설 명

멤버 변수, 객체

UIView *mainView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뷰

UIImageView *mainImage 앱 이름 표시 이미지 뷰

UIButton *appInfoBtn 간호 과정 Overview메뉴버튼

UIButton *diagnosisListBtn 진단 목록 검색 버튼

UIButton *outcomeListBtn 결과 목록 검색 버튼

UIButton *interventionListBtn 중재 목록 검색 버튼

UIButton *recentSearchesBtn 최근 검색 진단 버튼

UILabel *versionLabel 버전 정보 표시 Text라벨

UIViewController 인스턴스

메소드(인스턴스화 한 후에

사용가능)

- (id)initWithNibName

Nib네임(일반적으로 xib확장자파일)을 가

진 파일 정보와 함께 뷰컨트롤러를 초기화

하는 메소드

- (void)viewDidLoad 뷰가 로드될 때 수행되는 메소드

- (void)viewDidUnload 뷰가 언로드될 때 수행되는 메소드

- (void)viewWillAppear 뷰가 화면에 표시될 때 수행되는 메소드

- (void)dealloc
뷰컨트롤러 객체가 Release될 때 수행되는

메소드

IBAction 인스턴스 메소드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 특

정 액션과 연결되어 실행)

- (IBAction) load~View
버튼 내부에서 터치 후 손을 뗄 때 해당 뷰

를 load한다.

표 4. 메인 화면의 클래스 구성과 선언

4.3 시스템 개발

4.3.1 메인 화면(MainView) 및 간호과정 메뉴(Over-

view View)

메인 화면(a)에는 5개의 메뉴가 존재하고 각 메뉴

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뷰컨트롤러가 뷰컨트롤러스

택에 push되는 방식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모든 뷰

는 navigation controller를 통해 관리되며 navi-

gation controller의 bac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뷰가 pop되면서 이전 뷰가 나타난다. 그리고 (b)는

간호 과정 앱에 대한 소개를 표시해주는 뷰로서, 왼

쪽 상단 Back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복귀하게

된다.

4.3.2 검색 메뉴(SearchView) 및 목록 검색(Des-

criptionListView)

검색 메뉴(a, b)는 메인에서 진단, 결과, 중재 목록

검색 메뉴를 선택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뷰로서,

메인뷰에서 검색뷰 컨트롤러 객체를 생성하고, 검색

뷰 컨트롤러 객체를 Push하기 전에 searchMode변

수를 특정 모드로 설정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을

진단, 결과, 중재별로 표시하도록 한다. 키워드 검색

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고, 키워드 검색에서 한글로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리스트로 표시

해준다. 그리고 원래의 목록을 보려면 전체 보기 버

튼을 눌러주면 된다. 각 항목 선택 시 그에 맞는 하위

뷰가 Push된다. 키워드 검색의 경우 진단 목록일 때

는 NandaNocLink뷰가 결과, 중재 목록일 때는 각각

의 상세 내용 뷰가 표시된다. 영역별 검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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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진단-결과 링크(a) 및 진단-결과-중재 링크(b) 화면

(a) (b) (c)

그림 4. 검색 메뉴(a, b) 및 목록 검색(b) 화면

Description뷰가 Push된다.

목록 검색(c)는 상위 메뉴가 영역별 검색일 때만

표시되는 뷰로서 한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헤더에는 상위 메뉴에서 선택한 영역명이 표

시된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목록을 표시해주고, 특

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진단 목록일 때는 Nanda-

NocLink뷰가 결과, 중재 목록일 때는 각각의 상세

내용 뷰가 표시된다. 오른쪽 상단 Main 버튼을 누르

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navigationcon-

troller의 rootviewcontroller로 돌아가는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이다.

4.3.3 진단-결과 링크(NandaNocLinkView) 및 진단

-결과-중재 링크(NNNLinkView)

진단-결과 링크(a)는 진단 목록에서 선택된 진단

에 해당하는 결과 목록을 화면에 표시해준다. 진단명

부분이나 Main버튼 아래의 info button을 누르게 되

면 진단 상세 내용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결과 목

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NNNLinkView로 넘어간

다. 진단-결과-중재 링크(b)는 진단-결과 링크 뷰와

유사한 형태로서 결과 표시 라벨과 중재 목록이 추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중재 목록의 경우 탭바를 이

용해 Major, Suggested를 선택해 목록에 표시할 수

있다.

4.3.4 NNN 상세 내용(NNNDetailView) 및 결과 상

세 내용(DetailView)

NNN상세 내용(a)은 상위 메뉴에서 선택된 진단-

결과-중재의 모든 정보를 텍스트뷰에 표시해준다.

