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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내 종합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심장외과 중환

자실 간호사 업무 표준의 설정과 간호업무 내용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의 내용을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

의 검토를 통해 실제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간호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질문지법과 관찰법을 이용하 다.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통해 측

정 및 관찰, 모니터, 산소공급, 양, 배설 및 배액, 기동성, 위생, 안전, 체온유지, 

수술전 준비, 검사물 채취,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피부 및 상처간호, 감염관

리, 투약, 상담 및 교육, 임종간호, 기록 확인, 환자 인수인계, 물품관리, 시설물관

리, 환경관리, 의사소통, 교육, 의사처방 확인, 전달업무, 평가, 전문직 개발의 총 

28개 역의  254개 간호활동이 결정되었다.

   2. 2002년 4월 12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서울시내와 경기도내 종합병원의 

심장외과 중환자실 2개 기관에서 간호사 22명을 대상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

호활동조사지를 이용하여 간호활동의 수행도를 분석하 다. 4일동안 연구자 2인이 

간호사 12명을 대상으로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간호활동의 수행 빈도와 새로운 

간호활동을 추출하 다. 결정된 항목을 기반으로 간호활동별 수행도와 수행 빈도

를 조사한 결과 28개 업무범주 중에서 모니터 641회(19.5%), 측정 및 관찰이 554

회(16.8%), 기록 확인 527회(16.0%) 순으로 관찰되었다. 254개의 간호활동에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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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활동이 직접관찰법에 의해 새롭게 추출되었다.  그 결과 278개의 간호활동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 총 264개의 간호활동과 22개의 업무범주로 수정되었다.

   3. 질문지법과 관찰법을 통해 추출한 심장외과 중환자실 예비 간호활동을 전문

가 집단 총 25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최종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내

용의 틀을 확정하 다. 내용타당도를 통해 작성된 최종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

무의 틀은 사정, 감시, 호흡관리, 양관리, 배설 및 배액 관리, 기동성관리, 위생관

리, 안전관리, 체온관리, 검사물 채취,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 피부 및 상처 관

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교육 및 지지, 임종간호, 기록 및 보관, 물품관리, 환경관

리, 의사소통, 평가, 전문직개발의 22개 업무범주의 총 231개 간호활동으로 작성되

었다.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는 의료진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서 명확히 규정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

호사의 업무로서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은 몇 가지의 간호활동이 발견되었다. 심

장외과 중환자실 일반 간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규정은 동료의료진간

의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간호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

과적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와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핵심되는 말: 심장외과 중환자실, 업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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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허혈성 심질환의 유병율이 10년 전 보다 약 3배 이상 증가되었고 순환기

계 질환의 사망자구성비도 26.3%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7). 대상자의 치료에 

대한 정보획득 요구 증가, 의학적 기구, 약물, 기계의 발전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심혈관계 중환자실의 

운 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

다.

  이에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된 반면, 업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복잡하

고 모호하여 업무에 대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래에

서의 병원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 역에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간호 실무에 대한 표준을 마

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임상간호사들은 역할의 혼돈과 모호성을 경험하

고 있다(김기경, 1999).

  김경애(1987)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가 간호업무 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

조역할을 하는데 따른 역할 갈등이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며 역할 및 책임의 모호

성은 불안, 욕구불만, 불만족, 부정적인 태도, 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간호업무의 자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 하 다. 또

한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위하여 조직은 각 구성원의 업무를 분할하

여 분담시키고 업무수행의 표준이 되는 절차를 마련하여 상하로부터 지시나 명령

을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이명옥(1996)의 연

구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과반수가 월 1회 이상 의사와의 갈등경험을 하 으며 대

다수의 간호사들은 갈등을 간호업무에 매우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심각한 현상

으로 인식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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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는 8시간 또는 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도  

근무시간동안의 간호 기록지를 비교․검토하 을 때, 수행한 간호행위보다 적은 

양의 간호활동이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간호기록을 제대로 하

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 간호업무활동 행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간호활동으로 규명되지 않은 일, 즉 의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간호사가 하고 있는 활동, 또는 간호보조원이 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간호사가 미리 해버리는 활동 등을 들 수 

있겠다. 의사의 업무가 분업형태로 간호업무로 다수 이전되면서 간호사 고유의 업

무를 수행할 시간과 여력을 상실하게 되고, 고유의 간호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간호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도 큰 차이가 있다. 중환자실 간호가 다른 병동의 간호와는 

구별되는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업무의 과중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불만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갈등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업만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취에도 향을 미치며, 이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규범력 있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간호업무의 소지

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법적 문제발생시 책임판단의 기준이 될 뿐만 아

니라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자율성을 높여 간호의 질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간

호과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김기경, 1998). 

  전반적인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서비

스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데 근거가 되는 간호실무표준의 존재는 중요하다. 또한 

이론, 연구, 교육을 접목시켜 간호실무 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간호실무의 표준을 세우고 나아가 질보장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

리고 업무내용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업

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실무자들의 실제 업무수행 양상과 비교함으

로써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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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업무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규정을 통하여 의사와의 업무소재에 

관한 갈등을 줄이고 규명된 간접간호 중에서 다른 전문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

무를 파악하여 위임함으로서 간호사의 시간을 보다 직접적인 환자간호에 할애하

여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보조 인력이 해야 하는 업

무를 전문인력이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 경험하는 전문적인 가치관과 이상의 상실

로 인한 역할 갈등이 초래되어진다면 간호업무의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되어 결과

적으로 환자에게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업무실태 파악을 통해 실제적으로 간호활동으로 

규명되지 않은 일, 즉 의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간호사가 하고 있는 활동, 또는 간호보조원이 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

고 급한 나머지 간호사가 미리 해버리는 활동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업무내용

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실제 현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업무의 질

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표준의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

되며, 간호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간호 분야의 업무 표준이 설정되

어야 하고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활동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특수 간호단위인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일반간호사의 간

호업무 수행도를 조사하고,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간호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

조사해 봄으로써, 실제 간호업무 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내용의 틀을 새로

이 제시하여, 간호사는 자신이 하는 의료행위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공신력 있고 

구체적인 간호업무를 제시하여, 역이 불확실한 업무를 둘러싸고 의사와 갈등을 

감소시키고 책임인식을 가지게 하여 직무만족도 및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내와 경기도내 종합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일

반간호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심장외과 중

환자실 간호사 업무표준의 설정과 간호업무 내용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단위의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의 내용을 목록화한다.  

 2)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단위의 일반간호사의 업무 내용별 수행도와 수행빈도  

    를 파악한다.

 3) 규명된 업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 내용의 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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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간호업무   

   간호업무는 독자적 간호활동, 비독자적 간호활동 및 병동 관리 활동, 대인관계 

활동으로 구분하고, 독자적 간호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과정 수행과 환자

교육, 하급직원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며, 비독자적 간호활동 및 병동 관리 

활동은 진료보조기능, 물품관리, 환경관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고, 대인관

계 활동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료나 타부서 직원, 보호자 등과 갖는 의

사소통이 포함된다(Kron, 1981). 

   본 연구에서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가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 근무시간 동안 수행하는 관찰 및 측정, 모니터, 산소공급, 양, 배설 및 배액, 

기동성, 위생, 안전, 체온유지, 수술 전․후 간호, 검사물 채취, 각종 처치 및 간호, 

피부 및 상처간호, 감염관리, 투약, 상담 및 교육, 안전간호, 기록 확인, 환자인수

인계, 물품관리, 시설물 관리, 환경관리, 의사소통, 교육, 의사 처방확인, 전달업무, 

평가, 전문직 개발 등의 28개 범주에 속하는 간호활동을 의미한다.

 2) 심장외과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훈

련된 인력과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집중감시와 간호 및 치료가 24시간 체제로 

운 되는 중환자 간호단위이다(류은정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훈련된 인력과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집중감시와 간호 및 치료가 24시간 체제

로 운 되는 중환자 간호단위로서 특히 체외순환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개심술 

직후의 환자를 집중 감시하는 중환자 간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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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간호의 질

   (1) 간호의 본질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의 증대로 의료의 요구도가 증대

되고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로 양적인 의료 서비스가 충족되면서 질적인 의료서비

스의 요구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 업무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된 업무 결과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도록 고안된 질 관리기법이 필요하며, 간호의 질 관리는 간호업무를 

전문 집단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록화 하는 정형화된 과정으로 개념적으로 구조적, 

과정적 및 결과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하게 된다. 

  양질의 간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 평가지표에 대한 표준

을 설정하는 것은 간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관리를 

인정하고 아울러 전문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질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장현

숙, 1996). 

  간호의 질은 현대의 소비자 중심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보다 확실히 얻게 

해주는 매체이며, 동시에 간호생산성 변수 중 중요한 산출 변수이다(박정호 외 2

인, 1993). 간호의 질과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적정한 간호를 제

공하는 것을 간호생산성이라 하는데, 간호생산성은 병원조직 차원과 간호전달체계 

차원에서 간호사의 생산성이 환자 간호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생산성의 

저하는 병원조직의 비용증가와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Levine, 1985). 이런 간호생산성 평가를 위해서 간호활동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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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간호활동은 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 요인 외에도 

환자의 특성이나 중증도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이 서로 

연관을 갖는다. 또한 간호서비스의 양적 측면 외에도 질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활동의 질적 수준을 규

명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현장에서는 여러 요인을 

감안한 보다 적극적인 인력배치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임

이, 1998).

  

  서문자(1995)는 간호활동을 탐색하는 간호학적 의의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첫째, 간호본질을 확립하는 것이다. 간호활동은 간호사 행위의 핵심이므로 

이는 곧 간호의 질적인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간호의 힘이라 하겠다. 둘째, 전

문직으로의 간호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즉, 간호의 전문성 인정을 위해 독립적인 

지식체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가 다른 의료분야에 비하여 구분되어 인정받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독자적인 지식체를 근거로 

하는 자율적인 업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호활동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간호활동의 규명은 간호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로 정의하므로 질병에서의 회복은 물론 사회적 역의 실제적, 잠재적 문

제까지 접근하려는 간호활동이야말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서문자,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활동을 개발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간호의 본질

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며, 간호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은 간호 업무의 효율성과 병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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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업무의 독자성과 역할갈등

  역할은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이 기대하는 일련의 

규범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Banton, 1965). 오세철(1977)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할의 종류가 많거나 조직원들의 일치되지 않는 기대나 역할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며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간호사는 오랫동안 직접 간호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치료환경을 돕고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Division of Nursing(1978)은 간호사의 4가지 

역할을 직접간호, 간접간호, 병동관련업무, 개인적 업무로 기술했다. Bulechek & 

McCloskey(1996)는 간호는 두 가지 역할의 활동 때문에 독창적인 활동인데, 그 두

가지는 간호환경의 관리와 환자 간호제공자의 역할이라고 하 다. 

  간호사는 표준에 맞는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 수행시 자신이 내

린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에 대하

여 병원이나 동료의사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전문인으로서 개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간호사 윤리강령 9항에는 간호사는 간호와 관련된 모든 협동자

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할 때에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업무분담상의 일임을 명심하고 업무위임과 관련된 책임

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한성숙 등, 1996). 

  Marriner(1979)은 역할갈등은 감독자가 상반된 지시를 하 을 때 발생할 수 있

고, 개인이 한 집단 이상에 속해 있을 때, 개인의 가치나 욕구 또는 능력과 역할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역할 모호성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리

고 역할이 과중될 때 발생한다고 하 다. Kahn 등(1964)은 조직에서 개인이 자신

의 가치체계와 상반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서로 상반되는 두 개 이상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하거나 기대되는 성취수준이나 행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

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역할 모호성을 경험하며 이는 역할 스트레스를 초래한

다고 하 다.

  Kramer(1970)도 관료적인 병원조직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사 또는 간호역할과 다른 조직사회에서 노출되면서 많은 역할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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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고 하 다. Kramer와 Schmalenberg(1978)는 신규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전

문적인 가치관과 이상의 상실로 인한 심한 역할갈등을 “현실 충격”이라고 표현하

으며, 이러한 현실충격은 학교와 실무에서의 기대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학교에

서는 인간성을 중시하고 실무에서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다고 하 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역할갈등을 비교한 황희선

(2001)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역할갈등이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앞서 이미 언급한 간호사 윤리강령 9항에는 간호사는 간호와 관련된 모든 협동

자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할 때에 상하관계

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업무분담상의 일임을 명심하고 업무위임과 관련된 책

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사업무가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대와 의료산업의 분업화 등으로 상당부분 간호사에게 위임되었고 간호

사의 교육 및 업무수준이 향상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수직적 

관계가 상호 의존적, 협동적 관계로 변화되었다(김기경,1998). 

  또한 김기경(1998)은 의사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길 부탁하는 경우 때에 따라 

돕기도 하는 경우(77.7%)가 대다수인데 간호사가 의사를 도와준 경우 법적 문제 

발생시 책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79.6%)과 의사책임(18.9%)이 대부분이고 간호사 

책임(1.5%)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의사를 돕는 업무에 대해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인식이 약하며 원칙 없이 때에 따라 돕는 업무협조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송미숙(1993)은 간호 조직내에 하부체계를 구성하여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분명

하게 규명함으로써 간호업무의 효율을 꾀하고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부족한 간호 인력과 시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소홀해 질 수 있는 간호서

비스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위임하여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일부

의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직무표준을 설정하 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그 책임한계를 논함에 있어서 간호사의 독자성이 인정

되는 업무에 속하는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의 원인적 행위자인 간호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간호사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는 행위 즉 진료보조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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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도 의사가 확인의무를 지니고 그의 감독하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지시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귀결된다. 그러나 비독자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

이라도 간호사로서 그 정도의 업무는 능히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의사가 신뢰하고 

지시한 것이라면 그 업무의 질과 내용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의사가 때론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유광수, 1997).

