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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의 개발  평가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Web-based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 for the Operatio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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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술환자에게 용할 수 있는 수술 후 통증, 수술 후 오심 구토, 체온 리에 한 웹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용하고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 오심/구토, 체온 리에 한 의료인의 지식정도와 환자의 만족
도를 평가하기 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 편차, t-test, Repeated ANOVA로 분
석하 다. 웹으로 구축한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용 과 후의 수술 후 통증, 수술 후 오심/구토, 수술환자 체온 리에 
한 지식정도와 환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patient's satisfaction and clinician’ knowledge level about pain, nausea, vomiting, 

and temperature management of patients after operation by develop an web-based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 about 

pain, nausea, vomiting, and temperature control after operation in order to apply the guideline operation pati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real numb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repeated ANOVA by using SPSS/WIN 

17.0 program. The study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pain, nausea/vomiting, and 

temperature control after operation and patient's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web-based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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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강 리시스템에서 의료비용과 서비스

의 질, 환자안 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해서는 근거

심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근거 심 실무(evidence-based practice)는 활

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의료인들이 최상의 

연구근거, 자신들의 임상 문성,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를 통합 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

는 과정으로[2], 체계 인 연구결과  문가의 

의견이 종합된 지식과 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하

여 합리 인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통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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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다[3, 4].

기존의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은 순서도

(algorithm)를 포함하는 종이기반(paper-based) 형식

으로 임상실무에 용하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많

이 보고되고 있다[5]. 이러한 종이기반 가이드라

인이 가지고 있는 공유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으로 개발되거나 시

스템에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7,8]. 특히 인터넷으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근거에 근할 수 있고, 

비용이 렴하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6].

 

2.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용  

수술환자의 신체  요구사항  가장 먼  고

려해야 할 사항은 수술 후 통증이다. 수술 후 다

양한 통증 리가 이루어지지만 수술환자의 

50-75%가 통증 리에 만족하지 못하며, 특히 수

술 후 24시간 동안 수술환자의 64-90%가 심한 통

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수술 후 

통증이 효율 으로 조 되지 않으면 심호흡과 기

침의 제한으로 기도 내에 분비물이 축 되어 무

기폐와 같은 폐합병증이 유발되므로[10], 수술 후 

통증 리에는 특별한 역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술 후 오심, 구토와 체온

이다. 수술 환자는 2시간 이상의 마취시간과 장기

간의 식, 수술 후 아편제제의 진통제 사용으로 

오심과 구토를 경험하게 된다[11]. 심한 오심과 구

토는 흡인이 발생되고, 수술 부 가 열개되며, 수

술 후 입원기간 지연을 래하게 된다[12]. 한 

신 마취 하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의 50% 정도

에서 36℃ 이하의 체온이 나타나며, 이러한 

체온은 액응고장애, 창상감염, 체온 불편감, 마

취 후 회복 지연과 떨림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

다[13,14,15].

따라서 수술환자들은 수술 부 의 통증과 더불

어 추가 인 신체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는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가능성[16, 17]

을 높여 조기 회복을 방해하게 되므로, 의료인이 

이러한 문제를 방하고 해결하기 해서는 수술 

후 환자 리에 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

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거 심 실무 가이

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환자에게 용할 수 있는 

수술 후 통증, 수술 후 오심 구토, 체온 리에 

한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웹 애 리 이션

으로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용하여 의료인의 

지식과 수술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3. 시스템 분석  설계

3.1 연구 재료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직  사용하고 평가하기 해서 학병원 

간호사를 실제 가이드라인 사용자로 선정하 다. 

3.1.1 연구 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사용 참여 간호사는 K 학병원 외

과병동과 마취회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27명

의 간호사로, 연구목 에 해 설명을 듣고 연구

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상자이다. 가

이드라인에 용할 환자 자료는 K 학병원 신 

마취 하에 제술을 받은 환자 총 124명이 다. 

구체 인 선정기 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미국

마취과학회 환자상태 분류(ASA physical status)에 

의한 ClassⅠ( 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Class 

Ⅱ(수술 질환이나 동반질환으로 경도나 등도의 

신질환을 가진 환자)에 속한 환자로서, 신마

취 하에서 30분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활력징후  정상 액와 체온 환자를 상자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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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국외 개발자 동의

를 얻어 본 연구자와 어와 한국어가 능숙한 간

호학 교수 1인이 1차 번역한 후 상호 비교하여 수

정  보완한 뒤,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마취통증

의학과 문의 2인이 가이드라인의 원본과 번역

본에 한 권고사항에 한 번역의 성과 타

당성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 수정 사항 없이 완

성된 가이드라인 설문지를 권고사항과 그에 한 

설명, 사정도구를 포함한 참고자료 등으로 나 어 

제작하 다. 실무 문가 집단 30명(간호 리자 4

명, 간호사 23명, 의사 3명)에게 RAND Corporation 

9  척도[18]를 참고하여 성과 용가능성, 

재 임상에서 용유무를 표시하게 하 다. 가이

드라인의 성과 용가능성은 9  척도로 측

정하 고, 임상에서 용여부는 ′ /아니오′로 

답하 다. 실무 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 권고사항 

부분이 7.0  이상으로 권고사항을 사용하 다. 

