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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중환자실의 생활이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 짧지만은 않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중환자 석사 과정도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끄럽게도 석사 2년의 과정보

다 논문을 준비했던 6개월여의 시간이 저에게는 더 힘들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부

족한 제가 끝까지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논문 주제선정에서부터 방향까지 꼼꼼히 지도해 주신 이태화 교

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에서부터 논문 구성, 표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격

려해 주신 김광숙 교수님과 추상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환자 간호 석사과정을 권유해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

미연 수선생님과 힘든 생활속에서도 밝고 따뜻한 중환자실 가족들에게 존경의 마

음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료수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

와준 후배 현모와 익숙치 않은 통계를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 준 최유정 선생님께

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의 여유없이 늘 바쁘게 지내는 동안 무언의 격려

와 관심을 가져준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분신이며 어느덧 아기 엄마가 되어버

린 나은이 엄마 명희와 현수엄마 양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석사과정을 통해 만나 논문을 마무리하기 까지 동거동락을 같이 한 동기선생님

들 윤미선, 최은영, 이영래, 이진영, 박희정, 김순희, 박정희 선생님들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

다.

  바쁜 임상에서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여러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

에서 꿋꿋이 일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선생님들에게 존경어린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가

족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채워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김  김  김  김  영  영  영  영  옥옥옥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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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환자 치료자로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환자실의 특수한 의료 상황 속

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표준을 선정하여 실무기준을 작성하고, 실행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간호업무를 평가해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

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 수행능력을 자가 평가함으로써 중

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업무수행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상 실무능력 향상과 

중환자 간호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서울 소재 5개 종합병원과 경기 소재 1개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은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1

일간이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85% 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와 ANOVA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4개의 영역과 23개의 업무수행능력, 169개의      

문항으로 평가되었는데, 각 영역을 통합한 대상자 전체의 임상수행능력은 4점 만

점에 3.35(±.40)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환자사정 영역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38(±.40)점, 임상/전문기술 영역

은 평균 3.52(±.39)점, 의사소통 영역 평균 3.39(±.47)점, 문서화 영역 평균 

3.11(±.65)점으로 수행정도는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하부 영역별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환자 사정영역에서 근골격계 

평가 3.50(±.50)점,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3.50(±.50)점으로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장관계 평가는 3.10(±.59)점으로 가장 낮은 수행능력

을 보였다. 임상/전문기술 영역에서는 수액요법이 3.77(±.38)점, 인공호흡기장치 

시스템이 3.71(±.40)점으로 가장 높은 수행능력을 나타내었고, 말초 IV/동맥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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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드레싱 3.51(±.52)점, 혈역학적 모니터링은 3.10(±.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능력을 보였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이 3.50(±.46)점으로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문서화 영역은 간호중재 기록

이 3.34(±.52)점으로 수행능력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    

사정 영역에서는 수행능력 점수가 낮은 폐질환계와 위장관계 평가부분이 134명

(87.6%)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교육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었

으며 임상/전문 기술 영역에서도 수행능력정도가 가장 낮은 혈역학적 모니터링이 

128명(83.7%)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50%이상이 모든 영역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연령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 점수는 36세 이상인 군이 3.72(±.24)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7.629, p=.000), 결

혼 상태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점수도 기혼이 3.53(±.34)점으로 미혼보다 높

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69, p=.003). 

  총 임상경력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 점수는 7년 이상 군이 3.64(±.26)점  

으로 가장 높고, 3년 이하인 군이 3.24(±.4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218, p=.000). 중환자실 경력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도 평균 점수 7년 이상 군이 3.62(±.26)점, 3년 이하 군이  3.26(±.42)점 

순으로 총 임상경력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197, 

p=.000). 직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점수는 책임간호사 군이 3.67(±.26)점, 

일반 간호사 군이 3.38(±.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3.844, p=.000),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 점수도 교육 수료 경험이 있는 군이 3.44(±.35)점, 교육 수료 경험이 없   

는 군은 3.26(±.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3.085,   

p=.002).



- vii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업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수

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연령과 학력, 경력, 결혼 유무, 중환자 간호

과정 교육 유, 무였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마

련과 교육기회 제공을 증대해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환자실 간호

사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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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건강 요구가 변화하여 이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도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간호의 개념과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하였다. 즉 간호의 개념이 질병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전인 간호로 변화 하였으며(김모임,1975),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환

자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간호 요구

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해 주기 위한 과학적이고 긍정적인 

간호 수행이 요구된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직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간호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21세기 간호의 나아갈 방

향은 독자적인 실무를 통한 전문직 간호로 설명될 수 있다. 

  중환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안정성을 찾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반응을 

성취,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적, 다 학제간 사정과 중재가 요구된다. 중환

자실 간호사는 모든 중환자가 최적의 간호를 받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고,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전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

료 환경과 더불어 중환자간호 환경도 계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사

는 광범위한 지식을 적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서 창출되는 요구에 효과적으

로 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간호능력

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표준을 선정하여 실무기준을 작성하고, 실행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간호업무를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주기적인 순환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장

봉희, 2000). 임상간호사들에게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독자적으로 기

능하며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실무능력이 필요로 되므로 간호교육자와 간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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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김보열, 1998). 

  업무수행능력은 간호의 실무에서 기대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

식과 기술이며, 임상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다. 간호업무수행 평가는 간호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와 잠재적 능력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오류와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를 통해 간호사의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고 간호업무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간호업무에 대한 동기화를 제공해야 한다(Longford, 1971).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송순덕(1993)은 수술

실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을 일반간호사의 자가 평가와 수간호사의 평가를 비교

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능력을 비교하여 연령과 경력에 따라 교육 내용의 차별

화가 필요함을 보고하였고, 김선희(2000)는 일선 간호관리자를 대상으로 간호관

리과정을 영역별 업무수행요소로 세분화하여 수행빈도, 난이도에 대해 조사하여 

간호관리자들의 업무수행표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미정(2000)은 간호사의 실무

능력과 관련요인 분석에서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규명하

였으나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제외하였다. 최송희(1997)는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

직 태도와 간호수행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임상실습 개선을 위한 임상실습활동 

내용과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한애경, 1995), ‘간호교육을 중심으로 한 

임상수행능력 평가’(김선, 1998), 등으로 주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교

육과 실습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임상간호사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

의 임상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 수행능력을 자가 평가함으로

써 업무수행에 좀 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상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며, 아울러 여러 분야의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역할 규명과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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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3. 3. 3.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이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     

   능하게 기능 할 수 있는 능력이다(Barrett & Myrick, 1998). 본 연구에서

   는 Mims(1988)가 개발한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for

   Critical Care Nurses'를  수정 & 보완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해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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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

  

1. 1. 1. 1.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역할과 역할과 역할과 역할과 업무업무업무업무

        미국 중환자간호사회(AACN ;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s)

에서는 중환자간호를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간호의 한 분야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환자간호는 병원의 중환자실

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위기상황을 맞는 환자

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간호로 인정되고 있다. 대규모 병원, 중소병원, 소

규모 요양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환자간호는 필요하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

아지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환자의 나이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법적, 윤리적 딜

레마에 봉착하고, 비용에 관한 제한이 많아지고, 의료전달체계가 변화하고, 성과분

석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 등은 중환자간호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다. 따라서 문

화와 부합되면서 전인적인 기틀을 갖춘 간호의 초점, 숙련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연구에 근거한 실무 등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요하다. (중환자간호, 

2004).

        중환자실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위하여 첨단 기술을 이용한 복잡

한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대부분 환자들은 증상이 매

우 심하고, 의식이  없으며 사망률이 높은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환자 

간호는 기본적인 위생 간호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적인 판단을 요하는 특수 간호

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숙련된 간호를 요한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

자실의 주요장비를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각종 검사 및 감시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간호진단을 내려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환자치료자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김건자, 1991). 

  중환자실은 한 병원의 치료 역량이 집결된 곳이나, 의학의 발달은 임상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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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자신의 세부 전공분야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어 

전문 분야 외의 환자는 기피하게 되어 중환자 치료의 담당은 많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의사에게 맡겨지거나(신증수, 1999), 대부분 간호사에 의한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환자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중환자 간호업무는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위생 간호

업무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지적 판단이 필요한 특수 간호업무에 이르기까지 포괄

적이고 숙련된 간호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입원한 환자의 간호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중재, 평가, 재 계획하는 일련의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환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돕는 기능을 하기 위하여 간호

의 질 향상 활동, 개인적 실무평가, 교육, 동료 간 협력, 윤리, 협동, 연구, 자원이

용 등과 같은 전문적 수행 역할이 요구된다(AACN, 1999). 

  Benner(1992)는 중환자 간호 실무를 ‘돕는 역할’, ‘교육과 지도 기능’, ‘진단적, 감

시적 기능’, ‘변화 상황 관리’, ‘치료적 중재의 시행과 감 시’, ‘진료업무조정’, ‘조직과 

업무관리’등의 일곱 가지의 영역(역할)으로 기술하였다. 

  장봉희(2000)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분석, 주요업무 고찰을 토대로 중환자

실 책임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의 역할별 업무를 조사하였는데, 간호실무 표준에 따

라 간호를 수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 다른 동료 의료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작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간호 제공자로 분류하였고,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활동,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

도록 돕는 옹호자로서의 역할, 계속 간호를 위해 환자 및 가족, 신규간호사 교육

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 전문직 발전을 위한 개인적, 단체적 활동, 임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한 임상실무에의 적용 등을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역할별 업무로 규정하였다. 중환자실 책임간호사의 업무로는 일반간호사의 업무에  

중환자 간호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관리자로서

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이병숙(1983)에 의하면, 일반적 간호업무는 환자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의

사소통에 관련된 업무이며, 환자 및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분야는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태도 및 환자 혹은 타 의료요원과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업무이며,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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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간호업무분야는 간호업무의 자율성 및 교육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말하며, 조

직 구성원으로서의 업무분야는 병원이란 조직내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참여, 협동, 

절약 및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말하며, 간호과정 적용분야는 간호업무의 계획, 수

행 및 점검 즉 간호과정의 적용여부와 반복되는 통상업무의 유지에 관련된 업무

로 분류하였다. 또한 박성애(1998)는 간호업무를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과정 수행

과 환자교육, 하급자 교육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간호활동과 진료보조기능과 물품

관리, 환경관리 및 행정기능의 수행을 의미하는 비독자적 간호활동 및 병동관리 

활동, 간호업무수행을 위해 동료나 타부서 직원, 보호자와 갖는 의사소통 등의 수

행을 의미하는 대인관계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를 일반부서 간호사와 비교해 볼 때 위기관리, 감염관

리, 안전한 기구관리, 환자 옹호에 관한 측면이 부각되며, 복잡한 문제를 가진 중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업무 능력은 체계적으로 관

리 되어야 한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중환자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요구도는 높으며 환자의 생리적, 정서적 요구를 사정하여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타부서 직원 및 의료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간호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

므로 위에서 살펴본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를 바탕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함

으로써 임상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2. 2. 2. 임상수행능력임상수행능력임상수행능력임상수행능력

           

  간호사의 임상수행 능력은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간호역량, 간호실무

능력, 간호수행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간호수행능력 또는 간호

역량은 모든 임상적 수행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는데 

임상수행능력은 간호 직무상으로 충분한 지식과 판단력, 기술,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 또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간호의 전문적인 능력과 효율적인 간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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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능력이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

의 획득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 실무를 반영하고 보강하는 지식, 

기술, 가치, 믿음,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고 하였다(장금성, 2000).

  While(1994)은 실무능력과 수행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한 결과 실무능

력과 수행은 흔히 뚜렷한 구별 없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간호학생 교육이 

양질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실무능

력보다는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수행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간호에 있어서 실무능력은 기대되는 표준에 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와 역

할을 수행하는 능력이고, 개인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득

이 되도록 의사소통과 지식, 기술, 임상추론, 정서, 가치, 반영을 매일의 실무에 사

용하는 것이다. 간호수행능력은 간호교육자 뿐만이 아니라 간호 관리자에게도  중

요한 관심사이며, 오늘날의 간호사는 의료의 빠른 변화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 관리자들은 유능한 

간호사를 개발하고 고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nyder, 1997). 