  이처럼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며, 어느 정도의 갈등은 문제해결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필

요하다. 그러나 갈등의 축적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개인에게는 물론 조직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되므로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

한 자율성과 책임인식을 고취시켜 간호의 질향상에 초석이 되고자 심장외과 중환

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를 조사하고자 한다. 

 

 2. 간호업무 및 간호활동 분석 

  1) 간호업무 내용

  전문직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간호행동을 포함한다. 즉, 간

호업무란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진단하고, 또한 진단한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중재를 결정하는 2가지 기본적인 과제를 포함하는 간

호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

한다(하 수, 1994). 

  간호의 법률적인 간호학적인 업무내용과 범위를 법적으로 종합할 때 간호업무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환자의 요양, 간호 및 보건과 그 지

도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 진료의 보조행위이다. 전자는 간호사의 간호전문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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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 판단으로서의 요양과 방법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며 후자의 환자에 대한 진료보조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하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진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유광수, 1997). 

  Kron(1981)은 간호사의 업무를 독자적 간호활동, 비독자적 간호활동 및 병동 관

리 활동, 대인관계 활동으로 구분하 다. 독자적 간호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과정 수행과 환자교육, 하급직원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며, 비독자적 간

호활동 및 병동 관리 활동은 진료보조기능, 물품관리, 환경관리, 행정기능을 수행

하는 활동이다. 대인관계 활동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료나 타부서 직

원, 보호자 등과 갖는 의사소통이 포함되고 있다. 

  이병숙(1983)은 간호업무를 일반적인 간호업무, 환자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업무, 

독자적인 간호업무, 조직 구성원의 간호업무 그리고 간호과정의 적용분야로 분류

하 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정간호의 질과 양을 평가하기 위해 간호사의 

기능이나 활동을 평가하는 간호업무분석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전문간호 시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의 중요한 행정적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즉, 환자의 간

호요구도, 간호인력조정, 간호기능, 간호업무형태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간

호업무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한성숙, 1982).

  업무분석이란 특정인의 업무를 관찰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서술적인 연구로서 

업무가 어떤 내용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 기술, 학력이 있어야 

하며 그 외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 수속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방용자, 1970) 간호업무분석은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의 내용과 기

술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Verhonick, 1970)으로 직무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를 행

하는데 필요로 되는 기술정도, 간호의 기능적 역, 업무할당 등을 조사하는 것이

다.  

  Conn(1996)등은 업무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적절한 간호인력에게 분

배하여 비본질적인 업무를 줄이고 가치있고 필수적인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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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원인을 알고 가

능한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잇점을 들었고 이는 보다 효과적인 간

호를 위하여 체계를 리엔지니어링 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직접환자간호와 간접

환자간호의 정도를 결정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간호활동분석은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의 내용과 기술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무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로 되는 기술 정도, 

간호의 기능적 역, 업무할당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김석희, 1984). 

  우리나라에서도 간호활동에 기초한 간호업무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

었는데, 간호업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간호업무의 분

류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또 연구목적에 따라 서로 달리 분류하고 있었다.

  간호업무활동은 보다 효율적인 간호사 인력산정(방용자, 강홍순, 1970; 박정호, 

1982; 이윤신, 박정호, 1992)과 환자분류체계를 위한 첫단계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이희옥, 1986; 김조자, 박지원, 1987; 장현숙, 1990; Hendrickson, Doddato & 

Kovner, 1990; Willamson & Johnson, 1988) 그 외 환자의 간호요구도(정현숙, 강

규숙, 1980), 간호업무형태(신경자, 박정호, 이 자, 1973; 최경숙, 1977; 조복희, 최

순희, 1983; 한성숙, 1982; 송 선, 1983; 김란희,1986; 홍경자 등, 1986; 박은정 등, 

1993; 김광주 등, 1995; 김소인, 박효미, 1996; 함정희, 1996; 전은경, 2000), 간호의 

생산성(홍혜경, 1991)를 알아보거나 또는 간호수가제도의 개발을 위해 (박정호, 황

보수자, 이은숙, 1992; 추수경, 1991; 강경화, 박정호, 송미숙, 성명희, 조정숙, 심원

희, 1999) 업무활동을 분류하고 있었다.

  업무분류기준은 주로 간호사의 활동 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간호기능 수준 및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가 많았으며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따라, 환자중

심, 수행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 다.

  박정호 외 2인(1992)의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 규명 연구에서는 간호행

위를 입원환자의 간호요구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한 생산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간호행위를 호흡간호, 양섭취와 관련된 간호, 배설과 관련된 간호, 운동 및 

자세 변경, 수면과 휴식, 침상정리 및 환의 교환, 체온유지, 개인위생, 안전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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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및 정서적지지, 적간호, 성취감과 관련된 간호, 여가활동의 선정과 참

여, 건강상담 및 교육, 투약, 측정 및 관찰의 16개 간호 역으로 128개 간호행위를 

포함시켰다.

  간호사의 활동 역을 기준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활동 역을 크게 

직접간호업무와 간접간호업무, 개인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박정호(1982)는 직

접간호업무와 간접간호업무 이외의 업무는 모두 비간호업무로 분류하고 있었다. 

  여기에 김조자 등(1987)은 운용관리, 간호요원관리, 교육 및 연구 등의 역을 

더 세분하여 분류하 다. 한성숙(1982)은 활동 역을 환자중심, 요원중심, 병동중

심, 교통시간, 기타활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송 선(1983)은 간호활동을 간접

간호활동, 직접간호활동, 병동관리관련활동 등으로 분류하 고, 장현숙(1990), 이윤

신(1991), 함정희(1996) 등은 직접, 간호간호활동으로 분류하 고, 강경화(1999)는 

직접간호활동을 개별활동과 묶음활동으로, 간접간호활동을 간접서비스활동과 간접

간호활동 그리고 개인활동으로 분류하 다. 박정옥(2001)은 직접간호활동, 간접간

호활동, 개인활동으로 대분류하 고 직접간호활동은 신체적요구와 교육적 요구의 

중분류로 분류하 으며 측정 및 관찰, 위생간호, 안위간호, 이동 및 체위변경, 체

온유지관리, 배설 및 배액관리, 피부/상처 관리, 안전간호, 감염관리, 투약, 치료자 

협조, 검사물 채취, 호흡간호, 면담 및 교육 등의 14개 역으로 소분류하 고 간

접간호활동은 기록확인, 물품관리, 전달업무, 의사소통, 각종 교육 및 연구의 5개

역으로 개인활동은 1개의 역으로 소분류하 다.

  간호의 생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와 접촉하는 횟수를 측정했던 홍혜경(1991)

은 간호활동을 처방간호활동과 비처방간호활동으로 분류하 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처방간호활동 역은 ① 활력증상 측정 

② 검사 ③ 투약 ④ 식이 ⑤ I&O측정 ⑥ 처치 ⑦ 기타 으며 비처방간호활동 역

은 ① 입원시 간호 ② 병실순회 ③ 호소 ④ 교육 및 간호처치 등이었다. 

  간호기능이나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는 크게 간호업무, 관리 
. 
행정업무, 진료보

조업무 등으로 구분하 고 연구에 따라 간호업무를 신체적 업무와 정신사회적 간

호업무로 구분하기도 하 다(신경자 등, 1973; 조복희 등, 1983). 최경숙(1977)과 한

성숙(1982)은 여기에 식이업무, 전달 또는 용달업무, 환경정리 업무를 구별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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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고 있었다.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는, 정현숙 등(1980)은 개인위생, 휴식

과 수면, 양 및 수분균형, 배설, 체위 및 운동, 환자치료와 간호, 정서적 간호, 

육체적 및 정신적 적응, 오락 및 재활 등의 10개 역으로 분류하 으며 이희옥

(1986)은 크게 신체적 요구, 치료적 요구, 교육-정서적 요구 등 3개의 간호 요구에 

따라 16개의 간호 역으로 분류하 다. 

  방용자 등(1970)은 환자중심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간호활동과 의사지시에 의한 

간호활동으로 분류하 고 또한 수행목적에 따라 간호, 치료, 투약, 관찰로 분류하

기도 하 다.

  간호업무를 이차원적인 측면에서 분류한 연구도 있는데 방용자 등(1970)은 환자

중심과 수행목적으로 분류하여 각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업무를 

평가하 으며 최경숙(1977)은 기능수준과 간호업무의 활동 역의 두 측면에서 분

류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의 분류목적과 기준에 따라 다른 차원으로 업

무 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활동과 관련된 연구

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간호활동(activity), 간호행위(behavior), 간호업무(work), 

간호직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간호활동, 간

호행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간호행위, 

간호업무를 정의 또는 설명하기 위하여 간호활동을 하위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의 간호업무는 주로 간호요구도와 간호업무형태, 환자분류, 간호인력산

정, 수가개발과 관련되어 활동 역과 기능수준에 따라 분류된 연구가 대부분이었

고, 국내의 간호업무활동 실태를 보면 간호사 업무 중 대부분이 전문적이고 독립

적인 기능의 업무보다는 잡다한 업무나 진료보조업무 등 비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란희, 1986; 방용순 등, 1970; 조복희 등, 1983).

  따라서 비임상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이 할애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불만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문헌에서 볼 때, 국내외 연구에

서 간접환자간호 업무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볼 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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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간호의 본질적 업무보다는 간접환자 간호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독자적 역의 확대라는 시점에서 볼 때 전문직 간호를 수

행해 나가는 간호사들의 간호활동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내에서는 중환자실 업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가 함정희(1996), 조정숙(1998)의 

연구가 있었으나, 개심술 후 간호를 주로 담당하는 심장외과 중환자실로 세분화된 

간호단위에서의 간호업무활동 분석은 아직 연구된 바 없었으며 이에 심장외과 중

환자실의 간호활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는 기저연구로서 본 연구를 시행하고

자 한다.

  2) 업무분석 방법

  업무분석 방법은 질문지법, 직접관찰법, 자가 기록법, 면접법, 작업일지 분석, 주

요사건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찰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간호사의 업무 

중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업무의 내용과 각 업무활동

의 소요시간을 기록판과 시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인 간

호사가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가 보고법의 단점인 고의적인 

편견의 도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김광

숙, 1998).

  일반적으로 간호행위의 양과 질은 시간과 빈도로써 측정하는 것이 통례이며, 환

자의 간호의존도나 간호사의 간호기술,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동선 등에 

의하여 각 간호단위마다 혹은 의료기관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정호, 

1990).

  간호업무와 행위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첫째, 이미 개발된 표준 간호시간을 행위빈도에 적용하는 방법, 둘째, 간호사

에 의해 추산된 시간을 적용하는 방법, 셋째, 간호사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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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간호업무 분석이나 행위 분석에 좋은 방법은 직

접관찰에 의하여 행위를 측정하는 방법(Kirk, 1990)으로 직무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시행 후 보통 시간과 표준 시간이 결정되며 어떤 업

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

찰자 간의 훈련과 경험이 요구된다(Tomey, 1996; Lindner, 1989).

  간호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간호 인력의 활동을 계속 관찰하는 

방법, 작업표본을 측정하는 방법, 간호 인력이 직접 자가 보고하는 방법,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활동을 조사자가 관찰하여 측정하는 방법, 환자가 받은 간호를 환자가 

직접 자가 보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확하게 간호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

원의 상황과 각 간호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수집방법을 채택해야 한

다(Alison W.Vanputte et al, 1985).

  국내의 현재까지 분야별 간호사의 업무를 분석했던 선행연구를 보면 외래 간호

사의 업무분석(최명희, 1977; 박정옥, 2001),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박정숙, 1985), 

수간호사의 업무분석(김인숙, 1988), 한방간호사의 업무분석(강현숙 외, 1994), 응급

실간호사의 업무분석(김은정, 1997), 산업간호사의 업무분석(김광숙, 1998), 신생아

실 간호사의 업무량 분석(전은경, 1999), 마취․회복실 간호사의 간호활동분석(박

정옥, 2001)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일반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시간

을 측정하 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분석을 한 논문은 몇 편이 있었

으나 각 분야별로 연구대상 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심장외과 중환자실도 간호단위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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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혈관계 중환자의 간호활동

  심혈관계 환자들은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수술, 심장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심

부전, 심장이식, 심내막염, 심실성 부정맥 등 순환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심혈관계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에게 심혈관계 간

호활동의 규명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인간의 생

명에 치명적이므로 숙련되고 집중적인 간호가 요구된다는 점과 또한 첨단의료지

식과 의료장비 및 간호서비스의 복합성으로 체계화된 간호중재의 적용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Gawlinski & Kern, 1994). 심장수술후 중환자실에서의 환자관리목표

는 환자 스스로 독립된 혈류역학적 기능과 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

한 집중감시를 통하여 환자의 회복을 도우는데 있다(김원곤, 1992).