3.2 연구 설계

3.2.1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로세스 설계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한 설문 내용은 

크게 “사용자 지식”과 “근거 심 실무”를 심으

로 구분된다(표 1). Q1은 답변자의 기본 정보에 

한 내용이며, Q2-Q5는 답변자의 지식에 한 

내용이다. Q2-Q5는 총 3회 반복하여 답변을 수행

해야 하며, 답변 간격은 2주이다. 즉, 기 Q2-Q5

를 답변하고, 다음 답변을 해서는 2주의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명칭 테이블 설명

사용자 지식 

Q1 사용자 정보

Q2 지식: 통증

Q3 지식: 진통제

Q4 지식: 수술 후 오심/구토

Q5 지식: 수술 후 체온

근거 심 실무

P1 수술 환자 정보

P2 수술 후 통증 가이드라인 

P3 수술 후 오심과 구토 가이드라인 

P4 수술 후 체온 리 가이드라인 

E1 수술 후 통증 가이드라인 수행

E2 수술 후 오심과 구토 가이드라인 수행

E3 수술 후 체온 리 가이드라인 수행

(표 1) 설문 테이블

P1은 수술 환자와 수술과 련된 기본 정보이

다. P2-P4, E1-E3 는 P1에 종속되며, 답변자는 다

수의 수술환자 정보 P1에 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P2, P3, P4는 순서에 상 없으며, E1, E2, E3

는 각각 P2, P3, P4의 답변이 완료된 이후 3일이 

경과한 후 작성할 수 있다(그림 1).  표 1의 12개 

주요 테이블을 생성하 고 근거기반 실무 가이드

라인 로그램 구 을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다. Nurse 클래스는 LogInfo 로그인 정

보 클래스를 가진다. TableInfo 클래스는 테이블 

코드, 이름, 정의 객체를 가지고 FieldInfo 클래스

는 테이블 코드, 필드 이름, 필드 설명과 데이터 

유형의 객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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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1)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로세스

실 데이터를 가지는 클래스는 Item 클래스로서, 

간호사 사번, 테이블 코드, 컨텐츠 코드를 객체로 

가진다. Question 클래스는 시작일자, 수정일자, 

종료일자 객체를 가지면서 각 설문의 시간과 횟

수 정보를 장하게 된다.

4. 구  

4.1 시스템 구조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에 속 시 웹 서버에 

특정 작업을 요청하고, 웹 서버에서는 JSP/Servlet 

Engine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한다. 요청에 

련된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검색과 장에 

련된 작업은 DAO(data access object)를 통해 이

루어진다. 

DAO는 JDBC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RDBMS에 속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결과는 

JSP/Servlet Engine에서 HTML을 생성하여 반환하

고, Browser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4.2 개발

4.2.1 로그램 계정 생성

웹 라우 를 통해 설문 로그램에 속할 

수 있으며, 속 주소는 http://medinfo.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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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웹 기반의 시스템 구조

nursing로서 처음 설문 로그램에 속한 답변자

는 ‘신규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계

정을 생성하도록 하 다. 

4.2.2 로세스 리 화면

설문의 체 로세스를 리할 수 있는 리

자 화면으로서 상단 메뉴에서 'Main'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화면 환이 가능하다. 리는 ‘사용자 

지식’과 ‘근거 심 실무’에 한 역으로 나뉜다.

(그림 4) 로세스 리 화면

가장 먼  Q1에 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다음 

역으로 로세스가 진행되도록 개발하 다.

4.2.3 지식 역의 조건 설정

항목의 답변이 완성된 경우, ‘수정’ 버튼을 클

릭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답변이 미흡한 경

우에는 ‘진행 ’ 버튼이 자동 생성되며, 이 버튼

을 클릭하여 항목에 한 답변을 계속할 수 있다. 

‘사용자 지식’의 역의 로세스는 Q2(통증) → 

Q3(진통제) → Q4(수술 후 오심/구토) → Q5(수술 

후 체온)로 진행된다. 1차 설문이 끝나고 반드

시 2주 이후에 2차 설문을 작성할 수 있다. 2차 설

문이 끝나고 2주 이후에 3차 설문을 작성할 수 있

다.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 시간은 그림 5와 

같이 Q2. 통증(14일 후 작성) 표시된다. 

