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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낙상발생 연구 자료원으로서의 

국제간호실무분류체제 기반 전자간호기록의 유용성 

조인숙， PhD, RNl), 악인육" 김용안" 

I 서론 

잉앤환자의 낙상 또는 낙상 가놓성옹 중요한 환 

자 안전과 완연잉 고허샤힘이다 입원환자의 낙상용 

가정흔한앵태의사고혹서용얘애의하연 70%{‘차 

지하고 있능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gÎn & Vila, 

1965; Suuon, Standen, & 싸셰lace， 1994) 낙상은 

성각한신1걱정셔적손상과앙깨삶의 힐저하，찌씬 

기간의종기，장기요양기판으료의업앤， "1용중가91 

강용 경과홉초뼈8Hξ 것으호 강일혀져 있다(Aditya， 

Shanna, Allen, & Vassallo, 2003; Kempen, 

Sandenll이1 ， ScafKlomp, & Onnel, 2003; Kong, 

냐e， Mackenzie, & Lce, 2002; Scaf-Klomp, 

Sandeml이1 ， Orme l, & Kem야n. 2(03) 냉원에서 

발생힌 낙상으l 약 30%7. 신세직 손상용 웅만하고 

4-6%는 싱각한 진파용 초얘한다(Ash， MacLeod, & 

Clark, 1998; Morse, Prowse, Mαwι & 

Federspeil, 1985) 싱각힌 손상의 가능성와 의효이 

11 인히예씨요 의여대이 간호씨와 쿄수 

E.mail: inφok ，c~inha. ac.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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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충가로 인해 많옹 영씬에서는 낙상앙생용 흰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주요 우션숭~I로 고허하고 칙 

극적인 얘셔 노혁을 오씨하고 있다 

냉앤에서 의 낙상파 판련한 연구로는 위험요인융 

샤갱 하거나 고~I엉 딴지에 대한 중찌 또는 양생올운 

석용용예 냉용씬자용판리하는냉안풍의 연구가많 

이 이쭈어진 에 비에 예냉용 써한 싱우지갱파 g련째 

서는 우작위 설엉 연구가 우혹힌 실정이다 위헝요인 

샤갱이냐고쩌헝씬자판리‘상안오우위엉융 기진얻 

지용 와언하는때 중갱용 우는 앵엔인데， 위앵 요인온 

인지장얘가 있는 환자， 따킨손 갱인， 투약， 뇨설긍 동 

융포함혜 연리알혀져 있고싱우얘시 '19 사용되는 

$1험 사정 도구에도 거의 얘 F용 포항되어 있다 

그러내 Giles동 (2006)이 지썩었듯이 위험 사정 

도구의사용용잉상성우에서 몇가지용재정용안고 

있다 우신， 안기간의 욕갱 연구 욕객이 아닌 경우 해 

당도구사용자융 간의 신뢰성이 갱충되지 않용'. 사 

용되는 정우가 혼하다 그에서 사용자인 간호사를 간 

의 연이(variation)가 크고 신"성에 운찌가 셰기되는 

갱우가 않다 종셰， 샤용'1풍 간" 띤이(vari ation)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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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항 수 있는 땅엉용 설무에서 지옥척인 사용자 

교육용용에 신희생융유지뼈나7}는 것이 앤수적이지 

안， 간호사간의 g용 이에훌， 우셔 연흥 동용제한현 

씩우교육 이외 현질적 대용용 어영제 한다 세언찌는 

헤엉사갱도구의안욕적용，영가시기에대한일\'1원 

연구 철파와 지칭이 부촉하여 항용이 제한외고 있다 

따라시 위헝 사정 도구용 얀욕적으로 기혹해야 

히는수작업융갑소시키연셔 입원환자상얘용지속칙 

으호오니터한수있다연간호실우효융성용한총높 

일수있는방안이 원것이아 이에용연구에서는그 

러언 대안으로 표준 용어찌찌 기반의 전자간호기혹 

싼용 가능성과 유용성올살펴보고자한다 표준용어 

져찌 기반의 전자잔호기혹용기존종이영얘의 자트와 

알리'.시간판싼원씬자상태갱보가쿄드화원앵'. 