  Wessel 과 Kim(1984)은 심장계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활동을 규명하는 연구로 

심박출량 감소의 간호진단에 대한 26개의 간호활동을 규명하 다. Tilter, Bulechek 

& McCloskey(1996)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336개의 간호중재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49개의 핵심간호중재를 추출하 다. 김문숙(1997)은 심혈관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NIC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간호중재를 파악하 는데, 201개

의 간호중재를 추출하 으며 복합적 생리적 간호중재 역의 간호중재가 가장 많

이 수행되었다고 보고하 다. 복합적 생리적 간호중재 역에서는 부정맥 관리, 

정맥 주사요법, 심장간호, 산소요법, 기도흡인, 전해질 관찰, 비경구 약물투여, 구

강 약물 투여, 투약처방, 체온조절 등의 순으로 간호중재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

하 다. 심장계 간호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심장계 간호활동의 개념

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간호 실무에 필요한 중요한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중요

한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역에서조차 간호중재분류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았고, 그 연구 또한 초보적인 단계라 하겠다. 

  따라서 심혈관계의 중환자실 중에서도 개심술 후의 간호를 수행하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활동을 규명하여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의 간호의 특성을 

규명하고, 앞으로 간호의 표준화된 언어구축마련에 기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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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를 질문지법

과 관찰법을 이용하여 규명하고 분석한 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

증하여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 내용의 틀을 제시하는 방법론

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기관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로서 

대상자는 이 간호단위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로 선정하 다. 연구기관으로부터 승

인을 위해 공문을 보낸 후 간호부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과 연구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경기도내 소재 두 

종합병원으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었다.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사는 주로 개심술 직후 간호로 시작해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동으

로  병실이동 하기까지의 환자를 돌보게 된다. 개심실 후 대부분의 환자는 병실로 

이동하거나, 또는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 환자로 남게 된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있는 개심술 환자를 간호하는 일반간호사로서 심장외과 중

환자실 경력이 2년 이상이 된 일반간호사로 선정하 다.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이 된 일반간호사로 선정한 이유는 Benner(1982, 1984)의 

Dreyfus 기술습득 모형의 실무단계에서 제시한 제 3단계인 유능한 단계에서 제시

한 동일한 혹은 유사한 현장에서 2-3년간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보이는 전형

적인 단계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심장외과 중환자실 경력이 2년 이상

이 된 일반간호사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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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 업무 질문지

  문헌고찰과 실제 업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간호활동을 전은경(1999)이 제시한 직

접간호활동과 간접간호활동의 업무 범주의 틀을 기초로 하여 송미숙(1993)의 간호

관련 인력별 직무 표준 설정 연구와 장금성(2000)의 간호활동과 장봉희(2000)의 중

환자 간호 업무를 중심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작성 개

발한 간호활동과 비교하여 수정, 보완한 후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심장외과 중

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활동을 선정하 다. 전문가집단은 해당분야 임상경력 5

년 이상의 간호사 5인과 해당분야 수간호사 2인으로 구성하 다. 전문가집단을 이

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한 

후 간호대학 2인의 검토를 받은 후 총 254개의 간호활동을 포함한 심장외과 중환

자실의 간호활동질문지를 개발하 다. 설문내용은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

상자의 인적사항, 간호사들이 각각의 간호활동을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를 5점 척

도로 표시하도록 하 다. 5점 척도는 1) 전혀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5) 매일 한다 로, 마지막부분은 개방

식질문으로 설문지에 누락된 간호활동이 있는 경우 기술하도록 구성되었다(참조 

부록 1). 

2)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관찰 조사지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

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조사법으로 발생되는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관찰법을 이용하 다. 이 도구는 대상 간호단위에서 간호사가 입

원환자를 위해 수행하는 간호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간호행위에 대한 연

구(김인숙;1988, 김조자외;1991, 박정호; 1992; 김문숙, 1997)를 고찰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로, 근무번별 제시한 항목의 간호활동의 빈도수를 연

구자가 正자로 체크하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간호활동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 다(참조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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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진행과정

 1) 1단계: 질문지를 통한 간호업무 조사

   (1)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검토를 통한 간호업무 질문지 개발   

  문헌고찰과 실제 업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간호업무를 전은경(1999)이 개발한 간

호활동과 비교하여 수정, 보완한 후 초점집단을 이용하여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

간호사의 간호활동을 선정하려고 하 으나 지리적으로 멀어 전문가들이 한 장소

에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병원의 전문가집단을 이용하여 심장외과 중환

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활동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선정하 다.

 전문가집단은 해당분야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인과 해당분야 수간호사 2

인으로 구성하 다. 전문가집단을 이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임상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한 후 간호대학 교수 2인의 검토를 받은 후 심장

외과 중환자실의 간호활동질문지를 개발하 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

검토를 통한 

간호업무질문지 

개발

질문지를 

통한 

간호업무 

조사

관찰을 통한 

간호업무  

분석

 간호업무

분류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조사

수정보완한 

최종 

간호업무 

내용의 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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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지를 통한 간호업무 조사

  1차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이며, A기관과 B기관

에서 심장외과 중환자실 수간호사를 제외한 심장외과 중환자실 근무경력 2년 이

상인 일반간호사중 22명에게 간호사의 각 근무시간이 끝난 직후, 심장외과 중환자

실 간호업무 활동 조사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총 2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부 모두 회수하 다. 

 2) 2단계: 연구자 관찰을 통한 간호업무를 규명

     (1) 간호업무 관찰조사지 개발

  업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있어 방법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심장외과 중환

자실 간호활동 관찰 조사지를 본 연구자가 작성하여 관련 분야를 전공한 간호대

학 교수 2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검토 받고 수정하 다(참조 부록 2).

     (2) 예비 관찰과 관찰자 훈련과정

  2002년 4월 10일 B기관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업무 관찰조사지를 가지고 

2시간동안 1명의 간호사를 관찰기록을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예비관찰  

조사결과 각 간호활동에 따른 빈도수를 기입하는데 문제는 없었으나, 근무 교대시 

근무자가 겹치는 시간에 수행되는 간호활동은 별도 표시하도록 하 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명(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을 각 근무조별로 나누어 심

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업무 관찰조사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후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조사지침(참조 부록 3)을 만들어 간호업무조사지

에 간호활동을 관찰하여 빈도수를 기록하도록 하 다. 관찰내용에 대한 관찰자간

의 기록의 일치가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구보조원 1인이 관찰 조사 후에

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이 관찰한 내용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관찰기록 방법

의 일관성을 도모하 다.  



- 22 -

     (3) 본관찰

  분석할 업무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시간 동안 수행한 모든 활동으

로 하고 2차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8일(월)부터 20일(토)까지의 기간 중 병원

의 상황에 따라 2일을 선정하며,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와 중환자실에

서 근무하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일반간호사 12명을 대상으로 하 다. 병원 상황

에 따라 12명중 4명은 관찰이 두 번씩 해당되어 총 8명의 일반간호사를 관찰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해당병원의 상황에 따라 A병원은 2002년 4월 15일(월요일), 17

일(수요일), B병원은 2002년 4월 12일(금요일), 13일(토요일)이었으며 낮번 4회, 초

밤번 4회, 밤번 4회 근무 모두를 포함하 다. 관찰법에 의한 자료수집의 대상인 

간호사에게 사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관찰을 시작하 다.

     (4) 연구대상

  서울시내와 경기도내 위치하고 있는 심장외과 중환자실이 있는 2개 종합병원의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 후 연구에 동의를 구하 다.

  해당병원 간호부장의 자료수집 허가를 받은 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간호활동조사지를 이용하여 각 

근무번별 간호활동의 빈도수를 연구자가 正자로 체크한다. 본 자료의 수집은 연구

자와 자료수집을 돕는 연구보조원 1명이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를 따라 

다니며 간호활동을 관찰하여 간호활동조사지에 체크하거나 간호활동 항목외의 활

동은 비고란에 활동내용을 기입하도록 하 다.  

  서울시내와 경기도내 소재한 A, B 기관의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개심

술 환자에게 수행한 간호활동을 근무교대별로 작성한 12부의 조사지이다. 간호활

동조사지는 간호사 1인이 근무 중에 개심술 환자에게 수행한 간호활동의 빈도를 

기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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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 최종 간호업무 분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  

            도 조사

  

  문헌조사와 간호업무 조사지를 사용하여 실제 간호현장조사를 통해 추출한 간

호활동을 간호대학 교수 3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한 후, 심장외과 중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18인과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수간호사 2인, 심장외과 중환자실 임상경력을 가진 내과계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과 간호팀장 1인,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중환자실 임상경력을 가진 석사학위소지자 

간호사 1인으로 총 25인으로 선정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 다. 

  타당도 검증은 각항목당 1점의 ‘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의 ‘적절하지 않다’, 3

점의 ‘적절하다’, 4점의 ‘매우 적절하다’로 응답할 수 있는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변

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 다. 각 항목의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을 산출하여  83%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

목으로 선정하고자 하 으나(Lynn, 1986) 항목간의 합의 점수가 낮아 80%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유의한 기준 항목으로 선정하 다. 

 4) 4단계: 최종 간호 업무 내용 작성

  내용타당도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최종 간호업무의 내용

의 틀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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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 다.

 2) 간호업무 활동의 수행도는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

 3) 관찰한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 활동 수행도를 빈도수와

   비율을 산출한다.

 6. 연구의 제한점

 1) 이론적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을 연구자가 임의로 표출하 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병원의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

하여야 한다.

 

 2) 방법론적 제한점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 간에도 그 상태에 따라 간호요구도가 수시로 변하며 

환자간의 간호요구도가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

호활동에 따른 간호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분류에 따른 간호활동규

명이 추후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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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예비 간호업무 질문지 개발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간호활동을 비교 검토하여 1차적으로 본 도구에 포함될 간

호업무범주와 업무범주별 간호활동을 설정하 다. 측정 및 관찰, 모니터, 호흡간

호, 양관리, 배설 및 배액관리, 자세유지, 위생간호, 안전간호, 체온유지, 수술간

호, 피부․상처간호, 감염관리, 투약, 교육 및 정서적지지, 적지지, 기록확인, 환

자인수인계, 물품관리,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의사소통, 교육, 의사처방 확인, 전달

업무, 평가, 전문직개발의 총 26개 역 233개의 간호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간호활동 질문지 개발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간호대학 교수 2인의 검토

를 받은 후 측정 및 관찰, 모니터, 호흡간호는 산소공급으로, 양관리는 양, 배

설 및 배액관리는 배설 및 배액, 자세유지는 기동성, 위생간호는 위생, 안전간호는 

안전, 체온유지, 수술간호는 수술 전 간호, 검사물 채취,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

호, 피부 및 상처 간호, 감염관리, 투약, 교육 및 정서적 지지는 상담 및 교육, 

적지지는 임종간호, 기록확인, 환자인수인계, 물품관리, 시설물 관리, 환경관리, 의

사소통, 교육, 의사처방 확인, 전달업무, 평가, 전문직개발의 총 28개 역의 254개 

간호활동 항목으로 수정․추가하 다(참조 부록1). 

  구체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이 각각의 간호활동에 대해서 얼

마나 자주 행하는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항상 한다’의 3점척도로 

기술한 부분은 주 1회로 항상 하고 있을 경우에 표시하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중환자 간호단위의 특성상 일주일단위로 대부분의 간호활동이 순환되기 때

문에 5점척도 ‘매일한다’, ’2-3일에 한번 한다‘, ’4-5일에 한번 한다‘, ’일주일에 한번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 다. 

  이 밖에 측정 및 관찰 역의 ‘의식수준을 확인’의 항목 외에 ‘사지 움직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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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Chest X-ray확인’의 항목이 추가되었고, ’Incubator사용‘은 ’소아용 Warmer 

사용‘으로 수정하 으며, ’복잡드레싱을 교환‘의 항목은 복잡드레싱의 정의가 부정

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하 다. ’혈액반환노트 기록‘ 항목은 전산 처리되어 혈

액반환 slip을 챠트에 보관하거나, 수혈폐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여 삭제하 다. 전문가 집단 검토를 통해 한명 이상의 전문가에게서 

간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 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1세∼36세로 25세∼29세가 5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는 

모두 여자 간호사 고 결혼상황은 기혼이 22.7%, 미혼이 77.3%로 대부분이 미혼이

었다. 전문대학 출신이 77.3% 간호학과나 간호대학 출신이 22.7% 다. 총 근무경

력은 평균 5년 1개월이었고, 심장외과 중환자실 근무경력은 평균 4년 2개월로 2
년∼3년의 심장외과 중환자실 근무경력자가 54.5%로 가장 많았다. 심장외과 중환
자실 근무경력은 최소경력자 24개월부터 최다경력자는 12년 7개월로 나타났다(참
조 표 1).

3.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수행분석

 1) 두 개 의료기관의 운 상의 특성 

  연구대상 A기관의 간호단위의 간호인력 구성비는 수간호사 1명과 책임간호사 5

명, 일반간호사 12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원 인력은 총 7명이다. 연

구대상 A기관의 간호단위의 간호사 업무는 낮번, 초밤번, 밤번 3교대로 이루어지

며 낮번에는 수간호사 1인, 책임간호사 1인, 일반간호사 3인이, 저녁번에는 책임간

호사 1인, 일반간호사 3인이 근무하며, 밤번에는 책임간호사 1인과 일반간호사 3

인이 근무하며 총 병상수는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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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22 

  연구대상 B기관의 간호단위의 간호인력 구성비는 수간호사 1명과 책임간호사 4

명, 일반간호사 19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원 인력은 총 7명이다.