  간호사의 능력은 Benner(1984)에 의해 기술습득의 단계 즉, 입문자(novice), 

초보자(advanced begginer), 중급자(competent), 숙련자(proficient), 전문가

(expert)로 정의 되었다. 입문자(novice)는 간호를 한 경험이 없는 새로 졸업한 

간호사로서 이들에게는 철저한 감독과 조언과 교육이 필요하며, 간호행위를 지도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상의 규칙이 필요하다. 초보자(advanced beginner)는 실

무의 어떤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간호를 수행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독립적이

지는 않다. 이들에게는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며 종종 

감독과 교육이 요구된다. 중급자(competent)는 새로운 환자의 상황에 대해 자신

의 경험과 판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간호의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논리적이

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교육이 요구된다. 

숙련자(proficient)는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간호 실무를 하므로 의사결정을 하

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으며, 다른 간호사들의 조언자 역할을 하고, 모든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숙련자도 계속 교육이 요구된다. 전문가(expert)는 간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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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문제해결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상하며, 다른 간호사들이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가

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교육이 요구된다.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국․ 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Wandelt 등(1981)은 간호사

의 업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간호의 영역을 환자 개인의 심리 사회학적인 면, 환

자집단의 심리 사회학적인 면, 신체적인 면, 일반적 간호, 의사소통, 전문직 수행

으로 분류하였다. Schwirian(1981)은 6-D Scale을 이용하여 간호수행능력을 측

정한 연구에서 1~2년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의 학교성적과 간호수행능력 간에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 Royal Berkshire Hospital의 Odell과 동료(1996)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간호사를 초보자(경력 6개월), 경험자(12-18개월), 전문

가(2년 이상), 근무별 관리자, 단위별 관리자, 전체 중환자실 관리자로 간호사를 

나누었다. 초보자는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일반적 간호를 하는 수준이고, 

경험자는 대사 및 감염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인공호흡

기 사용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고 감독자나 가르침 없이 환자 간호를 계

획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는 성공적으로 Critical Care Course를 마치고 한 

환자 이상을 계획하고 간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간호사들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 간호사의 역량 범주는 자기성찰, 전문직 태도로 자기 

관리하기, 팀웍, 의사소통, 의사결정, 신체적 정신적 간호수행, 새로운 전문적 지식 

유지, 변화에 대한 대처로 구성된다. 이러한 역량 평가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강점

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었다. 

  Zhang, et al.(2001)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상급의 전문적 실무를 

수행하는데 실무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간호업무수행에 기여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실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간호사들을 면담한 결과 그들의 성

공 사례로부터 나온 가장 빈도가 높았던 실무능력들은 대인이해, 조직몰입, 정보

수집, 철저함, 설득력, 동정, 편안함, 비판적 사고, 자기조절, 반응이라고 하였다.   

  Watson 등(2002)은 가르치는 것과 간호하는 것을 포함한 임상수행능력은 학

문적인 능력보다 업무적인 능력으로 간호에서의 핵심은 임상수행능력을 완성해가



- 9 -

는 것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적으로 준비해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훌

륭한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이란 간호를 실행하기위

해 훈련받았거나, 교육기간동안 경험한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수행이 포함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일반적 수준의 업무를 실행한 

것을 검토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ee-Hiseh 등(2003)은 임상수행능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들에게 수준높은 

간호를 제공해주기 위함이며 임상간호수행능력에는 돌봄과 의사소통기술 및 협력

하는 능력, 그리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능력과 전문적인 자아성장의 능력으로 구분

하였다. 돌봄의 능력은 환자에게 간호해준 것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간호과정

에 포함시킨 행위를 말하고, 의사소통 및 협력하는 능력은 보건의료 환경 안에서 

환자나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하는 능력이며, 관리 및 교육의 

능력은 감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며, 개인이나 집단에게 기본적

인 원리나 방법을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고, 전문적인 자아성장능력은 간호윤리를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돌봄의 행위를 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해석하였다. 

  최정숙(1986)은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사

기, 직위, 학습의지, 삶의 태도, 상사의 지도유형, 결혼상태, 근무병동, 연령, 임상 

경력, 근무희망기간 등이라고 하였다. 이규은 등(2000)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간호기술, 전문직 발전, 교육/협력, 간호과정, 대인

관계로 나타났고, 자기표출정도, 간호학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은선(1995)의 임상간호사의 근무기간과 간호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수행능력의 척도로 일반적인 간호업무, 환자 및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 독자적인 간호업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업무, 간호과정의 적용 등 5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장금성(2000)은 Carper(1978)가 제시한 간호학적 4가지 지식 즉 윤리적 지식, 

인격적 지식, 과학적 지식, 심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역량(nursing 

competency)을 13가지 역량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환자이해 ･ 임상적 판단과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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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업무 처리력 ･ 전문성 개발력 ･ 환자 지향성 ･ 자원관리 ･ 윤리적 가치 지향성 ･ 협

력 ･ 자신감 ･ 자기 조절 ･ 유연성 ･ 영향력 ･ 타인육성이다. 

  이미정(2001)은 간호 실무능력을 윤리적 실무능력군, 인격적 실무능력군, 과학

적 실무능력군, 심미적 실무능력군으로 구분하였고, 환자이해를 제외한 12가지 역

량을 조사하였는데 협력과 유연성이 가장 높은 평점을 보인 반면 전문성 개발력, 

타인육성은 가장 낮은 평점을 보인 실무능력이었다. 간호사의 근무경험이 많아진

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실무능력이 고르게 상위수준으로 발전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권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실무능력 중요도 1순위로 입원병동

에서는 병동업무 처리능력으로,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는 임상적 판단과 대처로

나타났다. 

  최미숙(2005)은 간호학생의 학년, 연령, 간호학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실습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이 높음과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무능력 측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평가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시도되었으며, 실무능력의 범위가 전체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과 책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았다(변영순,1998; 엄영란 외, 1998; Benner, 1982).

  이상의 실무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실무능력과 관련된 요인분

석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주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교육과 실습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나 임상수행능력과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 이였다. 간호수행능력은 임상에서의 능숙한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문적 실무를 기본으로 하는 임상 실무

에서 그 평가가 중요하나(Rane-Szostak & Rovertson, 1996) 임상간호사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임상수행업무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들의 동기부여를 유발시켜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

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자가 평가해 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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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설계설계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3차 종

합병원 5개와 경기도 소재 1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란 심장/혈관계, 일반 외과계, 내과/호흡기계, 신경/ 

신경외과계 , 기타 분야별 중환자 간호단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

다. 

3. 3. 3. 3.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령,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과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 6 문항과 직위, 병상 수, 근무병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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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중환자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 등을 포함한 병원관련 특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임상수행능력평가도구

   Mims(1998)가 개발한‘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for Critical Care 

Nurses'를 번역해 우리나라 중환자실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번역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자가 직역한 것을 전공분야 교수 

한 명이 검토하여 1차 수정을 하였다. 1차 수정된 도구를 가지고 각 문항의 의

미 전달이 명확한지를 자문 교수 두 명을 통해 검증 받은 후 2차 수정을 하였

고, 2차수정이 끝난 도구를 가지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간호사 한 명과 중환자

실 수간호사 한 명, 중환자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책임 간호사 2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을 지적 받아 3차 수정을 하

였다. 3차까지 수정된 도구를 교수 한 명이 재검토해서 4차 수정을 한 후에 최

종 도구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 도구는 총 169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뉜다. 1) 환자사정 2) 임상/ 

전문 기술  3) 의사소통 4) 기록을 통한 문서화 부분으로 각 하부영역은 환자 

사정부분 43 문항, 임상/전문 기술 부분  99 문항, 의사소통 부분 13 문항, 문

서화 부분 14 문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환자간호를 위해 주로 수

행하게 되는 환자사정과 임상/전문 기술 부분은 각 하부영역 문항 마지막에 교

육의 필요성 유, 무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화는 본인의 수행정도

에 따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수행정도에 따라‘ 능숙하게 할 수 있

다’가 4점, ‘ 어느 정도 할 수 있다’3점, ‘ 별로 잘 하지 못 한다 ’가 2점, ‘ 전

혀 못 한다 ’가 1점으로 하였고 대상자가 근무하는 중환자실에서 수행하지 않

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측정되어진 점수

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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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s(1998)가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 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α = .9325 이었다. 각 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환자   

사정은α= .9527, 임상/전문기술 α= .9641, 의사소통 α= .9178, 문서화 

 α= .8688 이었다(표 2).

  <표 1> 임상수행 영역별 문항 수

영역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

능력요소

(문항수)

사정

신경계 평가

심혈관계 평가

폐질환계 평가

위장관계 평가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근골격계 평가

8

7

10

9

4

5

임상/전문

기술

안전관리

신체간호

투약간호

정맥치료

혈역학적 모니터링

인공호흡 장치시스템

경관영양

수액요법 

말초 IV/동맥혈관 드레싱

중심정맥관 드레싱

개방성 상처 드레싱

18

10

6

7

11

11

6

7

8

5

10

의사소통

 병동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한다

 환자 가족과 의사소통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 한다

4

7

2

문서화

 적절할때, 환자의 반응을 포함한 모든 간호 중재를 상세히  

  기록한다

 각 환자에 대해 완전하고 현재의 간호계획을 유지한다

11

3

총문항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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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는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서울시내 소재 5개 3차병원

과 경기도 소재 1개 3차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31 일 이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배부된 설문지는 총 

180부로 그 중 155 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153

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 에 사용하였다(회수율 85%).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대상병원의 간호부에 연구논문 자료수집 신청서를 제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 후, 각 해당병동 중환자실을 직접 방문

하여 중환자실 수간호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설문지를 배부

한 후 재 방문하여 자료를 회수하였다.

5. 5. 5. 5.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통

계를 사용하였다.

 <표 2> 각 영역별 신뢰도

영 역 신뢰도

환자사정  .9527

임상/전문기술  .9641

의사소통  .9178

문서화  .8688

총 합  .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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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정도와 교육의 필요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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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7.2세로 26~30세가 67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결

혼상태는 미혼 119명(77.8%), 기혼 34명(22.2%)이었으며, 종교는 55.6%가 종교

인, 무교가 44.4%를 나타내었다. 최종학력은 대 졸이 86명(56.2%)으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문대 졸 47명(30.7%),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이 20명

(13.1%)순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3년 이하가 85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평

균 총 임상경력은 4.2년 이었다. 중환자실 임상경력은 3년 이하가 85명(63.4%)으

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 평균 경력은 3.6 년으로 나타났다. 

  직위별 분포는 일반간호사가 133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형태는 대학

병원이 82명(53.6%), 일반사립병원 58명(37.9%), 국, 공립병원이 13명(8.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지는 1,000병상 이상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96

명(62.7%)으로 가장 많고,  근무부서는 내과계 중환자 간호단위가 64명(41.8%)

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에서 근무 중 중환자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75명(49.0%)으로 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중환자간호 과정을 수료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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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53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실수실수실수실수((((명명명명))))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연령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61
67
17
8

39.9
43.8
11.1
5.2

27.29±4.09

결혼상태
미혼
기혼

119
34

77.8
22.2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54
19
7
68
5

35.3
12.4
4.6
44.4
3.3

최종학력
전문대 졸
대 졸 
대학원 석사 재학이상

47
86
20

30.7
56.2
13.1

총 임상경력
3년 이하
4~6년
7년 이상

85
39
29

55.6
25.5
19.0

4.24±3.99

중환자실 
경력

3년 이하
4~6년
7년 이상

97
32
14

63.4
20.9
15.7

3.63±3.57

직위
일반 간호사
책임(주임)간호사

133
20

86.9
13.1

병원형태
대학병원
국, 공립병원
일반 사립병원

82
13
58

53.6
 8.5
37.9

병상 수
1,000병상 이하
1,000병상 이상

57
96

37.3
62.7

근무부서

내과계중환자 간호단위
외과계중환자 간호단위
소아 중환자 간호단위
심혈관계 중환자 간호
단위
기타

64
15
21
15

37

41.8
 9.8
13.7
 9.8

24.2

중환자간호
과정 

교육수료 
여부

무

유

78

75

51.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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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을 4개의 영역(Domain), 23 개의 업무수행   

능력(Competency), 169문항의 업무수행능력요소(Competency element)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전문 기술 영역은 평균점수 3.52±.39     

점으로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영역은 3.39±.47점, 사정 영

역의 평균점수는 3.38±.40 점, 문서화 영역은 3.11±.65점 순으로 모든 영역에

서 수행능력은 보통 보다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영역별 임상수행능력                                    n=153