(그림 5) 지식 역 조건 설정 화면

4.2.4 근거 심 실무 역의 조건 설정

답변자는 ‘가이드라인 용 유무’ 목록에서 순

서에 상 없이 P2(통증), P3(오심과 구토), P4 (

체온)에 해 선택 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라인 용 유무’ 목록의 답변 여부에 따라 ‘가이

드 용 후 수행 정도’ 목록에 있는 설문에 답변 

할 수 있다. 를 들어 P2(통증)에 한 답변이 완

료된 후, 3일이 경과해야 E1(간호실무 수행)에 

한 답변을 수행할 수 있다. 답변 수행 가능 여부

는 그림 6과 같이 E2. 간호실무 수행(3일 후 작성)

으로 표시된다. P3(오심과 구토)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답변이 완료된 후, 3일이 경과해야 E2 (간호

실무 수행)에 한 답변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6) 근거 심 실무 역의 조건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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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용 

M±SD

용 후

M±SD
F 값 p

통증 16.46±3.02 19.35±2.74 32.07 <.001

진통 15.50±4.18 18.58±2.14 25.03 <.001

오심/

구토
 7.77±1.61  8.27±.962  5.70 <.001

체온  7.77±1.62  8.27±.962  5.71 <.001

(표 2) 시스템 용 ·후의 지식정도 (N=27)4.2.5 참여 유도 메일

특정 설문을 작성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2차 설문, 3차 설문, E1-E3에 답변이 되어야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의 수행 정도를 정확히 

악할 수 있다. 그러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로

그램에서 답변자에 따라 각각 다른 메시지를 자

동으로 생성하여 리자는 메시지 앞에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여 자동으로 메일이 

송되도록 하 다. 

(그림 7) 설문 참여 유도 메일 송 화면 

4.3 평가

4.3.1 시스템 용 ·후 지식정도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로그램의 평가를 

해서 사용자에게 용 , 후의 지식정도 비교

를 실시하 다. 지식정도 비교를 한 간호사는 마

취회복실 간호사 6명(22.2%), 외과병동 간호사 21

명(74.0%) 고, 평균, 표 편차, Repeated ANOVA

로 분석하 다. 통증에 한 지식정도는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용  16.46 (±3.02), 용 후 

19.35 (±2.74), 진통제에 한 지식정도는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용  15.50 (±4.18), 용 

후 18.58 (±2.14), 수술 후 오심  구토에 한 

지식정도는 근거 심 간호 실무 가이드라인 용 

 7.77(±1.61), 용 후 8.27 (±.962), 수술환자 

체온 리에 한 지식정도는 근거 심 실무 가이

드라인 용  7.77 (±1.61), 용 후 8.27

(±.962)으로 시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p<.001). 

4.3.2 시스템 용 ·후 수술환자 만족도 

시스템 용 ·후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

의 지식정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술환자의 만족

도를 비교하 다. 만족도는 5  척도로 하여 t-test

로 분석한 결과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용한 군과 용하지 않은 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변수
용 

M±SD

용 후

M±SD
t 값 p

만족도  3.55±.83 3.97±.17 3.74 <.001

(표 3) 시스템 용 ·후의 수술환자 만족도 (N=57)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수술환자에게 용할 수 있는 수술 

후 통증,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체온 리에 한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웹 기반의 시스템으

로 개발하여 용하 다.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

증, 오심과 구토, 체온 리에 한 지식정도와 수

술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웹으로 구축한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용 과 후의 수

술 후 통증,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수술환자 체온

리에 한 지식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Neitzel 등의 정형외과 수술 환자를 

상으로 성통증 근거 심 가이드라인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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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후 지식을 측정한 결과 간호사의 통증에 

한 지식정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 고[19], 

Richardson의 연구에서는 경막외 진통 요법 근거

심 가이드라인을 1년 동안 교육한 결과 통증 지

식이 상승하 다[20]고 하 다. 선행 연구들은 가

이드라인을 사용함으로 간호사들이 최선의 근거

에 근하는 기회가 증가하여 지식이 향상되었음

을 반 하 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는 정

도에 한 Carolyn의 연구는 1,200명  56%[21], 

Biancofiore 등의 연구에서는 80%가 1-2개의 가이

드라인만 용한다고 하 다[22]. 이 원인은 가이

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용하기 한 

자원 부족, 높은 비용에 기인하다고 하 다[21, 

22]. 본 연구에서는 수용 정도를 극복하기 해 

웹으로 개발하여 용하 다. 그 결과 지식정도에 

효과뿐만 아니라 수술 환자의 만족도에도 효과가 

나타났다. 제한 으로는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

인이 수술 환자의 많은 증상  통증, 오심과 구

토, 체온 리에만 용하 으므로, 향후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u-Health 는 CDSS를 한 

병원정보시스템에 시스템으로 구 하여 의료인들

이 근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수술 환자의 요도감

염이나 폐렴, 수술 후 감염 등에 한 다양한 근

거 심 실무 가이드라인을 용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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