 연구대상 B기관의 간호단위의 간호사 업무는 낮번, 초밤번, 밤번 3교대로 이루어

지며 낮번에는 수간호사 1인, 책임간호사 1인, 일반간호사 5인이, 초밤번에는 책임

간호사 1인, 일반간호사 5인이 근무하며, 밤번에는 책임간호사 1인과 일반간호사 

5인이 근무하며 총 병상수는 13개이다.  두 기관 모두 간호사대 환자의 비는 1 : 

2이나, 간호사대 환자의 비는 환자의 중증도 상태에 따라 1 : 1∼3명으로 변경되

기도 한다.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

연령(세)
21-24 6 27.3

26.925-29 11 50.0
30-36 5 22.7

결혼상황
기혼 5 22.7
미혼 17 77.3

최종학력
전문대 17 77.3
학사 5 22.7

총근무경력

(년)

2-3 9 40.9

5.06
3-4 1 4.5
4-5 4 18.2
5-10 5 22.7
10- 3 13.6

HICU 근무경력
(년)

2-3 12 54.5

4.13
3-4 2 9.1
4-5 4 18.2
5-10 2 9.1
10- 2 9.1

의료기관
A기관 6 27.3
B기관 16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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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지법을 이용한 간호업무 수행분석

  범주별 수행도를 보면 측정 및 관찰 업무범주에서 ‘매일 한다’의 100%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활력징후 측정,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섭취량/배설량 측정,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호흡음 청진, 중심정맥압 측정, 말초순

환상태 관찰, 주사부위 피부관찰,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등 총 36개의 항목 

중 22개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측정 및 관찰 역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

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심박출량 측정(45.5%), 심음청진(18.2%), 스완-갠즈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관혈관차단압 측정(50%),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와 부정

맥 등 관찰(4.5%), Chest X-ray 확인(9.1%)의 5개의 항목이었다.

모니터의 업무범주에서는 총 15개 항목 중 수행도가 ‘매일한다’로 100% 일치를 보

인 항목은 심장의 이상상태를 통해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각종 카테타를 

유지,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수술 후 합병증 감시, 인공호흡기에 따른 관찰 

및 감시 등 9개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역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

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심박출량감시(36.4%), 혈액투석 감시(22.7%), 혈액여과감

시(13.6%)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산소공급의 업무범주에서는 총 26개의 항목 중 수행도가 ‘매일한다’로 100%로 

일치를 보인 항목은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무균적 방법으로 기

관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인공호흡기의 경보장치는 on상태로 세팅함, 

vital sign 유지를 위해 침대높이를 조정의 3항목만이 나타났다. 양 역에서는 

총 13개의 항목 중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

의 항목만이 수행도가 ‘매일한다’로 100%로 일치를 보 다. 산소공급의 업무범주

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제거(27.3%),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

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18.2%), 색전예방: 항색전 스타킹 사용(54.5%) 등의 항

목으로 나타났다.

  배설 및 배액의 역에서는 기저귀․패드 교환, 배설물 처리, 배액물 처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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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의 4항목이 수행도가 ‘매일

한다’로 100% 일치를 보 고,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단

순도뇨(27.3%), 잔뇨량 측정(50.0%), 방광세척을 시행 및 보조(31.8%), chest bottle 

비우기(40.9%), suction bottle 교환(36.4%)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기동성의 업무범주에서는 전체 2항목 모두가 매일한다로 100% 일치를 보 다. 

위생의 역에서는 15개 항목 중 ‘매일한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은 나타나지 않

았다. ‘매일 한다’의 수행도가 환의교환, 침상교환 및 정리의 항목은 95.5%로 나타

났다.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삭모(81.8%), 바세린거즈를 

이용한 구강간호(22.7%)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안전의 역에서는 낙상예방, 흡입예방 2개의 항목이 ‘매일한다’의 100% 수행도를 

보 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27.3%),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31.8%)이 항목이 나타났다. 이 밖에 

검사물 채취 역에서는 A-line을 이용한 채혈, 피부 및 상처간호에서는 욕창예방

간호가, 감염관리 역에서는 손씻기와 적출물․배출물관리, 분리수거의 항목의 

수행도가 ‘매일한다’로 100% 일치를 보 다.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의 역에

서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A-line을 삽입(22.7%), 중심정

맥관 제거(27.3%) 등의 항목이다.

  피부 및 상처간호의 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

는 수술부위/상처드레싱 교환(18.2%),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13.6%) 등으로 나

타났다. 투약의 역 총 19개 항목중에서 투약준비, 필요시 약물 주입, 정맥주사 

속도조절, Infusion pump을 통한 정맥주사, 수혈전 혈액 확인의 5개 항목에서 수

행도가 ‘매일한다’로 100% 일치를 보 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18.2%), 기관내 약물주입(27.3%), 피하

주사․피내주사(22.7%)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혀 하지 않는다’의 수행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소모품만들기(22.7%), 

물품수리의뢰(22.7%), 각종 기구세척(18.2%), 간호단위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의뢰점검(40.9%),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40.9%), 식사배선 참여

(36.4%)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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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28개 범주 총 254개의 간호활동 중에서 수행도 ‘매일한다’가 

낮은 점수를 보인 간호활동 항목은 삭모(0%), 머리감기기(4.5%),  중심정맥관 제거

(13.6%), 침상목욕(13.6%), 간호단위내 설치된 시설물관리 및 수리 의뢰 점검

(18.2%), 방광세척을 시행(18.2%), swan-ganz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혈관차단

압(PCWP) 측정(27.3%),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27.3%), 간호부내 회의 

참석(27.3%),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31.8%), thermo 매트리스 적용

(31.8%), 잔뇨량측정(40.9%), 항색전 스타킹 사용(40.9%), 심박출량 측정(45.5%)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지를 이용한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활동 수행도<표 2>와 질문지를 통해 

두 기관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항목을 <표 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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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수행도                                

                                                                       n=22

업무 

범주
간호업무

(5)
매일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장음청진 20 (90.9) 2 (9.1) 0 (0.0) 0 (0.0) 0 (0.0) 0 (0.0) 22(100.0)

체중측정 15 (68.2) 1 (4.5) 0 (0.0) 6 (27.3) 0 (0.0) 0 (0.0) 22(100.0)

혈당측정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심박출량 측정 10 (45.5) 0 (0.0) 0 (0.0) 1 (4.5) 10 (45.5) 1 (4.5) 22(100.0)

L-tube의 배액량 측정 19 (86.4) 0 (0.0) 1 (4.5) 1 (4.5) 0 (0.0) 1 (4.5) 22(100.0)

섭취량/배설량 측정

(I/O check)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부종 및 탈수 여부 확

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호흡음 청진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심음 청진 14 (63.6) 3 (13.6) 0 (0.0) 1 (4.5) 4 (18.2) 0 (0.0) 22(100.0)

흉통 유무 확인 19 (86.4) 3 (13.6) 0 (0.0) 0 (0.0) 0 (0.0) 0 (0.0) 22(100.0)

중심정맥압 측정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

자의 폐모세혈관차단압(PCWP) 

측정

6 (27.3) 1 (4.5) 1 (4.5) 3 (13.6) 11 (50.0) 0 (0.0) 22(100.0)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주사부위 피부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

물, 괴사조직의 특성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수술 상처 부위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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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5)
매일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의 출혈의 양, 색깔, 출

혈여부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흉관 제거시 기흉, 감

염, 피하기종 등 관찰
19 (86.4) 2 (9.1) 1 (4.5) 0 (0.0) 0 (0.0) 0 (0.0) 22(100.0)

pacing wire 제거시 출

혈여부, 부정맥 등 관

찰

16 (72.7) 1 (4.5) 0 (0.0) 3 (13.6) 1 (4.5) 1 (4.5) 22(100.0)

수혈 후 용혈반응, 과

민반응의 여부를 알기 

위해 활력증상, 의식상

태, 동통여부를 관찰하

고 측정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다 

확인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완전비경구 양(TPN)주

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반응, 정서

적 상태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통증 및 불편감 사정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의식수준과 사지움직임

을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

돈, 명료)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동공반사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찰
20 (90.9) 2 (9.1) 0 (0.0) 0 (0.0) 0 (0.0) 0 (0.0) 22(100.0)

Chest X-ray 확인:각종

line,Endotracheal tube, 

L-tube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20 (90.9) 0 (0.0) 0 (0.0) 0 (0.0) 2 (9.1) 0 (0.0) 22(100.0)

구토량, 혈액유무, 시

간, 특성관찰
20 (90.9) 1 (4.5) 0 (0.0) 0 (0.0) 0 (0.0) 1 (4.5)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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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5)
매일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배설물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무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배액물 양, 색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모

니

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각종 카테타(A-line, 

central line, S-G catheter, 

LA catheter) 유지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심

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

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심박출량 감시 11 (50.0) 0 (0.0) 0 (0.0) 3 (13.6) 8 (36.4) 0 (0.0) 22(100.0)

수술 후 합병증 감시

(출혈, 부정맥, 저심박출량

증상, 핍뇨, 고열 등)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응급검사 결과 확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

물투여, 부작용 감시

13 (59.1) 1 (4.5) 1 (4.5) 0 (0.0) 5 (22.7) 2 (9.1) 22(100.0)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상, 복통

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19 (86.4) 1 (4.5) 1 (4.5) 1 (4.5) 0 (0.0) 0 (0.0) 22(100.0)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

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

증상여부 감시

17 (77.3) 0 (0.0) 0 (0.0) 0 (0.0) 3 (13.6) 2 (9.1) 22(100.0)

IAB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

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박

리증상 여부 감시

16 (72.7) 1 (4.5) 0 (0.0) 4 (18.2) 0 (0.0) 1 (4.5)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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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5)
매일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

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

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에

게 수행된 처치, 각 검

사, 수술동안의 환자상

태 점검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산

소

공

급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

용한 거담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

도내 분비물 제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무균적 방법으로 기관

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

비물 제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

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

로 세척

18 (81.8) 1 (4.5) 0 (0.0) 2 (9.1) 1 (4.5) 0 (0.0) 22(100.0)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

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

독하고 드레싱과 끈을 교

환

19 (86.4) 0 (0.0) 1 (4.5) 1 (4.5) 1 (4.5) 0 (0.0) 22(100.0)

기관내 삽관

(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18 (81.8) 1 (4.5) 2 (9.1) 1 (4.5) 0 (0.0) 0 (0.0) 22(100.0)

기관내 삽관

(Intubation)시 과정확

인 및 기도내관 고정돕

기

19 (86.4) 1 (4.5) 1 (4.5) 1 (4.5) 0 (0.0) 0 (0.0) 22(100.0)

기도내관 재고정 20 (90.9) 1 (4.5) 0 (0.0) 0 (0.0) 1 (4.5) 0 (0.0) 22(100.0)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

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13 (59.1) 3 (13.6) 0 (0.0) 0 (0.0) 6 (27.3) 0 (0.0) 22(100.0)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16 (72.7) 2 (9.1) 0 (0.0) 0 (0.0) 4 (18.2)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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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크 사용
18 (81.8) 3 (13.6) 0 (0.0) 0 (0.0) 0 (0.0) 1 (4.5) 22(100.0)

가습기사용 14 (63.6) 4 (18.2) 1 (4.5) 1 (4.5) 2 (9.1) 0 (0.0) 22(100.0)

산소Hood 사용 16 (72.7) 5 (22.7) 0 (0.0) 1 (4.5) 0 (0.0) 0 (0.0) 22(100.0)

Nebulizer 사용 21 (95.5) 0 (0.0) 0 (0.0) 1 (4.5) 0 (0.0) 0 (0.0) 22(100.0)

인공호흡기의 Dial은 

정확하게 세팅함
21 (95.5) 0 (0.0) 0 (0.0) 0 (0.0) 0 (0.0) 1 (4.5) 22(100.0)

인 공 호 흡 기 의 

Nebulizer의 물높이를 

점검하여 증류수를 교

환

21 (95.5) 0 (0.0) 0 (0.0) 0 (0.0) 0 (0.0) 1 (4.5) 22(100.0)

인공호흡기의 기능 정

기적으로 점검
17 (77.3) 2 (9.1) 1 (4.5) 1 (4.5) 0 (0.0) 1 (4.5) 22(100.0)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19 (86.4) 2 (9.1) 0 (0.0) 1 (4.5) 0 (0.0) 0 (0.0) 22(100.0)

인공호흡기의 경보장치

는 on 상태로 세팅함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인공호흡기 mode 조정 20 (90.9) 0 (0.0) 0 (0.0) 0 (0.0) 2 (9.1) 0 (0.0) 22(100.0)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

크를 접착시켜 ambu 

bag사용

14 (63.6) 0 (0.0) 4 (18.2) 3 (13.6) 1 (4.5) 0 (0.0) 22(100.0)

기도내관 흡입시 ambu 

bag사용
16 (72.7) 3 (13.6) 1 (4.5) 2 (9.1) 0 (0.0) 0 (0.0) 22(100.0)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