영역(Domain) 업무수행능력(Competency) 평균 ± 표준편차

환자사정

신경계 평가

심혈관계 평가

폐질환계 평가

위장관계 평가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근골격계 평가

3.38 ± .42

3.35 ± .35

3.31 ± .53

3.10 ± .59

3.50 ± .52

3.50 ± .50

소 계  3.38 ± .40

임상/전문기술

안전관리

신체간호

투약간호

정맥치료

혈역학적 모니터링

인공호흡 장치시스템

경관영양

수액요법 

말초 IV/동맥혈관 드레싱

중심 정맥관 드레싱

개방성 상처 드레싱

3.55 ± .40

3.60 ± .37

3.62 ± .46

3.65 ± .40

3.10 ± .64

3.71 ± .40

3.69 ± .43

3.77 ± .38

3.51 ± .52

3.55 ± .80

3.01 ±1.15

 소 계 3.52 ± .39

의사소통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환자와의 의사소통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3.50 ± .46

3.35 ± .52

3.33 ± .64

소 계 3.39 ± .47

문서화
간호중재 기록

간호계획 유지

3.34 ± .52

2.87 ±1.03

 소 계  3.11 ± .65

 총 계 3.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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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환자 환자 환자 환자 사정 사정 사정 사정 영역영역영역영역

     

  환자 사정 영역은 계통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사정 

정도는 평균 3.38(±.40)점으로 보통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근골격계 평가 3.50(±.50)점,  신장/신진 대사 시스템 평가 

3.50(±.52)점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신경계 평가 3.38(±.42)점, 심혈관계 평가 

3.35(±.35)점, 폐 질환계 평가가 3.31(±.53)점, 위장관계 평가가 3.10(±.59)점

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환자 사정 영역별 평가                                         n=153

환자사정 평균 ± 표준편차

신경계 평가
3.38 ± .40

3.35 ± .35

3.31 ± .53

3.10 ± .59

3.50 ± .52

3.50 ± .50

심혈관계 평가

폐질환계 평가

위장관계 평가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근골격계 평가

총점 3.38 ± .40

1)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연구 대상자의 신경계 사정 능력을 살펴보면, 의식수준사정은 78명(51.0%), 지

남력 사정은 109명(71.2%), 동공 크기 측정은 114명(74.5%), 동공대광반사는 

108명(70.6%), 말단부위 움직임 평가는 75명(49.0%)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잡기 측정에서 근력과 강도 측정은 92명(60.1%), 90명

(58.8%)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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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신경계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의식수준 사정 78(51.0) 74(48.4) 1(0.7)

 2. 지남력 사정 (사람, 장소, 시간) 109(71.2) 44(28.8)

 3. 동공측정

    ① 크기 114(74.5) 38(24.8) 1(0.7)

    ② 대광반사 108(70.6) 42(27.5) 3(2.0)

 4. 말단부위 움직임의 평가 75(49.0) 74(48.4) 4(2.6)

 5. 잡기(grasps) 측정

    ① 근력 49(32.0) 92(60.1) 10(6.5) 2(1.3)

    ② 강도 48(31.4) 90(58.8) 13(8.5) 2(1.3)

  심혈관계 평가영역은 Vital sign 측정 132명(86.3%), 피부사정에서 warm or 

cool 107명(69.9%), 말초 맥박 촉지 86명(56.2%)이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응

답하였고, 심전도 모니터를 프린트하고 strip을 해석한다는 98명(64.1%)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부사정에서 moist or dry 68명(44.4%), 심음

청진 68명(44.4%)으로 별로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 표 7 > 심혈관계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심전도 모니터를 프린트 하고   
         strip을 해석한다.

24(15.7) 98(64.1) 30(19.6) 1(0.7)

 2. Vital sign 측정 132(86.3) 21(13.7)

 3. 피부사정

   ① warm or cool 107(69.9) 45(29.4) 1(0.7)

   ② moist or dry 7(4.6) 67(43.8) 68(44.4) 8(5.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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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질환계 평가를 살펴보면 산소투여 기구 체크 92명(60.1%), 호흡 관찰 74명

(48.4%), chest tube check에서 Bubble이 되는지 87명(56.9%), 오더에 따른 

흡인세트 76명(49.7%), 변화 유무 72명(47.1%), 완벽한 시스템 67명(43.8%) 

이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호흡음 청진은 94명(61.4%), chest tube 

check에서 완벽한 흉부배액은 69명(45.1%), 피하조직의 염발음 68명(44.4%)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8 참조).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4. 심음청진 7(4.6) 67(43.8) 68(44.4) 8(5.2) 3(2.0)

 5. 말초맥박 촉지 86(56.2) 66(43.1) 1(0.7)

<표 8> 폐질환계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산소투여 기구 체크 92(60.1) 54(35.3) 7(4.6)

 2. 호흡 관찰 74(48.4) 74(48.4) 5(3.3)

 3. 호흡음 청진 30(19.6) 94(61.4) 28(18.3) 1(0.7)

 4. chest tube check

    ① 완벽한 시스템 67(43.8) 64(41.8) 22(14.4)

    ② 완벽한 흉부배액 65(42.5) 69(45.1) 19(12.4)

    ③ 오더에 따른 흡인 세트 76(49.7) 64(41.8) 11(7.2) 2(1.3)

    ④ 변화가 있는지? 72(47.1) 68(44.4) 13(8.5)

    ⑤ Bubble이 되는지? 87(56.9) 59(38.6) 7(4.6)

    ⑥ 피하조직의 염발음
       (crepitus)

41(26.8) 68(44.4) 41(26.8) 2(1.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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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관계 평가는 NG tube의 평가에서 흡인색깔 확인 97명(63.4%), 오더에 따

른 흡인 80명(52.3%), 복부팽만 측정 84명(54.9)이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음청진 79명(51.6%), 복부촉진 75명(49.0%), 복부배액평가에서 배액

기능 평가와 기술이 66명(43.1%)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G tube의 평가에서 필요시 PH 측정은 49명(32.0%)이 별로 잘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표 9 참조).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에서는 체온측정 104명(68.0%), 소변 배액 시스템 

평가 92명(60.1%)이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UA & R-BC 결과 확인은 70명

(45.8%)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10 참조).

 

 < 표 9 > 위장관계 평가                               n=153     

수행 정도

내 용

능숙하게 
할수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복부팽만 측정(평가)
    (복부둘레측정)

84(54.9) 60(39.2) 7(4.6) 1(0.7) 1(0.7)

 2. 복부촉진(압통) 29(19.0) 75(49.0) 47(30.7) 2(1.3)

 3. 장음 청진 57(37.3) 79(51.6) 15(9.8) 2(1.3)

 4. NG tube 평가

    ① 흡인색깔 확인 97(63.4) 50(32.7) 5(3.3) 1(0.7)

    ② 필요시 PH측정 22(14.4) 34(22.2) 49(32.0) 19(12.4) 29(19.0)

    ③ 흡인(오더에 따라) 80(52.3) 54(35.3) 15(9.8) 4(2.6)

 5. 복부배액 평가

    ① 배액기능 평가 59(38.6) 66(43.1) 23(15.0) 5(3.3)

    ② 배액양상 기술 63(41.2) 66(43.1) 19(12.4)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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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평가에서는 억제대 평가시 안전한 적용이 102명(66.7%), 억제대 평

가시 충분한 설명제공이 99명(64.7%), 피부통합성 평가 79명(51.6%)이 능숙하

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욕창 예방을 위한 기구사용 & 방법기술은 77명

(50.3%)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11 참조).

 

 < 표 10 >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소변 배액 시스템 평가 92(60.1) 53(34.6) 7(4.6) 1(0.7)

 2. UA & R-BC 결과 확인 67(43.8) 70(45.8) 15(9.8) 1(0.7)

 3. 체온 측정 104(68.0) 46(30.1) 1(0.7) 2(1.3)

 < 표 11 > 근골격계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억제대 평가

    ① 안전한 적용 102(66.7) 48(31.4) 3(2.0)

    ②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제공 99(64.7) 49(32.0) 5(3.3)

 2. 피부통합성 평가 79(51.6) 66(43.1) 8(5.2)

 3. 욕창예방을 위한 기구사용 & 
   방법 기술

62(40.5) 77(50.3) 12(7.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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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임상임상임상임상////전문 전문 전문 전문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영역영역영역영역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전문기술을 살펴보면, 평균 3.52(±.39)점으로 전반적

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쪽에 가깝게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는 수액요법이 

3.77(±.3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은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3.71(±.40)점, 경관영양 3.69(±.43)점, 정맥치료 3.65(±.40)점, 투약간호 

3.62(±.46)점, 신체간호 3.60(±.37)점, 중심 정맥관 드레싱 3.55(±.80)점, 안

전관리 3.55(±.40)점, 말초 IV/동맥혈관 드레싱 3.51(±.52)점, 혈역학적 모니터

링이 3.10(±.64)점, 개방성 상처 드레싱 3.01(±1.15)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1)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침상 옆에 없을 경우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놓는다 127명

(83.0%), 침상 옆에 없을 경우 기도삽관환자는 손목 억제대를 적용한다 122명

(79.7%), ‘투약이나 경관영양 식이 주입 전 NG tube의 위치를 확인한다’119

< 표 12 > 임상/전문기술 영역별 점수                         n=153

임상/전문기술 평균 ± 표준편차

안전관리 3.55 ± .40

3.60 ± .37

3.62 ± .46

3.65 ± .40

3.10 ± .64

3.71 ± .40

3.69 ± .43

3.77 ± .38

3.51 ± .52

3.55 ± .80

 3.01 ± 1.15

신체간호

투약간호

정맥치료

혈역학적 모니터링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경관영양

수액요법

말초 IV/ 동맥혈관 드레싱

중심정맥관 드레싱

개방성 상처 드레싱

총 점 3.52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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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77.8%), 정맥 주입관 연결 부위는 cap으로 반드시 덮어둔다 113명(73.9%),

심전도 모니터의 심박동수 alarm 을 설정한다 111명(72.5%), Tracheostomy 

tube/ E-tube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한다 111명(72.5%), 눈꺼풀이 닫히지 않

을 경우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98명(64.1%), 응급도구에서 빠진 기구

를 보충한다 90명(58.8%), 침상도착 30분내 인공호흡기 기능 (low pressure or 

low volume)의 alarm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87명(56.9%), 환자가 정확한 이름

표(name band)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91명(59.5%), 침상도착 30분 이내에 응

급 도구를 평가한다에서는 ① ambu-bag 95명(62.1%), ② flow meter 85명

(55.6%), ③ O2 tubing 95명(62.1%), ④ suction 102(66.7%), ⑤ 

emergency cart 84명(54.9%)이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수전기도

구는 최근 새로 검사 받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47명(30.7%)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3 참

조).

 <표 13 > 안전관리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침상도착 30분 이내에 응급 도
   구를 평가한다.

    ① ambu-bag 95(62.1) 57(37.3) 1(0.7)

    ② flow meter 85(55.6) 57(37.3) 5(3.3) 6(3.9)

    ③ O2 tubing 95(62.1) 55(35.9) 3(2.0)

    ④ suction 102(66.7) 49(32.0) 1(0.7) 1(0.7)

    ⑤ emergency cart 84(54.9) 64(41.8) 3(2.0) 2(1.3)

 2. 응급도구에서 빠진 기구를 
   보충한다.

90(58.8) 62(40.5) 1(0.7)

 3. 침상 옆에 없을 경우 항상 침  
   대난간을 올려 놓는다.

127(83.0) 25(16.3) 1(0.7)

 4. 침상 옆에 없을 경우 기도 삽 
관 환자는 손목 억제대를 적용한다.

122(79.7) 30(19.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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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간호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I/O를 측정하고 기록한다에서 ① 매 시간마다 

소변량을 측정한다 139명(90.8%),  ② duty동안 주입되는 정맥주입 수액의 양을 

모두 기록한다 135명(88.2%), ③ 모든 배액백은 duty 마지막에 그 양을 측정해 

기록한다 , ④ Total I/O를 정확히 한다 133명(86.9%),  ⑤ 다음 duty를 위해 

수액의 정확한 양을 남겨준다 121명(79.1%), 하루 1번 이상 유치 도뇨관 소독을 

수행한다 98명(64.1%), 다음은 부동의 환자들을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5. 침상 도착 30분 이내 심전도    
  모니터의 적절한 경고음 기능을   
  확인한다.