오작성，저장왼다 이러한데이터는여러가지옥척에 

따악 용이하게 갱색， 죠회， 안용잉 수 있는 장갱용 가 

지고 있다 측 진료 욕적이나 의료진 간의 커유니케이 

션 욕적으효수징，지장왼간호 실무 데이터가그 이외 

더 1i용적인 진료나 간호용 욕직으흐 。l>l칙으료 가 

궁， 정재， 요약휠 수 있다(Pesut， 2006) 

회근 국내외 얘영 의료기관융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생한자건강기원:elcctronic health recor.이 

잊 전자환자기욕(electronic health recαd) 시스엠 

의 개딴용 파거에 이해 간호에이터의 수집"ll[.용융 

용이하재'}고있다 이얘온연쿠에서는전자간호기 

록으로 작성되는 간호사정 내용 중 낙상발생융 에욕 

힐 수 있는 ~I엉요인용 찾아용으효써 잉앤흰자의 낙 

상받생 예용에서 전자간호기용의 유용성융 알아보고 

자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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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영법 

용연구는낙상양생위엉요인과위영 사정도구에 

대한운헌고철 잊 낙상이 밭생얻환자톨의표드화딩 전 

자간효기혹에 대한용서 파갱용용에 이후어씬 서숭적 

조샤연구이다 용 연구의 대상이 잉 잉상환정용 2004 

년우터 요준간호용어셔져 기반의 전자의우기용시스 

댐융 도잉한 시융의 1 ，600명상 규모의 3자 대학영앤 

。l었다 이 기판의 전자간호기륙시스엠온구초화된 입 

력과 "1구죠화원 잉혁으로 나누어지는에 비구초파원 

입릭의대표쩍인부용이 간호영지이었다 간&일지는 

국찌간호싣우분츄재계 (lntemational Clas.s ification 

for Nursing Pract iκ ICNP옮기안으료이리정의 

왼 요춘 간호데이터사전(nursing dala dictionary, 

NDD염 사용하E 있었다(Cho & P잉rl<， 2003; Cho 

& P잉k， 2αl6). NDD는 200 1 년우터 전사혜 전사간 

호기확시스댐 구축융욕적으로서융대 간호대학간호 

정보억 연구엉와서융대학교 '8원간호우가 엄릭하여 

진앵한 연구 산용융융 기반￡료 악중(Park， Cho, & 

Byωn， 2007)이 제시한 간효파갱 중싱의 간호정보 

오옐용따르고있다 여기에 2003년우터혜당기관간 

호￥에서 진앵한수갱，보완작업용거쳐 총 9，8 11개의 

NDD ll춘 진슐푼이 의이쩍 찌충구죠호 우성외었으 

여， 각 표준 징숨문용 ICNP재녕 죠항으효 코드화되 

어 있다(Depanmen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0끼 따라서 꽉갱 재녕융 사 

용하는 표춘 진숭문용 확인하고 。|용 간호영지 기륙 

어서도쉽게찾융수있도륙되어었다 

용연구의 당채영 연구앙엉 및 정차는다용과 같다 



1 운현고철올 용한 간호 개녕 추흘 

‘낙상또는 falls’，‘의료기관/병원 AND낙상’，‘낙 

상 쩌험 사11/fall s risk assessment’, ‘낙상 예측 도구 

Ifalls predicti‘， mαld’， ‘낙상 예방/fal 1s preventive' 