술을 수행

15 (68.2) 0 (0.0) 1 (4.5) 6 (27.3) 0 (0.0) 0 (0.0) 22(100.0)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관리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Vital sign 유지를 위해 침

대높이 조정(head 

up/down)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embolus precaution:항

색전스타킹 사용
9 (40.9) 0 (0.0) 1 (4.5) 0 (0.0) 12 (54.5)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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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양

식사보조 19 (86.4) 2 (9.1) 1 (4.5) 0 (0.0) 0 (0.0) 0 (0.0) 22(100.0)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위장관 삽입을 보조 19 (86.4) 2 (9.1) 1 (4.5) 0 (0.0) 0 (0.0) 0 (0.0) 22(100.0)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19 (86.4) 3 (13.6) 0 (0.0) 0 (0.0) 0 (0.0) 0 (0.0) 22(100.0)

feeding 전 비위관, 위

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feeding 전후, 약물 투

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척

21 (95.5) 0 (0.0) 0 (0.0) 0 (0.0) 1 (4.5) 0 (0.0) 22(100.0)

feeding 후 30-45분 정

도 머리를 높게 한 체

위를 유지

20 (90.9) 2 (9.1) 0 (0.0) 0 (0.0) 0 (0.0) 0 (0.0) 22(100.0)

완전비경구 양(TPN)준

비
17 (77.3) 0 (0.0) 0 (0.0) 2 (9.1) 2 (9.1) 1 (4.5) 22(100.0)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

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

환

15 (68.2) 4 (18.2) 1 (4.5) 2 (9.1) 0 (0.0) 0 (0.0) 22(100.0)

완전비경구 양(TPN)정

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

16 (72.7) 3 (13.6) 0 (0.0) 2 (9.1) 0 (0.0) 1 (4.5) 22(100.0)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

작, 끝내기
16 (72.7) 2 (9.1) 0 (0.0) 4 (18.2) 0 (0.0) 0 (0.0) 22(100.0)

소아의 인공수유: 인공우유

를 우유병을 이용하여 소

아게게 공급

18 (81.8) 2 (9.1) 0 (0.0) 1 (4.5) 0 (0.0) 1 (4.5) 22(100.0)

관장 11 (50.0) 8 (36.4) 2 (9.1) 0 (0.0) 0 (0.0) 1 (4.5) 22(100.0)

단순도뇨 8 (36.4) 1 (4.5) 3 (13.6) 4 (18.2) 6 (27.3) 0 (0.0) 22(100.0)

잔뇨량측정 9 (40.9) 1 (4.5) 0 (0.0) 1 (4.5) 11 (50.0) 0 (0.0) 22(100.0)

유치도뇨 16 (72.7) 1 (4.5) 0 (0.0) 4 (18.2) 0 (0.0) 1 (4.5)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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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배

설

및

배

액

유치도뇨관 제거 16 (72.7) 3 (13.6) 0 (0.0) 2 (9.1) 0 (0.0) 1 (4.5) 22(100.0)

방광훈련 14 (63.6) 1 (4.5) 3 (13.6) 2 (9.1) 1 (4.5) 1 (4.5) 22(100.0)

방광세척을 시행 4 (18.2) 3 (13.6) 1 (4.5) 5 (22.7) 7 (31.8) 2 (9.1) 22(100.0)

방광세척을 보조 6 (27.3) 4 (18.2) 0 (0.0) 2 (9.1) 7 (31.8) 3 (13.6) 22(100.0)

변기사용을 보조 19 (86.4) 1 (4.5) 1 (4.5) 1 (4.5) 0 (0.0) 0 (0.0) 22(100.0)

기저귀, 패드 교환: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구토물 처리 19 (86.4) 1 (4.5) 1 (4.5) 1 (4.5) 0 (0.0) 0 (0.0) 22(100.0)

질식을 예방하도록 침상머

리를 상승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

19 (86.4) 2 (9.1) 1 (4.5) 0 (0.0) 0 (0.0) 0 (0.0) 22(100.0)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한하고 30분 

동안 구토가 없을 때 수분

공급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19 (86.4) 0 (0.0) 0 (0.0) 2 (9.1) 1 (4.5) 0 (0.0) 22(100.0)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

(Gomco,Wall, Emerson): 

배액관을 통한 배액에 막

힘이 없는지, 기구의 기능

이 원활한지 관찰, 원활한 

배액 유지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

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19 (86.4) 2 (9.1) 0 (0.0) 0 (0.0) 1 (4.5) 0 (0.0) 22(100.0)

배설물 처리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배액물 처리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수술 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

에 기준선 표시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Chest bottle 교환 9 (40.9) 4 (18.2) 2 (9.1) 5 (22.7) 2 (9.1) 0 (0.0) 22(100.0)

Chest bottle 비우기 10 (45.5) 1 (4.5) 1 (4.5) 0 (0.0) 9 (40.9) 1 (4.5) 22(100.0)

Suction bottle 교환 13 (59.1) 0 (0.0) 0 (0.0) 1 (4.5) 8 (36.4)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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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기

동

성

단순체위변경 돕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위

생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

반구강간호
20 (90.9) 0 (0.0) 1 (4.5) 0 (0.0) 0 (0.0) 1 (4.5) 22(100.0)

입술에 윤활제(바세린 

등)를 바르는 일반구강

간호

11 (50.0) 5 (22.7) 3 (13.6) 3 (13.6) 0 (0.0) 0 (0.0) 22(100.0)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붕산수(boric acid) 이용

한 특별구강간호

16 (72.7) 1 (4.5) 2 (9.1) 0 (0.0) 2 (9.1) 1 (4.5) 22(100.0)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7 (77.3) 2 (9.1) 2 (9.1) 0 (0.0) 1 (4.5) 0 (0.0) 22(100.0)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

구강간호

13 (59.1) 2 (9.1) 1 (4.5) 1 (4.5) 5 (22.7) 0 (0.0) 22(100.0)

vaseline gauze를 이용

한 구강간호
7 (31.8) 3 (13.6) 2 (9.1) 4 (18.2) 5 (22.7) 1 (4.5) 22(100.0)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음

18 (81.8) 3 (13.6) 0 (0.0) 0 (0.0) 1 (4.5) 0 (0.0) 22(100.0)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

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

적

17 (77.3) 1 (4.5) 1 (4.5) 1 (4.5) 2 (9.1) 0 (0.0) 22(100.0)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

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17 (77.3) 2 (9.1) 1 (4.5) 2 (9.1) 0 (0.0) 0 (0.0) 22(100.0)

환의교환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침상교환 및 정리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머리감기기 1 (4.5) 0 (0.0) 5 (22.7) 15 (68.2) 0 (0.0) 1 (4.5) 22(100.0)

삭모 0 (0.0) 1 (4.5) 0 (0.0) 2 (9.1) 18 (81.8) 1 (4.5) 22(100.0)

침상목욕 3 (13.6) 0 (0.0) 2 (9.1) 16 (72.7) 1 (4.5) 0 (0.0) 22(100.0)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붕산수를 이용하여 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회음부위

를 앞에서 뒤쪽으로 닦기

17 (77.3) 4 (18.2) 1 (4.5) 0 (0.0) 0 (0.0)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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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안

전

억제대 착용 14 (63.6) 3 (13.6) 1 (4.5) 2 (9.1) 1 (4.5) 1 (4.5) 22(100.0)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림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이

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

지, 감염여부

21 (95.5) 0 (0.0) 0 (0.0) 0 (0.0) 0 (0.0) 1 (4.5) 22(100.0)

흡입 예방: feeding시 질식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

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흡입예방:suction시 질식위

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

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21 (95.5) 0 (0.0) 0 (0.0) 0 (0.0) 0 (0.0) 1 (4.5) 22(100.0)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
7 (31.8) 0 (0.0) 1 (4.5) 7 (31.8) 6 (27.3) 1 (4.5) 22(100.0)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12 (54.5) 2 (9.1) 1 (4.5) 0 (0.0) 7 (31.8) 0 (0.0) 22(100.0)

체

온

유

지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

질: 얼음주머니 대주기
21 (95.5) 0 (0.0) 0 (0.0) 0 (0.0) 1 (4.5) 0 (0.0) 22(100.0)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 사용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Thermo mattress 적용 7 (31.8) 0 (0.0) 0 (0.0) 1 (4.5) 13 (59.1) 1 (4.5) 22(100.0)

미온수마사지 19 (86.4) 1 (4.5) 1 (4.5) 0 (0.0) 1 (4.5) 0 (0.0) 22(100.0)

수

술

전

준

비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10 (45.5) 2 (9.1) 0 (0.0) 8 (36.4) 1 (4.5) 1 (4.5) 22(100.0)

환자정보파악(수술내용, 심

장, 신장기능, 출혈여부 

등)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 :Ventilator, Monitor, 

Suction기, Pacemaker, 

Defibrillator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약품준비:지시된 수액, 항

생제, 전해질 보정액(KCL

용액, NaHCO3 등)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기타준비: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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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물

채

취

정맥채혈 18 (81.8) 1 (4.5) 1 (4.5) 1 (4.5) 0 (0.0) 1 (4.5) 22(100.0)

A-line을 이용한 채혈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A-line이 없는 경우 동

맥혈 채취
16 (72.7) 3 (13.6) 0 (0.0) 3 (13.6) 0 (0.0) 0 (0.0) 22(100.0)

채뇨, 채변, 객담 채취 16 (72.7) 2 (9.1) 1 (4.5) 3 (13.6) 0 (0.0) 0 (0.0) 22(100.0)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

물 채취
12 (54.5) 1 (4.5) 1 (4.5) 4 (18.2) 4 (18.2) 0 (0.0) 22(100.0)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

물 채취 보조
12 (54.5) 1 (4.5) 2 (9.1) 4 (18.2) 2 (9.1) 1 (4.5) 22(100.0)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

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

물에 대한 임상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물을 채취하

기 위해 준비, 채취

14 (63.6) 2 (9.1) 2 (9.1) 3 (13.6) 1 (4.5) 0 (0.0) 22(100.0)

각종

처치

의

준비

및 

간호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13 (59.1) 3 (13.6) 1 (4.5) 5 (22.7) 0 (0.0) 0 (0.0) 22(100.0)

A-line 삽입 7 (31.8) 3 (13.6) 1 (4.5) 5 (22.7) 5 (22.7) 1 (4.5) 22(100.0)

A-line을 제거 13 (59.1) 3 (13.6) 3 (13.6) 1 (4.5) 1 (4.5) 1 (4.5) 22(100.0)

중심정맥관 ( C e n t r a l 

vein catheter) 삽입보

조

9 (40.9) 4 (18.2) 1 (4.5) 7 (31.8) 1 (4.5) 0 (0.0) 22(100.0)

중심정맥관 ( C e n t r a l 

vein catheter) 제거
3 (13.6) 2 (9.1) 2 (9.1) 9 (40.9) 6 (27.3) 0 (0.0) 22(100.0)

중심정맥관 ( C e n t r a l 

vein catheter) 제거시 

간호

11 (50.0) 2 (9.1) 3 (13.6) 5 (22.7) 1 (4.5) 0 (0.0) 22(100.0)

기관절개술

(tracheostomy)삽입준비
9 (40.9) 1 (4.5) 0 (0.0) 6 (27.3) 2 (9.1) 4 (18.2) 22(100.0)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

비 및 보조
13 (59.1) 3 (13.6) 2 (9.1) 4 (18.2) 0 (0.0)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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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및

상처

간호

단순 드레싱 교환 18 (81.8) 4 (18.2) 0 (0.0) 0 (0.0) 0 (0.0) 0 (0.) 22(100.0)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11 (50.0) 3 (13.6) 0 (0.0) 3 (13.6) 4 (18.2) 1 (4.5) 22(100.0)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19 (86.4) 2 (9.1) 0 (0.0) 1 (4.5) 0 (0.0) 0 (0.0) 22(100.0)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

환
14 (63.6) 3 (13.6) 0 (0.0) 1 (4.5) 3 (13.6) 1 (4.5) 22(100.0)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

조
17 (77.3) 4 (18.2) 0 (0.0) 1 (4.5) 0 (0.0) 0 (0.0) 22(100.0)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

환 (central line care)
14 (63.6) 6 (27.3) 1 (4.5) 0 (0.0) 1 (4.5) 0 (0.0) 22(100.0)

기저귀 발진 간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

경하고 부종이 있을 경우 

2시간마다 체위변경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

을 이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

20 (90.9) 2 (9.1) 0 (0.0) 0 (0.0) 0 (0.0) 0 (0.0) 22(100.0)

배위(supine position)을 취

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거나 대퇴부

위 밑을 베개나 ring으로 

지지

17 (77.3) 1 (4.5) 1 (4.5) 2 (9.1) 1 (4.5) 0 (0.0) 22(100.0)

발의 foot drop을 예방

하기 위하여 footboard

나 베개를 이용

14 (63.6) 4 (18.2) 2 (9.1) 2 (9.1) 0 (0.0) 0 (0.0) 22(100.0)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

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

다 20도 정도 상승시켜 

유지

14 (63.6) 3 (13.6) 3 (13.6) 0 (0.0) 2 (9.1) 0 (0.0) 22(100.0)

피부 및 등 마사지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모래주머니적용

: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11 (50.0) 2 (9.1) 1 (4.5) 5 (22.7) 2 (9.1) 1 (4.5)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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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염