107(69.9) 42(27.5) 4(2.6)

 6. 심전도 모니터의 심박동수
   alarm 을 설정한다.
   (+/- 25% 이내)

111(72.5) 40(26.1) 1(0.7) 1(0.7)

 7. 침상도착 30분내 인공호흡기    
  능(low pressure or low
   volume)의 alarm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87(56.9) 55(35.9) 10(6.5) 1(0.7)

 8. Tracheostomy tube/
   E-tube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한다.

111(72.5) 40(26.1) 2(1.3)

 9. 눈꺼풀이 닫히지 않을 경우 눈
   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테이프, 안대 등)

98(64.1) 49(32.0) 6(3.9)

 10. 투약이나 경관영양 식이 주입  
   전 NG tube의 위치를 확인한    
  다.

119(77.8) 34(22.2)

 11. 정맥 주입관 연결 부위는       
 cap으로 반드시 덮어둔다.

113(73.9) 38(24.8) 2(1.3)

 12. 환자가 정확한 이름표(name
    band)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91(59.5) 35(22.9) 12(7.8) 15(9.8)

 13. 특수전기도구는 최근 새로 검
   사 받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45(29.4) 47(30.7) 33(21.6) 4(2.6) 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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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95명(62.1%), 목욕이나 그 외 침상에서 수행하게 되는 간호활동 제공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81명(25.5%) 순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매 duty마다 1번씩 부동환자에게 수동적 ROM을 제공한다는  53명(34.6%)만

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4 참조).

 

  

   

    

    투약간호 영역에서는 NG tube로 투약 후에는 30분 동안 tube를 잠궈둔다   

  112명(73.2%), 투약은 항상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108명

(70.6%),   중요관리 약물은 서명을 후 사용하고 배출물은 올바른 경로로 수거한

 < 표 14 > 신체간호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부동의 환자들을 적어도 2시간마   
   다 체위변경을 해준다.(환자 상태가  
   금기가 아니라면)

95(62.1) 48(31.4) 10(6.5)

 2. 목욕이나 그 외 침상에서 수행하게  
   되는 간호활동 제공시 개인의 프라  
   이버시를 지켜준다.

81(52.9) 64(41.8) 8(5.2)

 3. 매 duty마다 1번씩 부동환자에게   
   수동적 ROM을 제공한다.(금기가 아  
   니라면)

39(25.5) 53(34.6) 50(32.7) 6(3.9) 5(3.3)

 4. 하루 1번 이상 유치 도뇨관 소독을 
   수행한다.

98(64.1) 36(23.5) 11(7.2) 2(1.3) 6(3.9)

 5. 정확하게 I/O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① 매 시간마다 소변량을 측정한다. 139(90.8) 14(9.2)

  ② duty동안 주입되는 정맥주입 수액  
    의 양을 모두 기록한다.

135(88.2) 18(11.8)

  ③ 모든 배액백은 duty 마지막에
    그 양을 측정해 기록한다.

133(86.9) 17(11.1) 2(1.3) 1(0.7)

  ④ Total I/O를 정확히 한다. 133(86.9) 19(12.4) 1(0.7)

  ⑤ 다음 duty를 위해 수액의 정확한
    양을 남겨준다.

121(79.1) 26(17.0) 4(2.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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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1명(66.0%),  생소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정확한 용량, 작용, 부작용과 투

입 경로에 대해서 투여 전에 확인한다 95명(62.1%), 투약 전에 적절한 변수를 체

크한다 88명(57.5%) 순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15 참조).

  

  정맥치료영역에서는 정맥 주입로 관찰 ② order에 따른 수액 종류 118명

(77.1%), 병동의 규정에 따라 IV tube를 교환한다 116명(75.8%) , 정맥 주입로 

관찰 ① 개통성 115명(75.2%), 정맥주입로 관찰 ③ 주입속도 108명(70.6%) , 

정맥 약물의 주입 속도 변경 시 15분 이내에 심혈관계 mcg/kg/min으로 계산한다

101명(66.0%), 혈압관련 약물의 주입속도와 수액 양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

를 확인한다 84명(54.9%) 순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5 > 투약간호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생소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정확한  

 용량, 작용, 부작용과 투입 경로에 대  

 해서 투여 전에 확인한다.

95(62.1) 53(34.6) 5(3.3)

 2. 투약 전에 적절한 변수를 체크한다.

(항고혈압제와 혈압, 인슐린과 혈당,

 혈압과 MS, VLM, HR & K+와 DGX

 등)

88(57.5) 60(39.2) 5(3.3)

 3. 투약은 항상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30분 전후)

108(70.6) 44(28.8) 1(0.7)

 4. NG tube로 투약 후에는 30분동안

   tube를 잠궈둔다.

112(73.2) 36(23.5) 5(3.3)

 5. 중요관리 약물은 서명을 하고 사용

   하고 배출물은 올바른 경로로 수거  

   한다.

101(66.0) 46(30.1) 4(2.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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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역학적 모니터링에서는 Arterial line에서 정확하게 혈액 검체를 채취한다114

명(74.5%), 중심정맥압을 측정할 수 있다 108명(70.6%), ABP 와 mannual BP

를 측정해 비교한다 106명(69.3%), 병동의 규정에 따라서 flush bag과 튜브를 

교환한다 97명(63.4%), 각 근무 번마다 업무 시작 전 모니터를 점검(기초화)

한다 96명(62.7%), 혈액 pump의 압력 게이지는 300mmHg로 셋팅했는지 확인

한다 71명(46.4%), Order대로  PA, systolic, diastolic, mean & PCWP를 정

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한다 68명(44.4%)순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wan-ganz cath.를 관리한다에서는 ①완벽한 시스템 53명(34.6%), ② PA 

waveform 관찰  47명(30.7%), ③ Line의 공기주입 방지 45명(29.4%)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 표 16 > 정맥 치료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정맥 주입로를 관찰한다.

   ① 개통성(patency) 115(75.2) 37(24.2) 1(0.7)

   ② order에 따른 수액종류 118(77.1) 34(22.2) 1(0.7)

   ③ 주입속도 108(70.6) 43(28.1) 2(1.3)

 2. 병동의 규정에 따라 IV tube를

   교환한다.

116(75.8) 35(22.9) 2(1.3)

 3. 정맥 약물의 주입 속도 변경시

   15분이내에 심혈관계 mcg/kg/min

   으로 계산한다.

101(66.0) 40(26.1) 10(6.5) 2(1.3)

 4. 혈압관련 약물의 주입속도와 수액

   양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확인한다.

84(54.9) 57(37.3) 10(6.5) 1(0.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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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영역에서는 필요시마다 환자의 기도흡인을 실시한다 ⑦오

염된 카테터를 처리한다 121명(79.6%), ④ 흡인동안 카테터 흡인 구멍에 손을 

올려놓고 카테터를 돌려 가면서 사용한다 117명(77.0%), ⑥ 흡인 동안 환자의 

이상 증후나 부정맥을 모니터링 한다 116명(76.3%), ③ 흡인의 과정동안 무균술

을 유지한다 116명(76.3%), ① 환자가 흡인을 필요로 하는 때를 인식한다 116

명(76.3%), Ventilator line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유지한다’115명(75.7%), 

필요에 따라 환자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한다 112명(73.7%), 지속적 흡인을 시행

 < 표 17 >  혈역학적  모니터링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중심정맥압을 측정할 수 있다.

   (4th ICS, midaxillary line)

108(70.6) 39(25.5) 5(3.3) 1(0.7)

 2. 각 근무번마다 업무 시작 전 모니  

  터를 점검(기초화)한다.

96(62.7) 46(30.1) 9(5.9) 2(1.3)

 3. 혈액 pump의 압력 게이지는

   300mmHg로 셋팅했는지 확인한다. 

71(46.4) 53(34.6) 11(7.2) 1(0.7) 17(11.1)

 4. 병동의 규정에 따라서 flush bag  

  과 튜브를 교환한다.

97(63.4) 39(25.5) 7(4.6) 2(1.3) 8(5.2)

 5. Order대로  PA, systolic,

   diastolic, mean & PCWP를 정확

   하게 측정하고 기록한다.

68(44.4) 59(38.6) 20(13.1) 6(3.9)

 6. Swan-ganz cath.를 관리한다.

    ① 완벽한 시스템 27(17.6) 53(34.6) 33(21.6) 11(7.2) 29(19.0)

    ② PA waveform 관찰 23(15.0) 47(30.7) 44(28.8) 10(6.5) 29(19.0)

    ③ Line의 공기주입 방지(예방) 41(26.8) 45(29.4) 28(18.3) 10(6.5) 29(19.0)

 7. ABP 와 mannual BP를 측정해

   비교한다.

106(69.3) 44(28.8) 3(2.0)

 8. Arterial line에서 정확하게 혈액

   검체를 채취한다.

114(74.5) 36(23.5) 1(0.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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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최대 10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112명(73.7%), 경고음이 울릴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필요시 이 상황을 기술한다 102명(67.1%), 기도흡인

에서 ② 흡인의 압력은 80~120mmhg 로 설정한다 95명(62.5%)순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표 18 참조).

 < 표 18 >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n=153 

내 용 

수행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Ventilator line에 물이 고여 있   

  지 않도록 유지한다.

115(75.7) 35(23.0) 2(1.3)

 2. 필요시마다 환자의 기도흡인을

   실시한다.

 ① 환자가 흡인을 필요로 하는 때를 

   인식한다.

116(76.3) 36(23.7)

 ② 흡인의 압력은 80~120mmhg    

   로 설정한다.

95(62.5) 45(29.6) 10(6.6) 2(1.3)

 ③ 흡인의 과정동안 무균술을 유지   

   한다.

116(76.3) 34(22.4) 2(1.3)

 ④ 흡인동안 카테터 흡인 구멍에 손  

   을 올려 놓고 카테터를 돌려 가면  

   서 사용한다.

117(77.0) 34(22.4) 1(0.7)

 ⑤ 지속적 흡인을 시행할 때는 최대

 10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112(73.7) 37(24.3) 3(2.0)

 ⑥ 흡인 동안 환자의 이상 증후나

   부정맥을 모니터링 한다.

116(76.3) 35(23.0) 1(0.7)

 ⑦ 오염된 카테터를 처리한다. 121(79.6) 31(20.4)

 3. 경고음이 울릴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필요시 이 상황을 기술한다.

102(67.1) 45(29.6) 5(3.3)

 4. 필요에 따라 환자를 위해 진정제

   를 투여한다.( order에 따라 )

112(73.7) 36(23.7) 2(1.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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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영양에서는 Tube feeding이 끝날 때마다 소량(30~50cc)의 물로 feeding 

tube를 세척한다 125명(82.2%), 음식물이 다 주입되면 물로 feeding line을 세척

한다 124명(81.0%), 정확한 식이를 제공한다 122명(80.3%), 적당한 주입속도

(order 대로 or 50~100cc/hr)를 유지한다 106명(69.7%), 새로운 음식물이 첨가 

되었을 때 백을 씻고 tube에 물을 채운다 105명(69.1%)으로 모든 문항에서 능숙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19 참조).

  수액요법영역에서는 Order에 따라 혈당을 측정한다 130명(85.0%), 병동 규정

에 따라 IV 드레싱을 교환하고 연결관을 재설치한다 128명(83.7%), 의사 order 

sheet 에 따른 수액 라벨을 확인한다 124명(81.0%), 무균술을 사용    해 수액

을 연결한다 122명(79.7%),  Order에 맞게 잘 주입되는지 수시로 수액 레벨을 

체크한다 121명(79.1%), 환자의 R-BC & E/P 결과를 체크하고 비정상적 결과

    < 표 19 > 경관 영양(tube feeding)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새로운 음식물이 첨가 되었을 때
   백을 씻고 tube에 물을 채운다.

105(69.1) 34(22.4) 4(2.6) 9(5.9)

 2. 정확한 식이를 제공한다. 122(80.3) 29(19.1) 1(0.7)

 3.적당한 주입속도(order 대로
  or 50~100cc/hr) 를 유지한다.

106(69.7) 44(28.9) 2(1.3)

 4. 음식물이 다 주입되면 물로
   feeding line을 세척한다.

124(81.0) 23(15.1) 1(0.7) 4(2.6)

 5. Tube feeding이 끝날 때마다
   소량(30~50cc)의 물로 feeding
   tube를 세척한다.

125(82.2) 25(16.4) 1(0.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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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사에게 보고한다 111명(72.5%)순으로 모든 문항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

다고 하였다(표 20 참조).