융 키외드흐 하여 PuhMed9J. KERIS(한국교육억숭 

정보원이 째공하는 학술연구갱보서비스)에서 관련 

쭉내외 논문융 정잭하였다 검색기간은 2000년 이후 

~E왼논문용중싱으로하였으며 갱색원 결과중위 

험사갱도구개얀과관련원원저를찾기위해 2000년 

이전에 개‘2원 도구의 정우 후향적 갱색용 더 포항시 

었다 엘'f효검색왼논운중긍성기간호씬정이아닌 

장기 요양가판이나 지역사회 환정， 그리고 대상자올 

욕갱 연령대로 제한하여 수앵한 연구와 도구의 정확 

도정주 욕적으로하는 연구논 갱토에서 재외하고， 도 

구개앙과기촌도구의수정，보완에대한연구로재한 

하여 최종 4개 논운용선멸하였다 또한온 연구 흰경 

과유사힌 급성기 의료기판에서 2006년 이후 이추어 

진입원환자의악상위험요인규영 연구두 핀융선정 

하여 판련 개냥융 도출하고 각 연구에시 재시하고 있 

는 연구연수윤 수집하였다 우 연의 연구는 기존 4개 

의 도구에서 주융왼 개녕과 경치지 않으연서 연구걷 

과에셔 낙상앙생에기어도가높응연수원제시한연 

구융 선별적으로 선액하였나 운헌고한융 홍혜 추충 

원개녕을옹종처의 ‘갱의’와 측정 앵엉올앙깨 갱려 

하여 다를 개녕과의 판계룡 비교하는데 안용하였마 

이영게 정리왼 내용융 토대효 온 연구댐얘서는 의미 

흔적 측연용 고려하여 동연하거나 유사한 정우 대요 

개녕으로 앙치고 분류하이 최종 개녕과 개녕 앵주릅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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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회의 지영 제 5권 1효 

g 낙상흰자의 간호기록 내용 운석 

간호기륙 내용 분석용 정자간호기록에서 사용하 

는 요준 간호진슐용 아스터호부터 앙얘서 확인원 간 

호 개녕융 포항하는 표춘 간호진숭문융 찾아나가는 

과갱으호시작외었다 즉 9，811재의표준간호진숭푼 

중 낙상위헝 요인에 째당혀F는 개녕융 액싱(중재 진술 

문의 trugot또는 운깨 진술운의 focus) 개념으료 포항 

하고있는진슐운융갱색했다 그다응용해당간호진 

술문의유형에따라간호판창， 사갱，문제에 해당'ß}-e 

‘간호샤정과 진단’ 용류만융 추충하였다 즉 간호중 

재애 얘얽운 영풍옹 찌외하였는데， 이는 설우의 간 

효과정 단계얘서 시간적으로 간호운재 확인 이후에 

이어지는계획원간호훨동이라는정에서 위헝 샤갱과 

는다흐다고보았다 

확인원 g중 간호진술문 옥폭융 기준으로 2006 

년 l월우터 2어7년 1 2웰까지 2년 동안 업원 중 낙상 

앙생이 간호부에 보고현 한자 중 소아환자아 갱신파 

융 재의한 11 9영의 힌X녕 대상으호 11 ，3 19일의 잉 

원에 혜당하는 전자간호기욕 내용용 정토하였다 해 

당 기판에서는 2006년우터 낙싱에 대언 자가보고체 

제용강호사등에게갱잭적으료강조하연서다은기판 

이나 이전보다 놓온 자가보고융을 나타내고 있었다 

갱신파가 채외원 이유는 최근 잉씬 힌정의 욕수성용 

고려한낮온침상연정과강용 해당기판의 집중적인 

낙상 예방 중재가 이￥어짐에 따라 다흘 간호단위와 

'f이가 있었다 전자간호기욕의 경토 냉위는 연자병 

료 낙상이 발생한 시간 24 이내로 재한하였다 즉 긍 

성기 입원 앙정의 특성으효써 영단위 또는 검사나 시 

술 풍의 사건(event) 충싱으혹 환자상태가 바뀐다는 

본 연구팅의 잉상적 정험하에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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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륙 갱토는의이가 없다고보았다 그혜서 갱토의 대 

상 뱅위융 낙상 방생일의 환자상태에 대한 간호사정 

에 대한 기륙으호 재한하였다 

기륙 검토 앙엉옹 기존 낙상위헝 사정 도구에서 

추충원개녕올 옥갱， 관창，사정하는요준간호전승문 

옥혹융규명하고， 이흡기준으로낙상환자의낙상션 

24시간 기혹 내용에서 해당 간호신슐운용 찾아나가 

는앙식으로환자영 충현 빈도흉살펴보았다 또한 낙 

상흰자의 간호기륙에서 자주언급되지안푼헌고철에 

서 규영외지 않았언 g준 간호진술문에는 어떤 것올 

이 있는지 상양식 양삭으-" 핫아나가는 방엉도 영앵 

하였다 이땅엉은기존연구을이갖고있는제한왼얘 

Table 1 ‘ C여lcept matrix of risk asses.sment for inpatients' fatls from research 5α"'" 