관

리

방문객/외부인 제한:감염

획득,전파를 최소화하기 위

해 방문객의 수 제한

21 (95.5) 0 (0.0) 0 (0.0) 0 (0.0) 0 (0.0) 1 (4.5) 22(100.0)

무균법(가운, 마스크 적용) 15 (68.2) 1 (4.5) 1 (4.5) 0 (0.0) 3 (13.6) 2 (9.1) 22(100.0)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

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

기 위해 각 환자 간호활동 

전후에 손을 씻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

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

자의 경우, 병원 환경의 감

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전

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

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격리

17 (77.3) 0 (0.0) 1 (4.5) 3 (13.6) 1 (4.5) 0 (0.0) 22(100.0)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

된 물질을 다룰 시 소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록 하

며, 감염 환자의 적출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

하여 따로 격리되어 버려

지도록 함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wound isolation 

technique: 상처간호시 감

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

균술을 이용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우유병소독 20 (90.9) 0 (0.0) 0 (0.0) 1 (4.5) 1 (4.5) 0 (0.0) 22(100.0)

분리수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투

약

투약준비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근육주사 16 (72.7) 6 (27.3) 0 (0.0) 0 (0.0) 0 (0.0) 0 (0.0) 22(100.0)

피하주사, 피내 주사 10 (45.5) 3 (13.6) 1 (4.5) 3 (13.6) 5 (22.7) 0 (0.0) 22(100.0)

필요시 약물(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등) 주입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

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

성임을 확인

14 (63.6) 3 (13.6) 0 (0.0) 4 (18.2) 1 (4.5)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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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정맥주사 삽입 12 (54.5) 3 (13.6) 0 (0.0) 7 (31.8) 0 (0.0) 0 (0.0) 22(100.0)

일반적인 정맥 주사: 정맥혈관

에 의해 약물투여하기 위해 준

비, 투여(side shooting)

20 (90.9) 0 (0.0) 0 (0.0) 1 (4.5) 1 (4.5) 0 (0.0) 22(100.0)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

사
16 (72.7) 1 (4.5) 0 (0.0) 1 (4.5) 4 (18.2) 0 (0.0) 22(100.0)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

을 통한 수액을 공급과 관련된 

수액교환, 수액세트 교환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Infusion pump를 통한 정

맥주사: Infusion pump기

구를 이용하여 정맥수액과 

약물 투여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

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

도 조정

19 (86.4) 1 (4.5) 1 (4.5) 0 (0.0) 1 (4.5) 0 (0.0) 22(100.0)

수혈 전 혈액 확인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수혈 시작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기관내 약물주입 11 (50.0) 0 (0.0) 0 (0.0) 4 (18.2) 6 (27.3) 1 (4.5) 22(100.0)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

프레이)
16 (72.7) 4 (18.2) 0 (0.0) 1 (4.5) 0 (0.0) 1 (4.5) 22(100.0)

점적 투약(눈, 귀) 17 (77.3) 3 (13.6) 1 (4.5) 0 (0.0) 0 (0.0) 1 (4.5) 22(100.0)

경구 투약 20 (90.9) 1 (4.5) 0 (0.0) 1 (4.5) 0 (0.0) 0 (0.0) 22(100.0)

항문 투약 17 (77.3) 4 (18.2) 0 (0.0) 1 (4.5) 0 (0.0) 0 (0.0) 22(100.0)

정맥주사제거 16 (72.7) 6 (27.3) 0 (0.0) 0 (0.0) 0 (0.0) 0 (0.0) 22(100.0)

상담

및 

교육

심호흡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폐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을 장려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기침을 격려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bed ambulation 격려 19 (86.4) 0 (0.0) 0 (0.0) 2 (9.1) 1 (4.5) 0 (0.0) 22(100.0)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19 (86.4) 2 (9.1) 0 (0.0) 1 (4.5) 0 (0.0) 0 (0.0) 22(100.0)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

한 응대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정서적지지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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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임종

간호
사후처치 9 (40.9) 0 (0.0) 0 (0.0) 7 (31.8) 1 (4.5) 5

(22.7

)
22(100.0)

기

록

확

인

중환자실 입실 동안의 대

상자의 OPD, 일부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증명서 등)
15 (68.2) 2 (9.1) 1 (4.5) 3 (13.6) 1 (4.5) 0 (0.0) 22(100.0)

간호기록지 기록 (의식수

준, 투약, 섭취량, 배설량, 

활력증상, 검사결과 등)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

력, 조회, 출력
21 (95.5) 0 (0.0) 0 (0.0) 0 (0.0) 1 (4.5) 0 (0.0) 22(100.0)

마약관리 및 기록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주사약 장부 기록 19 (86.4) 0 (0.0) 0 (0.0) 0 (0.0) 2 (9.1) 1 (4.5) 22(100.0)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16 (72.7) 3 (13.6) 1 (4.5) 1 (4.5) 0 (0.0) 1 (4.5) 22(100.0)

혈액반환 slip을 chart에 

보관
18 (81.8) 4 (18.2) 0 (0.0) 0 (0.0) 0 (0.0) 0 (0.0) 22(100.0)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

결과지 chart에 보관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환자

인수

인계

환자 인수인계: 근무교대시

간에 환자정보를 다른 간

호사에게 교환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전실, 전과 시 환자 인수인

계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인계 등
18 (81.8) 0 (0.0) 1 (4.5) 2 (9.1) 1 (4.5) 0 (0.0) 22(100.0)

물

품

관

리

처치 및 재료대, 주사처방

전 발행 및 정리
19 (86.4) 0 (0.0) 0 (0.0) 0 (0.0) 3 (13.6) 0 (0.0) 22(100.0)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

납
19 (86.4) 1 (4.5) 0 (0.0) 1 (4.5) 1 (4.5) 0 (0.0) 22(100.0)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

계
18 (81.8) 1 (4.5) 0 (0.0) 2 (9.1) 1 (4.5) 0 (0.0) 22(100.0)

물품 수리 의뢰 7 (31.8) 3 (13.6) 1 (4.5) 4 (18.2) 5 (22.7) 2 (9.1) 22(100.0)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9 (40.9) 2 (9.1) 2 (9.1) 4 (18.2) 4 (18.2) 1 (4.5) 22(100.0)

소독 물품 정리 및 청구: 유효

기간이 지난 물품과 소독할 물

품에 대한 소독 의뢰

8 (36.4) 1 (4.5) 0 (0.0) 10 (45.5) 3 (13.6) 0 (0.0) 22(100.0)

각종 기구 세척 14 (63.6) 0 (0.0) 1 (4.5) 3 (13.6) 4 (18.2) 0 (0.0) 22(100.0)

소모품 만들기 9 (40.9) 0 (0.0) 1 (4.5) 7 (31.8) 5 (22.7) 0 (0.0) 22(100.0)

E- Box 관리: 응급 cart

의 내용물 검토 
15 (68.2) 1 (4.5) 0 (0.0) 4 (18.2) 2 (9.1) 0 (0.0)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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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5)
매일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시설

물

관리

간호단위 내 설치된 시

설물 관리 및 수리의뢰 

점검

4 (18.2) 1 (4.5) 2 (9.1) 6 (27.3) 9 (40.9) 0 (0.0) 22(100.0)

환경

관리

간호사실, 처치실, 소독

물실 등 청결 유지

(일반적인 정리정돈)

18 (81.8) 2 (9.1) 0 (0.0) 1 (4.5) 1 (4.5) 0 (0.0) 22(100.0)

의

사

소

통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보고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

직원, 의사, 타부서 직

원과의 협의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

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18 (81.8) 2 (9.1) 0 (0.0) 2 (9.1) 0 (0.0) 0 (0.0) 22(100.0)

관련부서보고

(약제부, 임상병리과, 양

과, 원무과, 진단방사선과,

협의회 등)

9 (40.9) 2 (9.1) 4 (18.2) 2 (9.1) 5 (22.7) 0 (0.0) 22(100.0)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

호사 회의, 위원회 참

석)

6 (27.3) 0 (0.0) 0 (0.0) 7 (31.8) 6 (27.3) 3 (13.6) 22(100.0)

전화응대 및 호출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22(100.0)

교

육

간호 학생 교육 15 (68.2) 3 (13.6) 0 (0.0) 4 (18.2) 0 (0.0) 0 (0.0) 22(100.0)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

사 교육
12 (54.5) 3 (13.6) 0 (0.0) 4 (18.2) 2 (9.1) 1 (4.5) 22(100.0)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

리 및 교육
6 (27.3) 2 (9.1) 0 (0.0) 4 (18.2) 9 (40.9) 1 (4.5) 22(100.0)

의사

처방

확인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

다.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의사의 응급, 구두 처

방(Done order) 처리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전

달

업

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

뢰
20 (90.9) 1 (4.5) 0 (0.0) 1 (4.5) 0 (0.0) 0 (0.0) 22(100.0)

진단방사선과 X-ray의

뢰
2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100.0)

약제과(응급약)의뢰 21 (95.5) 0 (0.0) 0 (0.0) 1 (4.5) 0 (0.0) 0 (0.0) 22(100.0)

원무과(변경사항)의뢰 15 (68.2) 0 (0.0) 1 (4.5) 4 (18.2) 2 (9.1) 0 (0.0) 22(100.0)

식사배선참여 11 (50.0) 2 (9.1) 0 (0.0) 0 (0.0) 8 (36.4) 1 (4.5) 22(100.0)



- 46 -

 

 

<표 3>  질문지를 통해 분석된 수행도가 없는 간호업무

업무 

범주
간호업무

(5)
매일

한다

(4)
2-3일에 
한번

한다

(3)
4-5일에 
한번

한다

(2)
일주일에

 한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수(비율)

평

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수행

된 간호중재의 적절성

과 효과에 대한 평가

18 (81.8) 2 (9.1) 1 (4.5) 1 (4.5) 0 (0.0) 0 (0.0) 22(100.0)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16 (72.7) 0 (0.0) 3 (13.6) 2 (9.1) 1 (4.5) 0 (0.0) 22(100.0)

전

문

직 

개

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

술을 유지
11 (50.0) 6 (27.3) 0 (0.0) 4 (18.2) 0 (0.0) 1 (4.5) 22(100.0)

동료나 후배의 자문 17 (77.3) 1 (4.5) 1 (4.5) 3 (13.6) 0 (0.0) 0 (0.0) 22(100.0)

전문직 간호행위에 따

른 책임을 진다.
19 (86.4) 2 (9.1) 0 (0.0) 1 (4.5) 0 (0.0) 0 (0.0) 22(100.0)

자신의 간호경험사례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14 (63.6) 3 (13.6) 1 (4.5) 3 (13.6) 0 (0.0) 1 (4.5) 22(100.0)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

육, 병동집담회

등에 참석

9 (40.9) 1 (4.5) 1 (4.5) 7 (31.8) 0 (0.0) 4 (18.2) 22(100.0)

범주 간호업무
A
기관

B
기관

측정

및 

관찰

심박출량 측정 ∨

심음 청진 ∨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혈관차단압(PCWP) 측정 ∨ ∨

Chest X-ray 확인: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

모니터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증상여부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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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업무
A
기관

B
기관

산

소

공

급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

인공호흡기 mode 조정 ∨

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

양 완전비경구 양(TPN)준비 ∨

배

설

및

배

액

단순도뇨 ∨ ∨

잔뇨량측정 ∨ ∨

방광훈련: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적용한 환자에게 정상적인 배뇨양상회복

을 위해 소변을 참는 능력과 소변 보유능력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

방광세척을 시행 ∨

방광세척을 보조 ∨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

Chest bottle 교환 ∨

Chest bottle 비우기 ∨

Suction bottle 교환 ∨

위생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붕산수(boric acid)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

vaseline gauze를 이용한 구강간호 ∨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적 ∨

삭모 ∨ ∨

침상목욕 ∨

안전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 ∨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 ∨ ∨

체온

유지
Thermo mattress 적용 ∨

검사물

채취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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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업무
A
기관

B
기관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A-line 삽입 ∨

A-line을 제거 ∨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 ∨

피부

 및

상처

간호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

모래주머니적용: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

감염

관리

우유병소독 ∨

무균법(가운, 마스크 착용) ∨ ∨

투

약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 ∨ ∨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

기관내 약물주입 ∨ ∨

기록

확인
주사약 장부 기록 ∨

물품

관리

물품 수리 의뢰 ∨ ∨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

소모품 만들기 ∨

시설물

관리
간호단위 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의뢰 점검 ∨

의사

소통

관련부서보고:(약제부, 임상병리과, 양과, 원무과, 진단방사선과, 협의

회 등)
∨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석) ∨

교육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 ∨

전달

업무
식사배선참여 ∨

평가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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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법을 이용한 간호업무 분석

  1) 간호 업무 빈도수와 비율

 본 연구에서는 28개 업무범주 총 254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조사지를 사용하여 두개의 종합병원의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빈도수를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이 관찰 

기록하 다.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총 12명이 4일간 수행한 총 빈도수와 심장

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1인이 일일 평균 수행하는 빈도수를 산출하여 심장외과 중

환자실 간호업무 실태를 파악하 다. 