  말초 IV/ 동맥혈관 드레싱 영역에서는 IV site를 깨끗이 하기 전 필요시 IV 카

테터와 연결관을 교체한다 121명(79.1%), 새로운 드레싱을 한 날짜와 시간을 기

록한다 116명(75.8%),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110명

(71.9%), 소독 드레싱을 사용해 IV site를 덮어준다 102명(66.7%), IV site의 

외견을 기술한다 98명(64.1%), 베타딘 용액을 사용해 IV site를 청결히 한다 90

명(58.8%),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79명(51.6%)이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1 참조).

  < 표 20 >  수액요법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의사 order sheet 에 따른 수액
  라벨을 확인한다.

124(81.0) 27(17.6) 2(1.3)

 2. 환자의 R-BC & E/P 결과를
  체크하고 비정상적 결과를 의사
  에게 보고한다.

111(72.5) 35(22.9) 2(1.3) 5(3.3)

 3. 무균술을 사용해 수액을 연결한다. 122(79.7) 31(20.3)

 4. Order에 맞게 잘 주입되는지 수시  
  로 수액 레벨을 체크한다.

121(79.1) 31(20.3) 1(0.7)

 5. Order에 따라 혈당을 측정한다. 130(85.0) 23(15.0)

 6. 병동 규정에 따라 IV 드레싱을
  교환하고 연결관을 재설치한다.

128(83.7) 24(15.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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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정맥관 드레싱 영역에서는 베타딘 용액으로 깨끗이 한다 120명(78.4%),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119명(77.8%), 새로운 드레싱을 실

시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109명(71.2%),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96명

(62.7%)으로 모두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22 참조).

  

 < 표 21 > 말초 Ⅳ/ 동맥 혈관 드레싱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IV site를 깨끗이 하기 전 필요시
   IV 카테터와 연결관을 교체한다.

121(79.1) 31(20.3) 1(0.7)

 2.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79(51.6) 34(22.2) 33(21.6) 1(0.7) 6(3.9)

 3. 베타딘 용액을 사용해 IV site를
   청결히 한다.

90(58.8) 35(22.9) 14(9.2) 4(2.6) 10(6.5)

 4. 소독 드레싱을 사용해 IV site를
   덮어준다.

102(66.7) 34(22.2) 8(5.2) 4(2.6) 5(3.3)

 5. IV site의 외견을 기술한다. 98(64.1) 46(30.1) 7(4.6) 2(1.3)

 6. 새로운 드레싱을 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116(75.8) 30(19.6) 6(3.9) 1(0.7)

 7.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110(71.9) 36(23.5)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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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성 상처 드레싱 영역에서는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95

명(62.5%), 소독 장갑을 교환한다 91명(59.5%),  Wound 외관상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89명(58.6%), 상처의 상태나 처방에 따른 올바른 드

레싱을 시행한다 75명(49.3%),  Order 난 용액에 흠뻑 적셔 wound를 세척한다 

73명(48.0%), 주치의 order에 따라 wound를 드레싱 한다 72명(47.4%), 불결

한 드레싱을 담고 있는 백을 밀봉한다 69명(45.4%), 제거된 불결한 드레싱은 플

라스틱 백에 보관한다. 전체적으로 드레싱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심층부까지 제

거를 위해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66명(43.1%), 마스크, 모자, 비소독 장갑을 착

용한다 63명(41.2%)이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드레싱 특히 개방성 상처 

드레싱은 병원 업무 중 주로 전공의나 수련의가 맡아서 하는 업무이므로 다른 영

역에 비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표 23 참

조)

  < 표 22 >  중심정맥관 드레싱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96(62.7) 29(19.0) 20(13.1) 1(0.7) 7(4.6)

 2. 베타딘 용액으로 깨끗이 한다. 120(78.4) 28(18.3) 5(3.3)

 3. 새로운 드레싱을 실시하고 날짜

   와 시간을 기록한다.

109(71.2) 28(18.3) 9(5.9) 7(4.6)

 4.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

   을 유지한다.

119(77.8) 29(19.0)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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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영역영역영역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3.39(±.47)점으로 나타났고, 각 

영역별 점수는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3.50(±.46)점, 환자와의 의사소통

3.35(±.52)점,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3.33(±.64)점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24 참조).

 < 표 23 > 개방성 상처 드레싱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1. 마스크, 모자, 비소독 장갑을 착  
  용한다.

63(41.2) 45(29.4) 26(17.0) 2(1.3) 17(11.1)

 2. 제거된 불결한 드레싱은 플라스  
  틱백에 보관한다. 전체적으로 드레  
  싱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심층부  
  까지 제거를 위해 소독 장갑을 착  
  용한다.

66(43.1) 41(26.8) 21(13.7) 1(0.7) 24(15.7)

 3. 소독 장갑을 교환한다. 91(59.5) 37(24.2) 7(4.6) 18(11.8)

 4. Order 난 용액에 흠뻑 적셔
   wound를 세척한다.

73(48.0) 45(29.6) 6(3.9) 28(18.4)

 5. 주치의 order에 따라 wound를
   드레싱 한다.

72(47.4) 46(30.3) 7(4.6) 27(17.8)

 6. 상처의 상태나 처방에 따른 올바
   른 드레싱을 시행한다.

75(49.3) 50(32.9) 6(3.9) 21(13.8)

 7. Wound 외관상 어떤 변화가 있으
   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89(58.6) 43(28.3) 6(3.9) 14(9.2)

 8. 불결한 드레싱을 담고 있는 백을
   밀봉한다.

69(45.4) 39(25.7) 20(13.2) 24(15.8)

 9.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
   을 유지한다.

95(62.5) 39(25.7) 3(2.0)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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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전화 응대 시 명확하게 근무 부서와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 96명(62.7%), 필요시 다른 간호사를 즉시 보조한다 86명

(56.2%), 체계적 접근을 통해 주의깊고 간결한 구두 보고를 한다 79명(51.6%)

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상 옆에서 부적절한 대화는 자제한다 

75명(49.0%)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의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필요시 환자에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

이션을 제공한다 94명(61.4%), sampling을 하거나 주사를 놓기 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77명(50.3%), 침상 옆에 없을 경우 가까운 거리 내에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75명(49.0%), 기도삽관 되어 있는 환자

를 위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74명(48.7%)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스러운 처치(Swan-ganz, CVP, A-line insertion)등

의 시술동안 구두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74명(48.7%), 침상 옆에서 환자

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삼간다 72명(47.1%), 근무 시작 시 환자에게 자신을 소

개한다 65명(42.5%) 순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는 가족이 방문하는 동안에는 침상 옆에 머물며 정

서적 지지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77명(50.3%)이 능숙하게 할 수 있으

며, 가족이 원할 경우 매 duty 마다 적어도 1번 이상은 그들과 접촉한다 67명

(43.8%)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25 참조).

 < 표 24 > 의사소통 영역별 평가                                n=153

의사소통 평균 ± 표준편차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3.50 ± .46

환자와의 의사소통 3.35 ± .52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3.33 ± .64

총 문항 평균 3.39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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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5 > 의사소통 하부 영역별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A. A. A. A. 병동 병동 병동 병동 활동활동활동활동(unit (unit (unit (unit activity)activity)activity)activity)에 에 에 에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동료와 동료와 동료와 동료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한다한다한다한다. . . . 

 1. 필요시 다른 간호사를 즉시 보조한다. 86(56.2) 65(42.5) 2(1.3)

 2. 체계적 접근을 통해 주의깊고 간결한

  구두 보고를 한다.

79(51.6) 71(46.4) 3(2.0)

 3. 전화 응대 시 명확하게 근무 부서와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

96(62.7) 51(33.3) 6(3.9)

 4. 침상 옆에서 부적절한 대화는 자제

  한다.
67(43.8) 75(49.0) 11(7.2)

 B. B. B. B.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의사소통한다의사소통한다의사소통한다....

 

1. 근무 시작 시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

  한다.

51(33.3) 65(42.5) 35(22.9) 2(1.3)

 2. 필요시 환자에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94(61.4) 57(37.3) 2(1.3)

 3. 기도삽관 되어 있는 환자를 위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74(48.7) 64(41.8) 14(9.2)

 4. sampling을 하거나 주사를 놓기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77(50.3) 64(41.8) 12(7.8)

 5.고통스러운처치(Swan-ganz,

  CVP, A-line insertion)등의 시술동안

 구두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64(42.1) 74(48.7) 14(9.2)

 6. 침상 옆에서 환자에 대해 논의하

  는 것을 삼가한다.

67(43.8) 72(47.1) 14(9.2)

 7. 침상 옆에 없을 경우 가까운 거리

  내에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준

  비해 둔다. (설명해준다)

75(49.0) 59(38.6) 14(9.2) 5(3.3)

 C. C. C. C. ((((환자환자환자환자) ) ) )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지원을 지원을 지원을 지원을 제공한다제공한다제공한다제공한다. . . . 

 

1. 가족이 원할 경우 매 duty 마다

  적어도 1번 이상은 그들과 접촉한다.

64(41.8) 67(43.8) 17(11.1) 2(1.3) 3(2.0)

 2. 가족이 방문하는 동안에는 침상옆에

  머물며 정서적 지지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77(50.3) 66(43.1)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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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영역 영역 영역 영역 

  문서화 영역의 평균점수는 3.11(±.65)점으로 나타나 수행정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간호중재 기록은 3.34(±.52)점, 간호계획 유지는 2.87(±1.03)점 이었

다(표 26 참조).

1)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간호기록 중재에서는 업무수행 점수가 높은 항목을 보면 V/S을 측정하고 10분 

이내에 기록한다 102명(66.7%),  의사 order sheet에 구두처방이라고 표기한다

94명(61.4%), RN OOO 라고(full name) 서명한다 85명(55.6%), 환자에게 수

행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기록화 한다 79명(51.6%), 가족에 대한 지지나 혹은 

그 외 다른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록한다 77명(50.3%), 침상 도착 3시간 이내 

신체적 사정을 완벽하게 기록한다 77명(50.3), 환자의 불안감과 그에 적절한 간

호중재 제공에 대한 기록을 한다 75명(49.0%), 도착 30분 이내에 검사 결과에 

대해 기록한다 65명(42.5%)이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잘못된 약어는 사

용하지 않는다 85명(55.6%), 입원한 10분 이내에 모든 투약을 서류화 한다 75

명(49.0%), PRN 투약에 대한 효과를 기록한다 70명(45.8%)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계획 유지에서는 각 환자 상태에 해당하는 한 가지 문제를 포함해 간호계

획을 수립한다 66명(43.1%), 간호계획에 장기간 혹은 퇴원 목표를 포함한다 58

  < 표 26 > 문서화 영역 평가                               n=153

기록을 통한 문서화 평균 ± 표준편차

       간호중재 기록 3.34 ± .52

2.87 ±1.03       간호계획 유지

          총 점 3.1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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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7.9%)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매일 인계 장부를 새로 수정한

다 58명(37.9%)이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27 참조).

 < 표 27 > 문서화 하부 영역별 평가                                     n=153

내   용 

수행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별로 잘  
못한다

전혀 
못한다

해당사항 
없음

4 3 2 1 0

N(%) N(%) N(%) N(%) N(%)

 A. A. A. A. 적절할 적절할 적절할 적절할 때때때때, , , ,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반응을 반응을 반응을 반응을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모든 모든 모든 모든 간호 간호 간호 간호 중재를 중재를 중재를 중재를 상세히 상세히 상세히 상세히 기록한다기록한다기록한다기록한다....

 
1. 침상 도착 3시간 이내 신체적 사   
 정을 완벽하게 기록한다.

77(50.3) 66(43.1) 10(6.5)

 2. V/S을 측정하고 10분 이내에 기록
  한다.

102(66.7) 50(32.7) 1(0.7)

 3. 입원한 10분 이내에 모든 투약을
  서류화 한다.

47(30.7) 75(49.0) 27(17.6) 1(0.7) 3(2.0)

 4. PRN 투약에 대한 효과를 기록한  
  다.

63(41.2) 70(45.8) 20(13.1)

 5. 도착 30분 이내에 검사 결과에
  대해 기록한다.

65(42.5) 61(29.9) 22(14.4) 2(1.4) 3(2.0)

 6. 가족에 대한 지지나 혹은 그 외
   다른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록한다.

77(50.3) 60(39.2) 16(10.5)

 7. 환자에게 수행한 활동에 대한 설명  
   을 기록화 한다.

79(51.6) 64(41.8) 9(5.9) 1(0.7)

 8. 환자의 불안감과 그에 적절한 간호
   중재 제공에 대한 기록을 한다.