Conupl catego l)' Risk factor 
SIudy 

A B C D E 

Dcmographîcs & Admission s." 。

Ag, 。 。

Admission de행rtmcnt 。

Length of stay 。

Histαy offa l1s 。 。 。

Medication Medication time 。

Administration nurscs' shift 。

Drug name 。 。

Mcdical diagnosis Primary di뿔1\OSIS 

s.，ron'없)' dia용nosis 。

Physical & cmolional nursing Mcnta’ status 。 。 。

asscssmcnt Ag양I야~，“"" 。

lnsomnia 。

Vision impaired 。 。

Toiletlelimînalîon ditlìculty 。 。 。

Mobility 。 。

Ambulatory aids 。 。 。

Aboormal gait 。

Surgical proccdures 。

PosturaJ hypotension 。

Ikp썼Slon 。

DizzinessIVertigo 。

En‘’rionmental condîtion Cathcter or drip in situ 。 。

Staying wi‘h caregivers 。

NOIe. A to E refer 10 뼈 STRATIFY risk assc:ssment tool(MiI‘sen ct 찌 , 2007; 때ivcr， BrillOll, Seed, Martin, &: H야Jper， 1997), tκ 
Morse FaJ l Scorc(Chow ct aJ ., 2007 ‘ Mo;Farlanc-KoIb, 2004; Morse cl aI., 1985), lhc Hendtich 11 Fall Risk Modc’‘Hcndrich, 2(07), 
"" J여wH야>kins Hospital F쩌 I Risk As없smcnt{Poc， Cvach, Gartn:lu, Radzik, &: Joy, 2(05), and the SI뼈ics ofNakai et al(Nakai, 
Akcda, &: Ka、~'abata， 2006), and α1Cn CI aI(α"lCn， Ch icn, &: Chen‘ 2뼈8) ~야di\'c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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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F을호 인해 밝혀지지 않았던 위험요인올추가하거 