 연구대상 A기관에서 4월 15, 17일 2일간, B기관에서 4월 12, 13일 2일간 총 4일

을 관찰했다. 관찰 1일 낮번, 초밤번, 밤번 총 24시간 관찰조사를 통하여 28개 범

주 254개 간호활동 항목에 따른 빈도의 측정과 254개의 간호활동 항목 이외의 새

로운 간호활동을 추출하 다.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에게 제공된 각 간호

활동별 수행정도의 총 빈도수와 1일 평균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동안 관찰법에 의해 수집된 간호활동별 수행 빈도(참고, 

표 4)를 보면 총 간호 활동은 3292회가 수행되었으며 간호업무 범주별로 빈도수를 

살펴보면 모니터 (641회), 측정 및 관찰(554회), 기록 확인(527회), 투약(448회), 산

소공급(255회) 순으로 많았다(참조 표 5). 

  간호활동별로 빈도수를 살펴보면 간호기록지 기록(365회), 활력징후 측정(172

회),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167회) 순으

로 많았으며 <표 6>에 관찰법에 의해 발견된 간호업무 빈도 10순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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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간호활동 중 본 연구가 진행되는 4일 동안에 한번도 관찰되지 않은 간호활

동항목이 측정 및 관찰 역에서 4개, 모니터 역에서 3개, 산소공급 역에서 3

개, 양 역에서 3개, 배설 및 배액 역에서 8개, 위생 역에서 8개, 검사물 채

취 역에서 3개,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역에서 4개, 투약 역에서 5개, 시

설물관리 역에서 1개, 의사소통 역에서 3개, 전달업무 역에서 2개, 전문직 개

발 역에서 4개의 항목이었다(참조 표 7). 

  자료수집기간동안 전혀 관찰되지 않은 항목 중 측정 및 관찰 역에서는 심박출

량 측정, 흉통유무확인, PCWP측정, pacing wire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찰, 

TPN관련항목, 구토량의 확인 등의 항목이었으며, 모니터의 역에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혈액여과, IABP유지시 감시이었다.

 산소공급의 역에서는 기관절개간호와 관련된 항목, 양 역에서는 위장관 삽

입을 보조, TPN부위 드레싱을 교환 등의 항목이 관찰되지 않았다. 

 양의 역에서는 완전 비경구 양 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의 항목 등 3

개 항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배설 및 배액 역에서는 관장, 단순도뇨, 잔뇨량 

측정, 유치도뇨, 방광세척 등의 항목이 관찰되지 않았다. 위생 역에서는 구강간호

의 경우 붕산수 대신 히비탄 희석액을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머리감기기, 삭모, 침상목욕 등의 항목은 관찰되지 않았다.

 투약 역에서는 근육주사, 피부반응검사,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 등의 항

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밖에 업무범주별 관찰되지 않은 간호업무를 <표 7>에 

제시하 다.

  자료수집기간동안 부득이 해당 간호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간호수행이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간호활동으로는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와 부

정맥 관찰, 구토량 관찰, IABP 유지시 감시, 기관절개 환자간호, 관장, 유치도뇨, 

변기사용을 보조, 머리감기기, 기관 절개술 삽입 준비, chest bottle 교환, 각막의 

건조와 상처예방을 위해 인공눈물 점적과 saline 거즈로 덮어둠, 흡입예방, 상처 

배양시 검사물 채취, 근육주사, Heparine lock을 통한 주사, 기관내 약물 주입 등

의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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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찰된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 빈도수1)

1) 1일 평균: 낮번평균+초밤번평균+밤번평균

2) 총빈도수: 4일 동안 관찰된 빈도의 합

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14.75 12.75 15.50 43.00 172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0.00 0.25 0.00 0.25 1

장음청진 0.00 0.00 0.50 0.50 2

체중측정 0.25 0.25 1.00 1.50 6

혈당측정 0.25 1.75 1.00 3.00 12

심박출량 측정 0.00 0.00 0.00 0.00 0

L-tube의 배액량 측정 0.00 0.75 0.00 0.75 3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12.75 9.00 11.50 33.25 133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0.00 0.25 0.00 0.25 1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0.00 2.50 0.50 3.00 12

호흡음 청진 1.75 2.25 1.50 5.50 22

심음 청진 1.50 0.25 0.75 2.50 10

흉통 유무 확인 0.00 0.00 0.00 0.00 0

중심정맥압 측정 1.50 5.50 2.25 9.25 37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

세혈관차단압(PCWP) 측정
0.00 0.00 0.00 0.00 0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관찰
0.25 2.25 0.25 2.75 11

주사부위 피부 관찰 0.25 0.00 0.75 1.00 4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1.75 1.50 1.25 4.50 18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물, 괴

사조직의 특성 관찰
0.00 0.50 0.25 0.75 3

수술 상처 부위 관찰 0.25 0.75 0.00 1.00 4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의 출혈의 양, 

색깔, 출혈여부 관찰
0.25 0.75 0.25 1.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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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흉관 제거시 기흉, 감염, 피하기종 

등 관찰
0.25 0.00 0.00 0.25 1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 부정

맥 등 관찰
0.00 0.00 0.00 0.00 0

수혈 후 용혈반응, 과민반응의 여부

를 알기 위해 활력증상,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찰하고 측정

0.00 0.25 0.00 0.25 1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다 확인
0.00 0.00 0.00 0.00 0

완전비경구 양(TPN)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0.00 0.00 0.00 0.00 0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

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0.00 0.00 0.00 0.00 0

통증 및 불편감 사정 0.00 0.25 0.00 0.25 1

의식수준과 사지움직임을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1.00 2.50 0.50 4.00 16

동공반사 관찰 0.50 1.25 1.00 2.75 11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

찰
0.00 1.00 0.50 1.50 6

Chest X-ray 확인: 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0.75 0.75 0.50 2.00 8

구토량, 혈액유무, 시간, 특성관찰 0.00 0.00 0.00 0.00 0

배설물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

무 관찰
0.25 0.50 0.00 0.75 3

배액물 양, 색 관찰 2.00 5.00 4.25 11.25 45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0.25 1.25 0.00 1.50 6

소계 40.50 54.00 44.00 138.50 554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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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모

니

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11.50 12.75 17.50 41.75 167

각종 카테타(A-line, central line, 

S-G catheter, LA catheter) 유지
6.50 9.00 6.50 22.00 88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심혈관계 기

능을 결정하고 적절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8.75 12.50 14.75 36.00 144

심박출량 감시 1.25 0.25 1.25 2.75 11

수술 후 합병증 감시:출혈, 부정맥, 

저심박출량증상, 핍뇨, 고열 등
1.50 2.75 3.00 7.25 29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0.00 0.50 0.25 0.75 3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3.00 7.75 3.50 14.25 57

응급검사 결과 확인 2.25 3.00 3.50 8.75 35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

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0.00 0.00 0.00 0.00 0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

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

의 합병증 여부 감시

0.25 0.00 0.00 0.25 1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증상여부 감시
0.00 0.00 0.00 0.00 0

IAB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

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

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박리증상 여부 감시

0.00 0.00 0.00 0.00 0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

자의 자료를 모니터
1.00 3.75 2.00 6.75 27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

의 자료를 모니터
0.25 3.50 2.75 6.50 26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

자에게 수행된 처치, 각 검사, 수술

동안의 환자상태 점검

4.00 5.25 4.00 13.25 53

소계 40.25 61.00 59.00 160.25 64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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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산

소

공

급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용한 거담 0.75 3.50 1.25 5.50 22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

물 제거
0.75 4.75 1.50 7.00 28

무균적 방법으로 기관내 흡입하

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4.50 3.75 5.25 13.50 54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0.00 0.00 0.00 0.00 0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고 드레싱

과 끈을 교환

0.00 0.00 0.00 0.00 0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0.00 0.75 0.00 0.75 3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확

인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0.00 0.25 0.00 0.25 1

기도내관 재고정 0.00 0.75 1.00 1.75 7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

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0.25 0.00 0.25 0.50 2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기관내 삽관제거
0.00 0.00 0.00 0.00 0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

크 사용
0.25 0.25 0.25 0.75 3

가습기사용 0.25 0.00 0.00 0.25 1

산소Hood 사용 0.25 0.00 0.00 0.25 1

Nebulizer 사용 0.50 0.25 0.25 1.00 4

인공호흡기의 Dial은 정확하게 세

팅함
0.75 0.25 0.25 1.25 5

인공호흡기의 Nebulizer의 물높

이를 점검하여 증류수를 교환
1.00 1.50 0.75 3.25 13

인공호흡기의 기능 정기적으로 

점검
1.00 1.50 0.75 3.25 13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0.25 0.25 0.25 0.75 3

인공호흡기의 경보장치는 on 상

태로 세팅함
0.50 2.50 0.50 3.50 14

인공호흡기 mode 조정 0.75 3.25 0.75 4.7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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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크를 접착

시켜 ambu bag사용
0.00 0.50 0.50 1.00 4

기도내관 흡입시 ambu bag사용 3.00 2.00 2.50 7.50 30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

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
0.00 0.25 0.00 0.25 1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관리
0.25 1.50 1.00 2.75 11

Vital sign 유지를 위해 침대높이 

조정(head up/down)
0.25 2.50 1.00 3.75 15

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0.25 0.00 0.00 0.25 1

소계 15.50 30.25 18.00 63.75 255 7.75

양

식사보조 0.00 0.00 0.25 0.25 1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0.25 0.25 0.25 0.75 3

위장관 삽입을 보조 0.00 0.00 0.00 0.00 0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0.25 1.00 0.75 2.00 8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

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
0.00 0.50 0.25 0.75 3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0.00 0.00 0.00 0.00 0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

척

0.00 0.50 0.25 0.75 3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
0.00 0.00 0.00 0.00 0

완전비경구 양(TPN)준비 0.25 0.00 0.00 0.25 1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환
0.25 0.00 0.00 0.25 1

완전비경구 양(TPN)정맥천자 부

위 드레싱을 교환
0.00 0.00 0.00 0.00 0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0.00 0.25 0.00 0.25 1

소아의 인공수유: 인공우유를 우

유병을 이용하여 소아게게 공급
0.50 0.00 0.50 1.00 4

소계 1.50 2.50 2.25 6.25 25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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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배

설

및

 

배

액

관장 0.00 0.00 0.00 0.00 0

단순도뇨 0.00 0.00 0.00 0.00 0

잔뇨량측정 0.00 0.00 0.00 0.00 0

유치도뇨 0.00 0.00 0.00 0.00 0

유치도뇨관 제거 0.25 0.00 0.25 0.50 2

방광훈련 0.00 0.00 0.00 0.00 0

방광세척을 시행 0.00 0.00 0.00 0.00 0

방광세척을 보조 0.00 0.00 0.00 0.00 0

변기사용을 보조 0.00 0.00 0.00 0.00 0

기저귀, 패드 교환: 스스로 배변, 배뇨조

절이 어려운 환자, 질 분비물이 많은 환

자에게 기저귀, 패드를 착용하도록 돕고 

스스로 교환이 어려운 환자일시 돕기

1.75 0.50 1.75 4.00 16

구토물 처리 0.25 0.00 0.00 0.25 1

질식을 예방하도록 침상머리를 상승

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

0.25 0.00 0.00 0.25 1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한하고 30분 동안 구토가 없을 때 

수분공급

0.25 0.00 0.00 0.25 1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0.50 0.00 0.00 0.50 2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Gomco, Wall, 

Emerson): 배액관을 통한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기구의 기능이 원활한지 관찰, 원

활한 배액 유지

0.25 1.00 0.50 1.75 7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1.00 0.50 1.25 2.75 11

배설물 처리 0.50 0.50 0.00 1.00 4

배액물 처리 0.00 0.25 0.25 0.50 2

수술 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
0.00 1.50 0.25 1.75 7

Chest bottle 교환 0.00 0.00 0.00 0.00 0

Chest bottle 비우기 0.00 1.00 0.75 1.75 7

Suction bottle 교환 0.00 0.00 0.25 0.25 1

소계 5.00 5.25 5.25 15.50 62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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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기

동

성

단순체위변경 돕기 0.75 0.25 0.25 1.25 5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0.25 1.50 0.25 2.00 8

소계 1.00 1.75 0.50 3.25 13 0.39

위

생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0.00 0.00 0.25 0.25 1

입술에 윤활제(바세린 등)를 바르는 일반

구강간호
0.00 0.00 0.00 0.00 0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붕산수(boric acid)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0.00 0.00 0.00 0.00 0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석

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0.00 0.00 0.25 0.25 1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0.00 0.00 0.75 0.75 3

vaseline gauze를 이용한 구강간

호
0.00 0.00 0.00 0.00 0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음
0.00 0.00 0.50 0.50 2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적
0.00 0.00 0.00 0.00 0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0.00 0.00 0.00 0.00 0

환의교환 0.50 0.25 1.00 1.75 7

침상교환 및 정리 0.75 0.50 2.75 4.00 16

머리감기기 0.00 0.00 0.00 0.00 0

삭모 0.00 0.00 0.00 0.00 0

침상목욕 0.00 0.00 0.00 0.00 0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붕산수

를 이용하여 솜이나 거즈를 이용

하여 회음부위를 앞에서 뒤쪽으

로 닦기

0.00 0.00 1.00 1.00 4

소계 1.25 0.75 6.50 8.50 3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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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안

전

억제대 착용 0.25 0.50 0.00 0.75 3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

림
0.50 0.50 0.50 1.50 6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 이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지, 감