75(49.0) 65(42.5) 13(8.5)

 9. 잘못된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58(37.9) 85(55.6) 10(6.5)

 10. RN OOO 라고(full name) 서명
   한다.

85(55.6) 40(26.1) 15(9.8) 2(1.4) 11(7.2)

 11. 의사 order sheet에 구두처방이
   라고 표기한다.

94(61.4) 45(29.4) 4(2.6) 10(6.5)

  B. B. B. B. 각 각 각 각 환자에 환자에 환자에 환자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간호 간호 간호 간호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유지한다유지한다유지한다유지한다. . . . 

 
1. 각 환자 상태에 해당하는 한 가지
  문제를 포함해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63(41.2) 66(43.1) 15(9.8) 2(1.3) 7(4.6)

 2. 간호계획에 장기간 혹은 퇴원 목표  
  를 포함한다.

43(28.1) 58(37.9) 32(20.9) 4(2.6) 16(10.5)

 3. 매일 인계 장부를 새로 수정한다. 58(37.9) 53(34.6) 15(9.8) 3(2.0) 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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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임상 임상 임상 임상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영역별 영역별 영역별 영역별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 사정영역에서는 폐질환계와 위장

관계 평가부분이 134명(87.6%)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교육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은 심혈관계 평가가 133명(86.9%), 신경계 평가

는 125명(81.7%), 근골격계 평가 111명(72.5%),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105명(68.6%)순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임상/전문 기술 영역에서는 혈역학적 모니터링이 128명(83.7%)으로 교육이 필

요하다고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은 개방성 상처 드레싱 108명(71.1%), 투약간

호, 안전관리 104명(68.6%), 정맥치료 102(66.7%), 말초 IV/동맥혈관 드레싱 

94명(61.4%),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93명(61.2%), 수액요법과 신체간호 87명

(56.9%), 경관영양과 중심정맥 드레싱 83명(54.2%)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수행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교육 요구

도를 보였는데, 특히 폐질환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신경계 평가와 혈역학적 모니

터링 부분은 대상자의 80%이상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었다(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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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임상수행능력임상수행능력임상수행능력임상수행능력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과 중환자실 경

력, 직위,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에 따라 임상수행 능력 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 점수는 36세 이상인 군이 3.72(±.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하 군이 3.21(±.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629, p=.000). 결혼 상태에 따른 임

상수행능력 평균점수는 기혼이 3.53(±.34)점으로 미혼 3.30(±.41)점보다 높게 

 < 표 28 >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                           n=153             

영역별 문항 교육의 필요성

환자사정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N/% N/%

신경계 평가 125/81.7% 28/18.3%

심혈관계 평가 133/86.9% 20/13.1%

폐질환계 평가 134/87.6% 19/12.4%

위장관계 평가 134/87.6% 19/12.4%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평가 105/68.6% 48/31.4%

근골격계 평가 111/72.5% 42/27.5%

임상/전문기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N/% N/%

안전관리 104/68.0% 49/32.0%

신체간호 87/56.9% 66/43.1%

투약간호 104/68.0% 49/32.0%

정맥치료 102/66.7% 51/33.3%

혈역학적 모니터링 128/83.7% 25/16.3%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93/61.2% 59/38.8%

경관영양 83/54.6% 69/45.4%

수액요법 87/56.9% 66/43.1%

말초 IV/ 동맥혈관 드레싱 94/61.4% 59/38.6%

중심정맥관 드레싱 83/54.2% 70/45.8%

개방성 상처 드레싱 108/71.1% 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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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69, p=.003). 

  총 임상경력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 점수는 7년 이상 군이 3.64(±.26)점으

로 가장 높았고, 4~6년 군이 3.37(±.39)점, 3년 이하인 군이 3.24(±.40)점 순

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218, 

p=.000). 중환자실 경력에 따른 임상수행능력도 평균 점수 7년 이상 군이    

3.62(±.26)점, 4~6년 군이 3.44(±.35)점, 3년 이하 군이 3.26(±.42)점 순이

었으며 총 임상경력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197, 

p=.000).

  직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점수는 책임간호사 군이 3.67(±.26)점, 일반 

간호사 군이 3.38(±.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44, 

p=.000).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평균 점수는 교육

을 수료 경험이 있는 군이 3.44(±.35)점으로 높았고, 교육 수료 경험이 없는 군

은 3.26(±.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2.725, 

p=.007)(표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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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9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n=153

특성 구분 실수(명) 평균±표준편차 t or F P

25세 이하 61 3.21±.41

연령 26~30세 67 3.36±.39

31~35세 17 3.61±.29 7.629 .000

36세 이상 8 3.72±.24

결혼상태 미혼 119 3.30±.41

기혼 34 3.53±.34 -3.069 .003

기독교 54 3.41±.36

천주교 19 3.32±.45

종교 불교 7 3.47±.31 .784 .537

무교 68 3.29±.44

기타 5 3.37±.29

전문대 졸 47 3.32±.37

최종학력 대 졸 86 3.32±.43 2.341 .100

대학원 석사 재학이상 20 3.53±.33

3년 이하 85 3.24±.40

총 임상경력 4~6년 39 3.37±.39 12.218 .000

7년 이상 29 3.64±.26

중환자실 3년 이하 97 3.26±.42

경력 4~6년 32 3.44±.35 9.197 .000

7년 이상 24 3.62±.26

직위 일반간호사 133 3.38±.37

책임(주임)간호사 20 3.67±.26 -3.844 .000

대학병원 82 3.34±.42

병원형태 국, 공립병원 13 3.23±.40 .713 .492

일반 사립병원 58 3.38±.39

병상 수 1,000병상 이하 57 3.32±.38 -.764 .446

1,000병상 이상 96 3.37±.42

내과계 중환자 간호단위 64 3.43±.37

외과계 중환자 간호단위 15 3.32±.37

근무부서 소아 중환자 간호단위 22 3.31±.41 1.324 .264

심혈관계 중환자 
간호단위

15 3.21±.53

기타 37 3.30±.41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

무 78 3.26±.43 -2.725 .007

유 75 3.44±.3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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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업무는 특성상 병동 간호사들의 업무와 구별되고 또한 중

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실무능력 영역에 따른 교육의 필요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결

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1. 1. 1.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평가평가평가평가

  업무수행평가에 있어서 Carrlo와 Schneier는 간호단위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수

행을 측정하려면 간호사의 자질, 특성에 대한 평가나 구조적 측면의 평가보다 간

호사 간호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과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과정적 측면의 평가는 주로 간호업무, 기능, 활동에 대한 것이다(미국간호협회, 

1973). 평가의 방법 중 자가평가는 업무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짐으로

써 간접적 피이드백 효과를 갖고 이러한 피이드백은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한다고 본다(McCloskey & Moorhead, 1992).

  수행능력에 기초한 평가는 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시키고, 전문성에 대한 책

임과 자율을 증진시키며, 고객에게 이익을 주고,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간호를 증

진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장점이 있다(Wilk, 1986). 그러므로 자가 평가는 간

호사들이 자신의 능력, 성격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적극적 태도를 갖고 참여의식, 

동기부여 및 정확한 분석평가로 피이드백을 줌으로써 스스로의 업무태도, 업무방

법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각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들은 65% 이상이 전통적 평가 방법인 상급자 평가에 의존해 있다(김정

숙,1990:노정자, 1991). 상급자 평가는 실시가 체계적이고 용이하며 상급자가 피



- 46 -

평가자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가 주관적이기 싶다. 거의 모든 

평가가 이에 속하며 평가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임의적이든 평가상의 오류를 가져

오기 쉬워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노정자, 1991). 

  송순덕(1993)은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을 일반간호사의 자가평가와 수

간호사의 평가를 비교해 연령과 경력에 따른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보

고하였고, 김혜숙(2002)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

계연구에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간호학생의 

임상실습평가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시도되었으며, 실무능력의 범위가 전체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과 책임을 모두 포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의 수행업무실태와 중환자실의 특

수한 업무 기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인지하는 임상수행능력을 

자가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며 관찰할 수 있

는 실제의 행동을 포함한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

상수행능력 측정은 간호사가 자가 평가 방식에 의한 것이며 연구자가 실제 임상

수행능력 정도를 관찰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급자나 다른 관찰자에 의해 대상자의 수행능력을 비교 평가해 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2. 2. 2.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정도와 정도와 정도와 정도와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교육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환자사정, 임상/전문기술, 의사소통, 문서화 4가

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23개의 업무수행능력, 169문항의 업무수행능력요소로 구

성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4점 만점에 평균 3.38(±.4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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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송희(1997)의 연구에서도 임상간호사의 간호

수행정도는 최대평균 평점 5점에 평균평점 3.74점으로 간호수행정도는 같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 수행능력별 수행정도는 임상/전문기술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영역, 환자사정 영역, 문서화 영역 순이었다. 최송희(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수행을 P.M. Schwirian(1978)이 개발한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Six-D Scale)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 

및 협조, 전문직 발달,  계획 및 평가, 위기간호의 순서로 수행능력 우선순위를 나

타내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업무 수행정도를 평가한 박영의(1996)의 연구에

서도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업무 능력은 3점 만점에 평균 2.5점이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각종 검사 및 감시 결과를 토대로 환자 상태에 대한 

신속한 간호진단을 내려 적절한 중재를 수행해야 하므로 능숙한 환자 사정은 중

환자실 간호사의 기본 업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사정 영역은 계통별 평

가가 이루어졌는데 신경계, 신장/신진대사 시스템, 근골격계 평가 수행능력 정도에 

비해 심혈관계, 폐질환계, 위장관계 평가의 수행정도는 사정 영역의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수행정도가 낮게 나온 환자 사정 하부영역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중환자 간호에서의 기계적 기술과 치료 방법의 발전에 따라 임상/전문 기술 영

역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침습적인 기구,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는 약물들, 전기적 

기계적 기구들, 이 모든 것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기술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임

상/전문 기술 영역의 임상수행능력도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

역별로는 수액요법이 가장 높았으며, 혈역학적 모니터링 부분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박영의(1996) 연구에서는 투약간호의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수액요법의 수행능력이 높게 나온것과 결과가 일치하였다.  중

환자 간호단위 업무 특성 상 중환자가 갖는 긴급함과 극심한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측하기 위해 각 종 모니터와 침습적인 카테터를 통해 혈역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능력 정도를 나타내었고 또한 교육의 필요성은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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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늘 환자, 보호자와 동료 간호사 혹은 같은 의료인

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영역 수행능력도 보통 보

다는 높게 나타났다.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묻는 항목이 환자와의 의사소통,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항보다 낮은 수행정도를 보이는 것은 생명에 위

기를 느끼고 불확실한 환자 상태를 지지하고 간호하게 되는 보호자들과의 의사소

통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문서화 되는데, 시행한 간호중재를 포함해 간호계획

도 포함이 된다. 이 영역에서는 간호중재 기록보다는 간호계획을 수립, 유지 하는 

것에 대해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간호

기록 작성이 수기에서 컴퓨터화 되고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EMR까지 시

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문서화 영역에 대한 결과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행정

도를 보이거나 실제적으로 간호중재에 대한 기록과 간호계획을 수립, 유지하는 것

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수행능력이 낮은 영역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간호 관리자나 교육담당자들은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해 중환자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계획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임상수행능력과의 임상수행능력과의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과 중

환자실 경력, 직위,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에 따라 임상수행 능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였고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

이며(김성란, 1994; 유근화, 1992; 최정숙,1986),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여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이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왔는데 미

혼인 경우에 업무수행 정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최정숙, 1986)가 있으나 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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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유근화, 1992)도 있었다. 이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연령이 많고 총 임상경력이 길어서라고 생각된다. 