나재한된옹연구환경의욕수성옹설영하는데도용 

이 핀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III 결과 

Table 1 은운힌고한융 똥해 최종선댁진4개 낙상 

우l엉 사정 도구와긍성기 의료기관얘시 수앵원 입원한 

시의 낙상잔연 위헝요인 연구로부터 추용왼개녕 앤수 

삽 각 도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와 욕정기준에 따 

라비교，중륙윤재거하고염주화한경과이나 아인왼 

개념 띤수는 임원정보， 뚜약， 의학진단， 간호사성， 힌 

경상대에 대한 5가지 앵주， 24개 위협요인이었다 

해당 의료기판어 서 과거 2년 동안자가보고윤 용 

혜수징원악상망생 앙자현항은Table2야낌다 내과 

계 간효단위가 81 영으로 가장 많았으이 그 나음이 신 

정과.2i"f. 재한의학과， 비뇨기과순이었다 대상자등 

의 평균 연병옹 64. I(SO 14.5)새 였으여 ifJ it재원 기 

간온 94.3(SD 437.1)일이었냐 성얻융 보1긴 냥성이 

65냉ξ로 약 55%용 'f시하고 있었고， 진얀밍 분퓨증 

보연 악성종양이 41 '딩 (34 . 8%)로 가장 않고 그 다용이 

긴흥학의 지영 세 5건 1호 

순양기계 정얀이 14명 ( 11 . 9%)， 신정제 정안이 1 2영 

( \0.2%)， 이뇨생식기계 갱환이 11 영 (9.3%)，현액계 

질언이 8앵 (6.8%)， 그 이" 내운.，제，호흉기제，큰골 

격계 잔안순으효않았다 

fabl e I 에서 찍인원 247M의 위험요인중표준간 

호진술운에서 확인할수 있는 위엉 요인은 14개었다 

생연，나이， 재원기간， 진단영， 투약웅의 내용온간호 

엘지 이외 구초화왼 전자의우기욕 내에서 용이하게 

갱씩이 7냥한 연수로에 표준간호진술푼에는 포항외 

이있지않았나 따라서 1 4개개녕에 대한간호진숭운 

올 NOO아스터에서 정색한경과 135개 g준간호진 

슬운얘대용ßH=것융알수있었다 Table3은 1 35개 

간호진승문에 대얻위험요인과낙상연자 11 8영의낙 

상발생 24시간 이전 기륙에서 나타난 위협요인에 대 

한간호기욕민도이다 

1 4개 위험요인 중 의식수준이나 지냥역용 기슐 

하는 의식상얘가 1 24회로 가장 높온 빈도릎 보였으 

띠，각종카'1터 상잉과판연원내용이 11 0회로높게 

나타났나 그다응온하지부총，보앵장애둥보앵과잔 

련한 운채얘 대한 기숭이 55회， 수연장애가 34회 순 

으효 높았다 운헌고장애시 나타나지 않았으나 낙상 

Tablc 2. Incidcnce of inpatic’n, ’ fall events by nurs ing unit 

Nur.;ing u’“’ 
Mcdical do.:pιtmcnt 

&κικal dcpar1l1lcnt 

Ncurologι d ‘ P…'uncnt 

Rchabilitation dCparl11lcnt 

Urologie dcpartnιm 

Total 

Freq“ ncy o( f;ιI tvtnl 

Numbcr of tvtnlS Pr l1'tntage 

" 68.6 

9 7.6 

21 17.8 

) 4.2 

2 1.7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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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자에재 용하재 나타난 기타 엉주로는 급성 용중이 

235회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낙상위엉， 영양용균 

앵 잊 영양부촉，고찌용，영샤，식욕우진순서료높게 

냐타닝다 

IV 논의 

국내 대형영원융충싱a료Z이m년 이후 전자의우 

기혹시스영 개발이 암속히 와산외l 있다 장용분야에 

서는 20 1 0년용육요료정부주도의 션자의우기욕샤스 

영 개땅이 추진외고 있다{Mini잉ry o f Health and 

Welf，찌， 2αl6a) 이러한 정샤주도익 의료정보화 찌 

외용잉상갱보의상호교류와가치충심의의료서비스 

갱향상용궁극적인옥적으j응하고있아 이용위해시 

스엠간의상호훈용성이확립되어야하고그충한가지 

요소가 되는 의'1격 상호운용성융위한 에이터 요춘과 

g준 용어찌찌 혀 용융 전찌호 하l 었다 。l에 양양추 

어 간효찌에서도 션자간호기혹 7'냉에 국제 간호싱우 

윤후째계훌표준간호용어셰계료 셰펙하여 용앙 보건 

의요용어‘예(un i fied heal th care tenn inol야;1')에 

포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Mini stry of Health 

and 싸If.π， 2006이 이러한 배정에서 용 연구는 국 

세 간효성우훈유찌찌용 전자간호기욕에 썩용하고 있 

는 의료기원의 전져간호기육 데이터의 이차적 옐용 

G이e3. Fπ대lJeI1C)' of exi잉anceofstu빼띠 nUßmg잉a떠nents m ωe electronic nursing documen‘s by risk factor 

단딴안댄엘?' Risk fa … , _ .. “ ‘ w , ". u’ "u.~"영 statemenls F~뿌KMy ‘ ’ '01 
Physical & cmotional nursing Mcnlal 앙，，~ 12 124{ 14.9) 

ass,,!S$lnent Agi tation 5 5 (0.6) 

Insomnia 12 3예 (4‘ 1) 

Vision impaircd 12 7 (0.8) 

Toilc:tlc: limina‘ ion dilliculty 21 13 ‘ 1.6) 
Mobility 0 

Ambulatory aids 14 13 (1.6) 

Abnormal gait 4 55 (6.6) 

Surgical proc혀"'"' 12 21 (2.5) 

Postural hypotcnsion 0 

Depression 2 (0‘2) 
Dizzi ncs상Vc: rtigo 4 18 (2.2) 

Envrionn‘ ntal condi tion Calh<‘c:r or drip in situ 30 110 (1] .2) 

Slaying with carcgivcrs 5 (0.6) 

Eκ Acutc pain 15 2]5 (28.2) 

Di와，"'" 25 (3.0) 

Risk offalls 88 ( 10‘6) 

Fc:vc:rl Fc:bri lc scnsc: 2 ]0 (3.6) 

Nutritional imbalance 2 μ<5.3) 

Anorexia 5 (0.6) 

Total 없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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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올 당씩하고자 수앵되었다 

악상은 의료기관에서 안생하는유해사해 중간호 

판동에 의해 예항이 가능한 ‘우정적 경과{adverse 

OUlcom야’의 대표씌인 사헤이다 낙상의 앙생 건수는 

1 ，000냉상 당 2.9 - 1 3건수요，그중 3M‘。|상 01 공 

안공정， 외상올 포함한 상혜§ 초래하고 있다고 앙려 

져 있지만， 간호기륙에서 양생 유우쉰 판단ßf는 것이 

성지않냐 즉유해사례의 많은정우가그영듯이 대부 

분의 의료기판에서는 사후 자가보고(self reporting) 