처음에 구현할 때는 DetailViewController 객체를 진

단, 결과, 중재로 각각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데이터 암호화 이후 탐

색속도가 느려져서 SQL의 JOIN을 이용해 한 번에

읽어오도록 했다. 결과 상세 내용(b)는 상위 메뉴가

진단, 결과, 중재 였는지에 따라 모드가 표시되는 상

세 내용이 바뀐다. 각각의 이름, 코드, 속한 영역, 분

류가 표시가 되고, 진단의 경우 정의가 표시,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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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구성 선 언 설 명

멤버 변수, 객체

UILabel *diagnosisLabel;

UILabel *diagnosisDescLabel;

UIButton *diagnosisInfoBtn;

UIButton *diagnosisInfoBtn2;

화면의 진단부분에 해당하는 UI객체

UILabel *outcomeLabel;

UILabel *outcomeDescLabel;

UIButton *outcomeInfoBtn;

UIButton *outcomeInfoBtn2;

결과 부분에 해당하는 UI객체

UITableView *interventionTableView;

UITabBar *tabBarNew;
중재 부분에 해당하는 UI객체

NSString *diagnosisCode;

NSString *diagnosisDescKor;

NSString *diagnosisDescEng;

진단 관련 정보 문자열

NSString *outcomeCode;

NSString *outcomeDescKor;

NSString *outcomeDescEng;

결과 관련 정보 문자열

NSMutableArray *interventionDataArray; 중재 목록 배열

NSInteger interventionTableViewMode;
중재 목록 표시 모드(Major, Suggested,

All)

DescriptionListView

Controller 인스턴스 메소드

- (IBAction) pushInfoButton
상세 정보 보기 버튼이 선택되면 실행

되는 액션 메소드

- (void) searchingInterventionData 중재 목록 데이터를 db set에서 검색

표 4. 진단-결과-중재 링크의 클래스 구성과 선언

(a) (b)

그림 6. NNN 상세 내용(a) 및 결과 상세 내용(b) 화면

경우 Scale과 Indicator가 표시, 중재의 경우 Activity

가 표시된다. 섹션이 나누어진 Grouped 테이블 뷰

형태이다.

4.4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암호화

간호과정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는 SQLite이고, 데이터베이스 세트은 파이어폭스의

애드온인 SQLite Manager를 이용해 제작했다. 간호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테이블은

diagnosis, intervention, outcome테이블인데 이 테

이블들은 linking_major, linking_suggested 테이블

을 통해 링크(link)된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는

SQLCipher(SQLCipher README[36])를 사용했고,

암호화 방법은 MobileOrchard의 Tutorial를 참조했

다[37].

그림 8은 튜토리얼을 참조해 만든 암호화 프로그

램으로 리소스에 쿼리가 작성되어 있는 확장자.sql파

일을 추가하고, 암호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면 리소

스에 있는 모든 sql파일을 읽어와 파일상의 쿼리를

실행하게 된다. 이미지 마지막에 PRAGMA key =

'mipth502n‘이라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mipth-

502n부분에 원하는 암호를 입력가능하다. 이후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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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베이스 구성

그림 8.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qlite3_

exec(DB, "PRAGMA key= ‘암호’“, nil, nil, nil);를

접근 전에 실행해줘야 한다.

5. 결 론

1992년에 미국간호사협회는 간호진단(NANDA-

International),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

ventions Classification)를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발

생하는 정보들을 묘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표준화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어체계로 승인하였다. 위원

회는 또한 간호전문직의 목표는 여러 언어로 통합성

을 증진시키고, 획일적이지 않은 데이터와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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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하였다[1,2,12]. 최근에는 간호 활동을 뒷받침

하는 12개 용어체계가 미국간호사협회에 의해 승인

되고 전파되었다. 용어체계는 사정, 진단, 중재, 결과

를 기록하기 위해 보여주도록 선택된 데이터, 종적으

로 저장된 대상자 건강 데이터의 물리적 혹은 논리적

개요, 임상데이터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및 행정 데이터의 연

결, 간호현장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근거기반실무의

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개발된 표준용어체계가 있으나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전자화된 기록시스템에 개발자들이 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용어체계를 사용하므로 얻

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 데이터의 재사용, 근거

기반 실무,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

다. 미국은 2015년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언제 어디서

나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임상에서는 간

호과정이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에

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간호 데이터는 환자중심의 환자

안전, 간호의 효율과 효과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

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인 간호과정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실

무, 기록, 임상자료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간호학

분야 뿐 아니라 다른 건강 분야의 학생들과 교육자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과 임상자료를 공유하고 호환

할 수 있는 정보학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상호운영성이 가능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간호용어체계의 사용이

반드시 요구한다. 이를 기반 한 사례연구는 실무에서

교육자와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근거를 제공함과 동

시에 간호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임상과

관련된 모델로서 사례 연구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유효한 임상 정보 또는 평

가, 현상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문제의 속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학

습자를 도울 수 있는 임상 사례가 제공될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한 간호과정 프로그램을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간호과정

프로그램은 한글판으로서 국내에서 2011년 3월 15일

이후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간호교육의 도구로 적극

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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