  또한 총 임상 경력과 중환자실 경력도 경력이 길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

아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업무수행정도가 증가하였다는 이미정(2001)의 연구결

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병동 근무기간은 Benner(1984)에 의하면 

총 임상경력이 많아도 근무하는 병동이 바뀌면 실무능력이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직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도 책임간호사군이 일반간호사군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임상경력과 경험이 많아 이 같은 결과

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교육 경험

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종학력과

의 임상수행능력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에 반해 해당 실무분야에 관한 교

육을 받았던 대상자 군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군 보다 수행능력 정도가 높

은 것은 주목해야할 결과라 하겠다. 강규숙 외(2004) 연구에서도 가정간호 교육

생을 대상으로 해당영역의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지

고 온다고 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의료기술에 발맞추어 중환자 간호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질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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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지하는 임상수행능력을 자가 평가를 통해 알아

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중환

자실 간호사들의 임상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 3차 종합병원 5개와 경기도 소재 1개 병원의 중환

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5

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1일 이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자가 보고형 설문

지 180부를 배부해 그중 15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5%였고, 이 중 응답이 불

충분한 2부를 제외한 15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Mims(1998)가 개발한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for Critical Care Nurses'(Cronbach's α=.97)를 번역, 수정 & 

보완한 도구 (Cronbach's α=.93)로 환자 사정영역 43문항, 임상/전문기술 99문

항, 의사소통영역 13문항, 문서화 영역 14문항 총 16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중환자실 간호사

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27세로 미혼이 77.8%, 종교  

인이 55.6%였으며 최종학력은 대 졸이 56.2%로 가장 많았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총 임상경력은 3년 이하가 5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환자실 경력은 

3년 이하가 63.4%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6.9%였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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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병원의 형태는 대학병원이 53.6%, 일반 사립병원 37.9%, 국, 공립 병

원 8.5%로 나타났다. 병상 수는 1,0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이 62.7%로 가장 

많았고, 또  근무부서는 내과계 중환자 간호단위가 41.8%로로 가장 많았다. 중환

자 간호과정 수료경험은 교육경험이 있다가 49.0%를 나타내었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환자 사정 영역에서 평균 3.38(±.40)점으

로 보통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하부 영역별로는 근골격계 평가 3.50(±.50)점,   

신장/신진 대사 시스템 평가 3.50(±.5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경계 평가가   

3.38(±.40)점, 심혈관계 평가 3.35(±.35)점, 폐질환계 평가 3.31(±.53)점, 위장

관계 평가 3.10(±.59)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전문기술 영역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52(±.39)점으로 높은 수행능   

력을 나타냈다. 하부 영역별로는 수액요법이 3.77(±.3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   

았으며, 다음은 인공호흡장치 시스템3.71(±.40)점, 경관영양 3.69(±.43)점, 정   

맥치료 3.65(±.40)점, 투약간호 3.62(±.46)점, 신체간호 3.60(±.37)점, 중심   

정맥관 드레싱 3.55(±.80)점, 안전관리 3.55(±.40)점, 말초 IV/동맥혈관 드레   

싱 3.51(±.52)점, 혈역학적 모니터링이 3.10(±.6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39(±.47)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   

타났고, 각 영역별 점수는 병동활동과 동료와의 의사소통 3.50(±.46)점, 환자와   

의 의사소통3.35(±.52)점,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3.33(±.64)점 순으로 나타   

났다.

  문서화 영역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11(±.65)점으로 보통보다는 조금 높   

게 나타났는데, 간호중재 기록은 3.34(±.52)점, 간호계획 유지는 2.87(±1.03)   

점 이었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사정과 임상/전문기술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 사정영역에서는 폐질환계와 위장관계 평가부분이 134명(87.6%)으

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교육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환   

자 사정영역 부분의 교육 필요도는 최하 68.6%~최대 87.6%로 각 하부영역에서  

 도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임상/전문 기술 영역에서는 혈역학적 모니터링이 128명(83.7%)이 교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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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은 개방성 상처 드레싱 108명(71.1%), 투약간   

호, 안전관리 104명(68.6%), 정맥치료 102(66.7%), 말초 IV/동맥혈관 드레싱   

94명(61.4%), 인공호흡장치 시스템 93명(61.2%), 수액요법과 신체간호 87명   

(56.9%), 경관영양과 중심정맥 드레싱 83명(54.2%)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영역별 임상수행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는  

 데, 특히 폐질환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신경계 평가와 혈역학적 모니터링 부분  

 은 대상자의 80%이상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었  

 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  

 상경력, 중환자실 임상경력,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수료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많을수록, 총 임상경력과 중환자실 경력이 길수록,   

 중환자 간호과정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임상수행능력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업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수

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연령과 학력, 경력, 결혼 유무, 중환자 간호

과정 교육 유, 무였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마

련과 교육기회 제공을 증대해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환자실 간호

사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2. 2. 2. 제  제  제  제  언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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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 &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도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해 반복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자가 평가 식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업      

 무내용을 중환자실 업무내용 평가 도구로 전환하여 제 삼자에 의한 실재적      

 인 평가를 통해 중환자실 업무수행 정도와 그 질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실무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

  4) 중환자 간호단위 별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해 공통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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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 록 록 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중환자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5학기생 김영옥 입니다.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자가 평가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좀 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상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환자 전문 간호사의 업무 규명에 기초  

      자료가 되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임상에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6. 05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연구자   김  영  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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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각 각 각 각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

        

  

  1. 연 령 :  만 (   ) 세

  

  2. 최종학력 :    ① 전문대 졸              ② 대 졸 

                  ③ 대학원 석사 재학       ④ 대학원 석사 졸 

                  ⑤ 대학원 박사 재학       ⑥ 대학원 박사 졸

  

  3. 총 임상경력       :  (     ) 년  (    ) 개월

   

  4. 중환자실 임상경력   :  (     ) 년  (    ) 개월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6.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유교  

                       ⑤ 무교    ⑥ 기타

  

  7. 귀하의 현재 직위는?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주임)간호사  

                         

  8. 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는? 

    

       ① 대학병원     ② 국ㆍ공립 병원    ③ 일반 사립병원

  9. 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상 수는?

       ① 1,000병상 이하          ② 1,000병상 이상

  10.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내과계중환자 간호단위    ② 외과계 중환자간호단위

      ③ 소아중환자 간호단위      ④ 심혈관계 중환자 간호단위

      ⑤ 기타 (              )

  11. 중환자간호과정 교육 수료 여부 (중환자전공 석사과정 포함)  

          ① 무           ② 유 (교육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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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중환자를 중환자를 중환자를 중환자를 간호할 간호할 간호할 간호할 때 때 때 때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계통별로 계통별로 계통별로 계통별로 사정하게 사정하게 사정하게 사정하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중환자중환자중환자중환자

실에서 실에서 실에서 실에서 환자 환자 환자 환자 사정과 사정과 사정과 사정과 관련해 관련해 관련해 관련해 수행하게 수행하게 수행하게 수행하게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적절하적절하적절하적절하

게 게 게 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선생님이 근무하는 ICU에서 수행하는 항목은 수행정

도에 표시를 해 주시고 근무지에서 수행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

요)

       

 A. A. A. A.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정도  정도  정도  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의식수준 사정

 2. 지남력 사정 (사람, 장소, 시간)

 3. 동공측정

    ① 크기

    ② 대광반사

 4. 말단부위 움직임의 평가

 5. 잡기(grasps) 측정

     ① 근력

     ② 강도

 6.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B.  B.  B.  B.  심혈관계 심혈관계 심혈관계 심혈관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1.심전도 모니터를 프린트 하고     

      strip을 해석한다.

 2. Vital sign 측정

 3. 피부사정

   ① warm or cool

   ② moist or dry

 4. 심음청진

 5. 말초맥박 촉지

 6.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C. C. C. C. 폐질환계 폐질환계 폐질환계 폐질환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1. 산소투여 기구 체크

 2. 호흡 관찰

 3. 호흡음 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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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4. chest tube check

    ① 완벽한 시스템

    ② 완벽한 흉부배액

    ③ 오더에 따른 흡인 세트

    ④ 변화가 있는지?

    ⑤ Bubble이 되는지?

    ⑥ 피하조직의 염발음(crepitus)

 5.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D. D. D. D. 위장관계 위장관계 위장관계 위장관계 평가평가평가평가

 1. 복부팽만 측정(평가)

    (복부둘레측정)

 2. 복부촉진(압통)

 3. 장음 청진

 4. NG tube 평가

    ① 흡인색깔 확인

    ② 필요시 PH측정

    ③ 흡인(오더에 따라)

 5. 복부배액 평가

    ① 배액기능 평가

    ② 배액양상 기술

 6.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E. E. E. E. 신장신장신장신장////신진대사 신진대사 신진대사 신진대사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평가평가평가평가

 1. 소변 배액 시스템 평가

 2. UA & R-BC 결과 확인 

 3. 체온 측정

 4.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F. F. F. F. 근골격계 근골격계 근골격계 근골격계 평가평가평가평가

 1. 억제대 평가

    ① 안전한 적용

    ②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제공

 2. 피부통합성 평가

 3. 욕창예방을 위한 기구사용 & 

   방법 기술

4.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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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를 중환자를 중환자를 중환자를 간호할 간호할 간호할 간호할 때 때 때 때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임상임상임상임상////전문기술을 전문기술을 전문기술을 전문기술을 수행하게 수행하게 수행하게 수행하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 . .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선생님이 근무하

는 ICU에서 수행하는 항목은 수행정도에 표시를 해 주시고 근무지에서 수행하지 않는 항

목은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요)

 A. A. A. A. 안전 안전 안전 안전 관리관리관리관리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정도정도정도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침상도착 30분 이내에 응급 도구를

   평가한다.

    ① ambu-bag

    ② flow meter

    ③ O2 tubing

    ④ suction

    ⑤ emergency cart

 2. 응급도구에서 빠진 기구를 보충한다.

 3. 침상 옆에 없을 경우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 놓는다.

 4. 침상 옆에 없을 경우 기도 삽관

   환자는 손목 억제대를 적용한다.

 5. 침상 도착 30분 이내 심전도 

   모니터의 적절한 경고음 기능을 

   확인한다.

 6. 심전도 모니터의 심박동수 alarm

   을 설정한다.(+/- 25% 이내)

 7. 침상도착 30분내 인공호흡기 기능

  (low pressure or low volume)의

   alarm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8. Tracheostomy tube/ E-tube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한다.

 9. 눈꺼풀이 닫히지 않을 경우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테이프, 안대 등)

 10. 투약이나 경관영양 식이 주입 전

   NG tube의 위치를 확인한다.

 11. 정맥 주입관 연결 부위는 cap으로

   반드시 덮어둔다.

 12. 환자가 정확한 이름표(name

   band)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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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정도정도정도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3. 특수전기도구는 최근 새로 검사

  받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14.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B. B. B. B. 신체간호신체간호신체간호신체간호

 1. 부동의 환자들을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준다.(환자 상태가 금기

   가 아니라면)

 2. 목욕이나 그 외 침상에서 수행하게   

   되는 간호활동 제공시 개인의 프라이  

   버시를 지켜준다.

 3. 매 duty마다 1번씩 부동환자에게 

   수동적 ROM을 제공한다.(금기가 아  

   니라면)

 4. 하루 1번 이상 유치 도뇨관 소독을 

   수행한다.

 5. 정확하게 I/O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① 매 시간마다 소변량을 측정한다.

  ② duty동안 주입되는 정맥주입 

    수액의 양을 모두 기록한다.

  ③ 모든 배액백은 duty 마지막에

    그 양을 측정해 기록한다.

  ④ Total I/O를 정확히 한다.

  ⑤ 다음 duty를 위해 수액의 정확한

    양을 남겨준다.

 6.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C. C. C. C. 투약간호 투약간호 투약간호 투약간호 

 1. 생소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정확한 

  용량, 작용, 부작용과 투입 경로에 대  

  해서 투여 전에 확인한다.

 2. 투약 전에 적절한 변수를 체크한다.

  (항고혈압제와 혈압, 인슐린과 혈당, 

 혈압과 MS, VLM, HR & K+와 DGX   

 등)

 3. 투약은 항상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30분 전후)

 4. NG tube로 투약 후에는 30분동안

    tube를 잠궈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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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해당사항해당사항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5. 중요관리 약물은 서명을 하고 사용

   하고 배출물은 올바른 경로로 수거한

   다.

 6.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D. D. D. D. 정맥 정맥 정맥 정맥 치료 치료 치료 치료 

 1. 정맥 주입로를 관찰한다.

   ① 개통성(patency)

   ② order에 따른 수액종류

   ③ 주입속도

 2. 병동의 규정에 따라 IV tube를

   교환한다.

 3. 정맥 약물의 주입 속도 변경시

   15분이내에 심혈관계 mcg/kg/min

   으로 계산한다.

 4. 혈압관련 약물의 주입속도와 수액 양

 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확인한다.

 5.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E. E. E. E. 혈역학적  혈역학적  혈역학적  혈역학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1. 중심정맥압을 측정할 수 있다.