§ 흥에 낙상에 대한 공식적인 용계지를 제시하고 있 

다 하지안 자가보고릎 흥해 보고되는 유해사헤는 전 

제 사에의 0.04% 전후라는 것이 9댐 유해사에에서 

도 장 앙혀진 사실이다(Baι.ker， Flynn, Pepper, 

Bates, & Mikeal, 2002; Flynn, Barkeι Peppeι 

Bates, & Mikeal, 2002) 

이에 온 연구에서는 악상 예망용 갱액적으료 지 

지하는 의료기판으l 간호우서와 업죠하에 입앤 충 낙 

상이 망생했던 씬자 11 8명올 확보하여 이등올대상으 

로 전자간호기록융 분석하였다 그 경파 운현고철융 

풍해 악인한 위험요인 개념 24개 중 I07~ 개녕은 언사 

의인구학적정보‘입원정보동구조화왼형태로수집 

외는 내용이었으여， 나어지 ’4개 개념이 요준 간호진 

술용융이용얘서인찾야폴수있는내용이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간호기욕이 간호일지§ 용해 

이후이진다는 갱옹 고허안 예 표준 간호진숱운이 14 

개 개녕융 오두 포항하고 있다는 것옹 간호영시의 기 

흑내용이 낙상앙생 연구에 주요한자료원이 현수 있 

용용시샤하는것으로해석앙수있다 이러한가능성 

용더 구채적유로양아보기 위해 11 8냉한자의 낙상 

앨생 24시간 이내 기욕융살펴본 경과， 간호사정 중에 

39 • 

긴흥학의 지영 제 5컨 1호 

서는 의삭상얘， 수연장애， 보앵장애， 외와적 시술， 현 

기중이 높용 인도로 나타났으며 한정적 요인으로는 

정액주사，유치도뇨퉁올비훗한각종카테터또는주 

잉 도관의 유우가 높옹 빈도흥 보였다 간호기욕에서 

농온용현빈도를보였냐는것용혜당강련재녕이낙 

상양생과더일갱히연한되어 있융수있다는것용앙 

시'f는것으로낙상방생 연구자료원으효써 전자간호 

기욕과 표준 간호진슐문의 유용성올 시사한다고 힐 

수있다 또한본연구에서는상향식방엉으로낙상환 

자의 기혹애서 자주관창되는6가지 개녕융추가적으 

로확인언수있었다 즉급생용중，낙상위험성，영양 

장애， 영강 및 고째용， 성사， 식욕부진이라는 간호운 

재가 낙상항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료 보여지며 이 

에 얘현 추후 연구가 더 옐요하다고 하겠다 

2008년 죠인숙 풍은 본 연구의 전자간호기록 시 

스댐따 유사한 시스댐용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구죠화왼간호기옥데이터황용가능성올욕창간호에 

서살펴용으호써전자간호기욕으로수집외는데이터 

의 이차적 활용성용 보여중 바 있대Cho， Yoon, 

_ , & Lre, 2(08) 그러나 비구죠화왼 간호영지얘 

기홉되는 실우 데이터에 대얘서는 그 월용이 의문시 

되어왔다 즉 NDD의 표준간호진숭운융 이용하여 간 

호엘지 기록도 E드화하여 갱씩하고， 요익t>f고， 처리 

하는 것이 가놓혜졌으나 아직 이러한 얘야터의 l!용 

사예가 소개왼 바가 없었기 예푼이다 

국외의 정우는 의료기관 전사직 자씬에서 g중 

간효용어체계용도입하여 전자간호기록용구현한샤 

예가 아객 보고원 "1 없었으며， 간호정보샤스'3익 일 

부운에 코드화원 떼이터 잉충혁융 구현하고 있는 수 

준이다 이러한 사에용 보여주는 것이 Giles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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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호서 이 연구에서는간호정보시스앵의 