   (4th ICS, midaxillary line)

 2. 각 근무번마다 업무 시작 전 

   모니터를 점검(기초화)한다.

 3. 혈액 pump의 압력 게이지는

   300mmHg로 셋팅했는지 확인한다. 

 4. 병동의 규정에 따라서 flush bag

   과 튜브를 교환한다.

 5. Order대로  PA, systolic,

  diastolic, mean & PCWP를 정확

  하게 측정하고 기록한다.

 6. Swan-ganz cath.를 관리한다.

    ① 완벽한 시스템

    ② PA waveform 관찰

    ③ Line의 공기주입 방지(예방)

 7. ABP 와 mannual BP를 측정해

   비교한다.

 8. Arterial line에서 정확하게 혈액

   검체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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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F. F. F. F. 인공호흡장치 인공호흡장치 인공호흡장치 인공호흡장치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Ventilator line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유지한다.

 2. 필요시마다 환자의 기도흡인을 실시

   한다.

 ① 환자가 흡인을 필요로 하는 때를 

   인식한다.

 ② 흡인의 압력은 80~120mmhg 로 

   설정한다.

 ③ 흡인의 과정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④ 흡인동안 카테터 흡인 구멍에 손을

   올려 놓고 카테터를 돌려 가면서 사  

   용한다.

 ⑤ 지속적 흡인을 시행할 때는 최대 10

   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⑥ 흡인 동안 환자의 이상 증후나 부정  

  맥을 모니터링 한다.

 ⑦ 오염된 카테터를 처리한다.

 3. 경고음이 울릴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필요시 이 상황을 기술한다.

 4. 필요에 따라 환자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한다.( order에 따라 )

 5.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G. G. G. G. 경관 경관 경관 경관 영양영양영양영양(tube (tube (tube (tube feeding)feeding)feeding)feeding)

 1. 새로운 음식물이 첨가 되었을 때

   백을 씻고 tube에 물을 채운다.

 2. 정확한 식이를 제공한다.

 3.적당한 주입속도(order 대로

  or 50~100cc/hr) 를 유지한다.

 4. 음식물이 다 주입되면 물로

   feeding line을 세척한다.

 5. Tube feeding이 끝날 때마다 소량

   (30~50cc)의 물로 feeding tube를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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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H. H. H. H. 수액요법수액요법수액요법수액요법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의사 order sheet 에 따른 수액

   라벨을 확인한다.

 2. 환자의 R-BC & E/P 결과를

   체크하고 비정상적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한다.

 3. 무균술을 사용해 수액을 연결한다.

 4. Order에 맞게 잘 주입되는지 

   수시로 수액 레벨을 체크한다.

 5. Order에 따라 혈당을 측정한다. 

 6. 병동 규정에 따라 IV 드레싱을 교환

   하고 연결관을 재설치한다.

 7.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I. I. I. I. 말초 말초 말초 말초 ⅣⅣⅣⅣ/ / / / 동맥 동맥 동맥 동맥 혈관 혈관 혈관 혈관 드레싱드레싱드레싱드레싱

 1. IV site를 깨끗이 하기 전 필요시

   IV 카테터와 연결관을 교체한다.

 2.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3. 베타딘 용액을 사용해 IV site를

   청결히 한다.

 4. 소독 드레싱을 사용해 IV site를

   덮어준다.

 5. IV site의 외견을 기술한다.

 6. 새로운 드레싱을 한 날짜와 시간

   을 기록한다.

 7.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8.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J. J. J. J.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 드레싱드레싱드레싱드레싱

 1.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2. 베타딘 용액으로 깨끗이 한다.

 3. 새로운 드레싱을 실시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4.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5.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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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K. K. 개방성 개방성 개방성 개방성 상처 상처 상처 상처 드레싱드레싱드레싱드레싱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마스크, 모자, 비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2. 제거된 불결한 드레싱은 플라스

   틱 백에 보관한다. 전체적으로

   드레싱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심층부까지 제거를 위해 소독 장

   갑을 착용한다.

 3. 소독 장갑을 교환한다.

 4. Order 난 용액에 흠뻑 적셔

   wound를 세척한다.

 5. 주치의 order에 따라 wound를

   드레싱 한다.

 6. 상처의 상태나 처방에 따른 올바른 

   드레싱을 시행한다.

 7. Wound 외관상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8. 불결한 드레싱을 담고 있는 백을

   밀봉한다.

 9. 드레싱을 교환하는 동안 무균술을 

   유지한다.

 10. 교육의 필요성       ① 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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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근무를 근무를 근무를 하면 하면 하면 하면 늘 늘 늘 늘 환자환자환자환자, , , , 보호자와 보호자와 보호자와 보호자와 동료 동료 동료 동료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혹은 혹은 혹은 혹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의료인과  의료인과  의료인과  의료인과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작용을 작용을 작용을 작용을 하게 하게 하게 하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 . . 타인과 타인과 타인과 타인과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시 시 시 시 수행하게 수행하게 수행하게 수행하게 되는   되는   되는   되는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A. A. A. A. 병동 병동 병동 병동 활동활동활동활동(unit (unit (unit (unit activity)activity)activity)activity)에 에 에 에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동료와 동료와 동료와 동료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한다한다한다한다....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수행 수행 수행 수행 정도정도정도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필요시 다른 간호사를 즉시 보조한다.

 2. 체계적 접근을 통해 주의깊고 

   간결한 구두 보고를 한다.

 3. 전화 응대 시 명확하게 근무 부서와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

 4. 침상 옆에서 부적절한 대화는 

   자제한다.

 B. B. B. B.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의사소통한다의사소통한다의사소통한다....

 1. 근무 시작 시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2. 필요시 환자에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3. 기도삽관 되어 있는 환자를 위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한다.

 4. sampling을 하거나 주사를 놓기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5 . 고 통 스러운처치 ( S w a n - g a n z ,           

   CVP, A-line insertion)등의 시술 동  

   안 구두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6. 침상 옆에서 환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삼가한다.

 7. 침상 옆에 없을 경우 가까운 거리

   내에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준

   비해 둔다. (설명해준다)

 C. C. C. C. ((((환자환자환자환자) ) ) )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지원을 지원을 지원을 지원을 제공한다제공한다제공한다제공한다. . . . 

 1. 가족이 원할 경우 매 duty 마다 적어  

   도 1번 이상은 그들과 접촉한다.

 2. 가족이 방문하는 동안에는 침상 옆에

  머물며 정서적 지지와 질문에 대한 대답

  을 제공한다.



- 70 -

ⅤⅤⅤⅤ. . . .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행해지는 행해지는 행해지는 모든 모든 모든 모든 활동은 활동은 활동은 활동은 기록으로 기록으로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게 남게 남게 남게 되어 되어 되어 되어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활동과 활동과 활동과 활동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행하는 수행하는 수행하는 수행하는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중 중 중 중 적절한 적절한 적절한 적절한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수행정도를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주십시요....

                                                                                                                                                                                                                        -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A. A. A. A. 적절할 적절할 적절할 적절할 때때때때, , , ,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반응을 반응을 반응을 반응을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모든 모든 모든 모든 간호 간호 간호 간호 중재를 중재를 중재를 중재를 상세히 상세히 상세히 상세히 기록한다기록한다기록한다기록한다....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잘  잘  잘  잘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못한다못한다못한다못한다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없음없음없음

 1. 침상 도착 3시간 이내 신체적 사정  

   을 완벽하게 기록한다.

 2. V/S을 측정하고 10분 이내에 

   기록한다.

 3. 입원한 10분 이내에 모든 투약을

   서류화 한다.

 4. PRN 투약에 대한 효과를 기록한다.

 5. 도착 30분 이내에 검사 결과에 

   대해 기록한다.

 6. 가족에 대한 지지나 혹은 그 외 

   다른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록한다.

 7. 환자에게 수행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기록화 한다.

 8. 환자의 불안감과 그에 적절한 

   간호중재 제공에 대한 기록을 한다.

 9. 잘못된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10. RN OOO 라고(full name) 서명

   한다.

 11. 의사 order sheet에 구두처방이

   라고 표기한다.

  B. B. B. B. 각 각 각 각 환자에 환자에 환자에 환자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간호 간호 간호 간호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유지한다유지한다유지한다유지한다. . . . 

 1. 각 환자 상태에 해당하는 한 가지

  문제를 포함해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2. 간호계획에 장기간 혹은 퇴원 목표를

   포함한다.

 3. 매일 인계 장부를 새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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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Perceived Perceived Perceived clinical clinical clinical clinical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ability ability ability ability of of of of RNs RNs RNs RN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ICUICUICUICU 

                                                                         Kim, Young Ok 

                                                                         Department of Crit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Ns play an important clinical role in the medical service of the critical care 

unit and this role carries a great deal of weight in planning medical treatment for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To improve the quality of critical care 

nursing, nursing standards should be identified and guidelines established to 

measure performance and evaluate nursing in order to make necessary 

correction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perceived  clinical ability of RNs in 

the ICU, to   motivate development of basic resource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ir clinical ability as well as critical care nursing as 

a whole. 

   The participants were 153 ICU RNswho worked incritical care units at 5 

general hospitals at Seoul as well as 1 general hospital in Gyeonggi provin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y 15 to June 15, 2006. Questionnaires were 

used and there was an 85% return rat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s, t-test and ANOVA were done using SPSS for Windows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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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ICU RN's clinical ability was evaluated in 4 areas which included 23 

performance tasks and 169 items: The mean scores for total clinical ability by 

the ICU RNs was higher than average at 3.35 (±.40) of a possible 4. The clinical 

ability for all areas was above average, for patient assessment, 3.38 (±.40), for 

clinical and expert skill, 3.52 (±.39), for communication, 3.39(±.47), and for 

documentation, 3.11 (±.65).  

   2) Sub-scale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In the area of patient assessment, 

3.50 (±.50)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3.50 (±.50) for kidney and 

metabolism system were highest and 3.10 (±.59) for stomach disorders was the 

lowest. For clinical and expert skill, the highests were 3.77 (±.38) for 

rehydration solution and 3.71 (±.40) for respirator system and the lowest, 3.51 

(±.52) for peripheral nerves IV and artery dressings and 3.10 (±.64) for 

hemodynamic monitoring. ‘Hospital ward activity and communication with fellow 

workers' a part of communication was highest at 3.50 (±.46) and in 

documentation, nursing intervention record was higher than average at 3.34 

(±.52). 

   3) The ICU RNs' needs for education related to clinical abilitywere found to be 

as follows: 134 ICU RNs (87.6%) said that they had a low level of clinical ability 

in lung diseases and stomach disorders and they reported a high need for 

education, 128 ICU RN (83.7%) reported low clinical ability in hemodynamic 

monitoring in the area of clinical and expert skills and also a high need for 

education. More than 50% of the ICU RN said that all of the areas required more 

education to better recognize patient needs. 

   4) The ICU RNs' clinical ability differ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CU RNs who were 36 years or older had the highest mean score 

for clinical ability at 3.72 (±.24) and this was significant (F=7.629, p=.000).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inical ability scores according 

tomarital status: For married ICU RN, the score at 3.53(±.34) was hig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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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nmarried ICU RN (F=-3.069, p=.00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otal clinical experience with those with 

more than 7 years experience having the highest mean score at 3.64 (±.26), 

while those with less than 3 years of the experience had 3.24 (±.40) (F=12.218, 

p=.000).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critical care unit 

experience, those with more than 7 years had a mean score of 3.62 (±.26), while 

those with less than 3 years had 3.26 (±.42) (F=9.197, p=.00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inical ability depending upon position, with those who 

were managers having 3.67 (±.26), while staff nurses had 3.38 (±.37) 

(F=-3.844, p=.000). The scores according to whether the ICU RN had received 

education in a critical care nursing cours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ose 

having had the education, having a mean score of 3.44(±.35), while those who 

did not, had 3.26 (±.43) (F=-3.085, p=.002). 

 

   The ICU RN reported higher than average perceived clinical ability bu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urther education in critical care nursing. Age, 

educational background,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in a critical care nursing 

courses were variables influencing clinical ability. Therefore, education programs 

an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in areas where there is low clinical ability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linical ability of the ICU RN and thus elevate the 

quality of critical care nursing. 


	차 례
	국문 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Ⅱ. 문헌고찰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2. 임상수행능력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대상
	3. 연구 도구
	4. 자료 수집 방법
	5. 자료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3. 임상 수행 영역별 교육의 필요성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Ⅴ. 논 의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평가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정도와 교육의 필요성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