영자간호찌찍으로표드회원 데이터용이용하여 'f양 

격으로외엉요인용규영하고천향객으료 이흩 검증한 

사혜톨 "-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원 간호째획 

신슬운옹얀순안 에이터 사션으효Jl-준간효용어세찌 

도입이나 연계가 션혀 고려되지 잉용 시스댐이었다 

이허힌 시스댐의 안정은 예당 의료기완 내에셔 개항 

당시 의도원욕적 이외의아용용도호연용이 제한원 

연안아니라 다흔 시스댐과의 떼이터 용신 및 교류가 

어영다는것이다 

국내에도 다양한 수춘의 션지간호기욕시스맹이 

구연되어 힐용외고 있다 α，ee， 2000; 0.0 et a l., 

2003; Kim YA, 2006; Kim MA, 2아l6) 국셰 간호 

싣우운휴찌찌와강옹개녕수훈의 요준간호용어세계 

융 적용하는 정우 외에도 3N (NANDA Nursing 

Diagnosis, Nursing In teαent ion C I잉s i fi cation ， 

Nur.;ing Outcome CJassi fi cation)용 척용하는사에l 

간호용어찌찌 적용 없이 에이터 사전용 안을어 샤용 

하는사혜，또자유진술문훌그얘료혀용한사혜등다 

양한 앵혜의 전자간호기용 시스영이 꽁존하고 있다 

그러나전자간호기욕시스앵융용예옷척외는데이터 

가 연용 7냥한 것인지 그리고그러언 쩨이터용 연자 

간호용 위해 재항용하고자한다연 전자간호기륙시스 

댐융용에 저장， 외득되는간호 싱우 데이터의 구죠와 

욕성융 그러한 욕혀예 잊재 생찌애야 힐 것이다 

융으로용 연구의 제한갱으로는 일개 의료기찬의 

전자잔호기흑 시스엠융 대상으료 하었냐는 정과 용 

연구애 포함원 악앙위엉 사갱 도구효개녕 연수가 힌 

정되어 연구결과의 일안성이 제언핑 수 있마는 것이 

다 또한의료기관내에서도전셰간호기륙이아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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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지에 대상융 국한었기 예몽에 이에 대얻 추가 연 

구도 앤요하다고샤료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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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lmct 

Exploring the Utility of the ICNP 뼈sed Electronic Nursing 

Reconls as a Resean:h Soun:e for Inpatients’ Falls 

010. In$ook 1). l'arli, Jnh Sook1', Kim, E 이 n Man1) 

0에ecti\'e: TIlis study explored the reuse of data captured into an electronic nursing recα'd systt!m using 

the Intcmat…1a1 Classifí…ion for Nursing Practice to support nursing research of i’lpatlcnt’s falls 

Methods: Risk fa이ors rclevant to in J)<1ticnts falls … an aC l1tc sctting weTC identificd frOll1 lhe literalure 

revicw. Four risk ιScsS1l1 cnt tools aJ띠 two risk 띠’ ntifícation studics wcre sclccled. To examinc ψe 

avaîla비 ity of cωι d data in an elcctrαlic nl1rsing rccord systcm for thc idcntificd fall ris ‘ factors, we 

rcvle“ 'ed 11.319 hospîtal-day πcords 이 118 patien lS who “ 'crc reportcd by the self-rcport system 

Ik ‘"" 、“e idCfl tificd 24 ω11 risk fi“"이"s offívc cmegories frαl11hc lilerature rcvicw, 、、 hich ‘\"creuιcdlo 

idclllify the “이띠Ird J1 11rsing statC11lelllS a‘ dressing fall risks. OI1C hundrcd thirty fíve nursing statcmCllLS 

씨，'crc scarchα1 from thc hospital's nursing data diclion(1)' of SlatcmcnLS aJ띠 ‘、이"C malchcd wilh 14 fall risk 

factors. Usi ng Ihι 135 slatem이‘" “."c fOllnd Ihal mcmal slatllS, catheter of drip in SiIU, abnormal gail 

1’”이111ia ， surgical procedurc. aJ띠 dizzincssJvertigo appeared frequcmly in the nursing rccords ofinpalienlS 

with fall s. AIso ‘'Ie found 6 risk factors morc through the rccord re씨ow. 

Conclusion: 111e elcctronic rccords would bc a good rcsearch source for inpatien lS’ falls. Specifically 

Jntcmatlα… 1 classificatiOll for nursing p띠nιc bascd nl1rsing rccord sy잉cm has the potcntial for pro1ll이”’S 
clinical researches 

Kcy wonJs: clectronic n…"Sing rccords. aC l1 te carc, tàlls, fa l1 assessmcnt, llu rsil냉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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