염여부

0.00 0.50 0.00 0.50 2

흡입 예방: feeding시 질식위험이 있

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0.25 0.00 0.00 0.25 1

흡입예방: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

방

0.00 0.00 0.00 0.00 0

Stretcher car를 이용한 환자이동 0.50 0.00 0.00 0.50 2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 0.50 0.00 0.00 0.50 2

소계 2.00 1.50 0.50 4.00 16 0.49

체

온

유

지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질: 얼음주

머니 대주기
0.75 1.00 1.00 2.75 11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 사용
0.25 1.00 0.50 1.75 7

Thermo mattress 적용 0.00 0.25 0.00 0.25 1

미온수마사지 0.25 0.50 0.25 1.00 4

소계 1.25 2.75 1.75 5.75 23 0.70

수

술

전

준

비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0.50 0.25 0.00 0.75 3

환자정보파악(수술내용, 심장, 신

장기능, 출혈여부 등)
0.00 0.25 0.00 0.25 1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

:Ventilator, Monitor, Suction기, 

Pacemaker, Defibrillator

0.75 0.75 0.00 1.50 6

약품준비:지시된 수액, 항생제, 전해

질 보정액(KCL 용액, NaHCO3 등)
0.50 0.50 0.75 1.75 7

기타준비

: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0.75 3.00 1.00 4.75 19

소계 2.50 4.75 1.75 9.00 3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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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검

사

물

채

취

정맥채혈 0.25 0.25 0.50 1.00 4

A-line을 이용한 채혈 1.75 2.50 2.50 6.75 27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0.00 0.00 0.00 0.00 0

채뇨, 채변, 객담 채취 0.75 0.00 0.25 1.00 4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0.00 0.00 0.00 0.00 0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보

조
0.00 0.00 0.00 0.00 0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물에 대한 임상

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물을 채

취하기 위해 준비, 채취

0.25 0.00 0.00 0.25 1

소계 3.00 2.75 3.25 9.00 36 1.09

각종

처치

의

 준비

 및

 간호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0.00 0.25 0.00 0.25 1

A-line 삽입 0.00 0.75 0.00 0.75 3

A-line을 제거 0.00 0.50 0.25 0.75 3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삽입보조
0.00 0.00 0.00 0.00 0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
0.00 0.00 0.00 0.00 0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시 간호
0.00 0.00 0.00 0.00 0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삽입 

준비
0.00 0.00 0.00 0.00 0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비 및 보

조
0.00 0.25 0.00 0.25 1

소계 0.00 1.75 0.25 2.00 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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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피부

및

 

상처

간호

단순 드레싱 교환 0.00 0.00 0.25 0.25 1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0.75 0.25 0.25 1.25 5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1.25 0.00 0.25 1.50 6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0.50 0.00 0.25 0.75 3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 0.25 0.00 0.00 0.25 1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0.00 0.25 0.00 0.25 1

기저귀 발진 간호 0.25 0.00 0.00 0.25 1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하고 부종

이 있을 경우 2시간마다 체위변

경

2.25 0.50 0.75 3.50 14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

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
0.00 0.00 0.00 0.00 0

배위(supine position)을 취할 경

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

거나 대퇴부위 밑을 베개나 ring

으로 지지

0.25 0.75 0.50 1.50 6

발의 foot drop을 예방하기 위하

여 footboard나 베개를 이용
0.00 0.00 0.50 0.50 2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승시

켜 유지

0.00 0.00 0.00 0.00 0

피부 및 등 마사지 2.50 0.75 1.00 4.25 17

모래주머니적용

: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0.00 0.00 0.00 0.00 0

소계 8.00 2.50 3.75 14.25 57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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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감

염

관

리

방문객/외부인 제한:감염획득,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객의 수 제한
0.00 0.25 0.00 0.25 1

무균법(가운, 마스크 적용) 0.00 2.00 0.00 2.00 8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환자 간호활동 전후

에 손을 씻기

5.25 7.75 6.25 19.25 77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병원 환경의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

며, 전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격리

0.25 0.00 0.00 0.25 1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된 물질을 다룰 시 소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록 하며, 감염 환자의 적출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하여 따로 격리되어 버려

지도록 함

0.25 0.50 0.00 0.75 3

wound isolation technique: 상처간호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균술을 이용
0.00 0.00 0.25 0.25 1

우유병소독 0.25 0.00 0.00 0.25 1

분리수거 2.25 1.00 1.75 5.00 20

소계 8.25 11.50 8.25 28.00 112 3.40

투약

투약준비 13.50 14.75 12.75 41.00 164

근육주사 0.00 0.00 0.00 0.00 0

피하주사, 피내 주사 0.25 0.00 0.00 0.25 1

필요시 약물(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등) 주입
2.25 4.75 2.25 9.25 37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

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
0.00 0.00 0.00 0.00 0

정맥주사 삽입 0.25 0.00 0.00 0.25 1

일반적인 정맥 주사: 정맥혈관에 의해 약물투여하

기 위해 준비, 투여(side shooting)
4.25 11.75 6.00 22.00 88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 0.00 0.00 0.00 0.00 0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을 통한 수액

을 공급과 관련된 수액교환, 수액세트 교환
1.50 3.50 4.50 9.50 38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Infusion pump기구를 이용하여 정맥수액

과 약물 투여

4.50 5.50 3.50 13.50 54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0.75 2.75 2.00 5.50 22

수혈 전 혈액 확인 0.25 4.00 0.25 4.50 18

수혈 시작 0.25 4.00 0.25 4.50 18



- 62 -

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기관내 약물주입 0.00 0.00 0.00 0.00 0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프레이) 0.00 0.00 0.25 0.25 1

점적 투약(눈, 귀) 0.00 0.00 0.00 0.00 0

경구 투약 0.50 0.00 0.25 0.75 3

항문 투약 0.25 0.00 0.00 0.25 1

정맥주사제거 0.00 0.25 0.25 0.50 2

소계 28.50 51.25 32.25 112.00 448 13.61

상담

및 

교육

심호흡 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

폐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

호흡을 장려

0.25 0.25 0.00 0.50 2

기침을 격려 0.00 0.50 1.50 2.00 8

bed ambulation 격려 0.00 0.00 0.25 0.25 1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1.75 0.25 0.75 2.75 11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한 응대 2.50 0.75 0.25 3.50 14

정서적지지 1.25 0.50 1.00 2.75 11

소계 5.75 2.25 3.75 11.75 47 1.43

임종

간호
사후처치 0.00 0.00 0.25 0.25 1

소계 0.00 0.00 0.25 0.25 1 0.03

기

록

확

인

중환자실 입실 동안의 대상자의 OPD, 

일부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0.50 0.50 0.00 1.00 4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증명서 등)
0.75 0.50 2.25 3.50 14

간호기록지 기록 32.50 27.00 31.75 91.25 365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6.25 7.25 10.00 23.50 94

마약관리 및 기록 0.50 2.25 0.25 3.00 12

주사약 장부 기록 0.25 0.00 0.00 0.25 1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0.00 0.00 0.25 0.25 1

혈액반환 slip을 chart에 보관 0.00 0.25 0.25 0.50 2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결과지 chart

에 보관
3.00 2.50 3.00 8.50 34

소계 43.75 40.25 47.75 131.75 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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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인수

인계

환자 인수인계: 근무교대시간에 환자정보

를 다른 간호사에게 교환
2.25 2.00 1.50 5.75 23

전실, 전과 시 환자 인수인계 0.25 0.00 0.00 0.25 1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

인계 등
0.75 0.25 0.00 1.00 4

소계 3.25 2.25 1.50 7.00 28 0.85

물

품

관

리

처치 및 재료대, 주사처방전 발행 

및 정리
0.00 0.00 0.00 0.00 0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납 0.75 0.50 2.75 4.00 16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계 0.25 0.00 0.25 0.50 2

물품 수리 의뢰 0.25 0.00 0.00 0.25 1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0.00 0.00 0.00 0.00 0

소독 물품 정리 및 청구: 유효기간이 지

난 물품과 소독할 물품에 대한 소독 의뢰
0.50 0.00 0.00 0.50 2

각종 기구 세척 0.25 0.50 1.00 1.75 7

소모품 만들기 1.00 0.00 0.50 1.50 6

E- Box 관리: 응급 cart의 내용물 검

토 
0.00 0.00 0.25 0.25 1

소계 3.00 1.00 4.75 8.75 35 1.06

시설

물

관리

간호단위 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의뢰 점검
0.00 0.00 0.00 0.00 0

소계 0.00 0.00 0.00 0.00 0 0.00

환경

정리

간호사실, 처치실, 소독물실 등 청결 

유지

(일반적인 정리정돈)

2.00 2.25 5.00 9.25 37

소계 2.00 2.25 5.00 9.25 37 1.12

의

사

소

통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보고 2.25 4.50 4.00 10.75 43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7.50 10.75 4.50 22.75 91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0.75 1.25 0.50 2.50 10

관련부서보고(약제부, 임상병리과, 양과, 

원무과, 진단방사선과,협의회 등)
0.00 0.00 0.00 0.00 0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석)
0.00 0.00 0.00 0.00 0

전화응대 및 호출 5.50 7.25 3.50 16.25 65

소계 16.00 23.75 12.50 52.25 209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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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주
간호업무

간호사 1인 

평균수행빈도
간호사 1

인 일일

 평균수행

빈도

총2)

빈도수

  비율  

  (%)
낮번 저녁번 밤번

교육

간호 학생 교육 0.50 0.50 0.00 1.00 4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사 교육 0.50 0.25 0.00 0.75 3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 0.00 0.00 0.00 0.00 0

소계 1.00 0.75 0.00 1.75 7 0.21

의사

처방

확인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 1.75 3.75 0.75 6.25 25

의사의 응급, 구두 처방(Done 

order) 처리
0.50 2.75 1.75 5.00 20

소계 2.25 6.50 2.50 11.25 45 1.37

전

달

업

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뢰 1.25 2.50 1.25 5.00 20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0.75 1.75 0.25 2.75 11

약제과(응급약)의뢰 0.00 0.00 0.00 0.00 0

원무과(변경사항)의뢰 0.00 0.00 0.00 0.00 0

식사배선참여 0.25 0.00 0.00 0.25 1

소계 2.25 4.25 1.50 8.00 32 0.97

평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

교하여 수행된 간호중재의 적절

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0.00 0.50 0.00 0.50 2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

에 수정, 보완
0.00 0.25 0.00 0.25 1

소계 0.00 0.75 0.00 0.75 3 0.09

전

문

직

개

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0.00 0.00 0.00 0.00 0

동료나 후배의 자문 0.00 0.00 0.25 0.25 1

전문직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0.00 0.00 0.00 0.00 0

자신의 간호경험사례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0.00 0.00 0.00 0.00 0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

교육, 보수교육, 병동집담회

등에 참석

0.00 0.00 0.00 0.00 0

소계 0.00 0.00 0.25 0.25 1 0.03

계 237.75 318.25 267.00 823.00 329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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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간호업무 범주별 빈도와 비율        
                         
                                                               n=12

업무 범주 빈도 비율(%)

측정 및 관찰 554 16.83

모니터 641 19.47

산소공급 255 7.75

양 25 0.76

배설 및 배액 62 1.88

기동성 13 0.39

위생 34 1.03

안전 16 0.49

체온유지 23 0.70

수술전 준비 36 1.09

검사물 채취 36 1.09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8 0.24

피부 및 상처 간호 57 1.73

감염관리 112 3.40

투약 448 13.61

상담 및 교육 47 1.43

임종간호 1 0.03

기록 확인 527 16.01

환자인수인계 28 0.85

물품관리 35 1.06

시설물관리 0 0

환경관리 37 1.12

의사소통 209 6.35

교육 7 0.21

의사처방확인 45 1.37

전달업무 32 0.97

평가 3 0.09

전문직개발 1 0.03

소계 32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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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법에 의해 발견된 간호활동 빈도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업무범주는 주로 측

정 및 관찰, 모니터, 기록 확인, 투약,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문지에서  

‘매일 한다’의 수행도가 100%로 나타난 항목과 일치했으며 일반적인 정맥주사

(90.9%), 간호전산기록(95.5%),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95.5%)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과 관찰한 간호활동의 총 빈도수의 

우선순위는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표 8).

<표 6> 관찰법을 통해 발견된 간호업무 빈도 10순위

범주 간호업무 총빈도수 순위

기록확인 간호기록지 기록 365 1

측정 및 

관찰
활력징후 측정 172 2

모니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

적으로 감시
167 3

투약 투약준비 164 4

모니터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144 5

측정 및 

관찰
섭취량/배설량 측정 133 6

기록확인 간호전산관련 기록 94 7

의사소통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91 8

모니터
각종 카테타(A-line, central line, S-G catheter, LA 

catheter) 유지
88 9

투약
일반적인 정맥주사: 정맥혈관에 의해 약물투여하기 

위해 준비, 투여(side shooting)
88 10



- 67 -

  한편 질문지를 통해 분석된 수행도가 없는 간호활동과 관찰시에도 볼 수 없었

던 공통의 간호활동으로는 심박출량 측정, PCWP측정, 혈액투석, 혈액여과 감시, 

의사의 지시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단순도뇨, 잔뇨량 측정, 방광훈련, 방광세척, 

소독된 드레싱에 붕산수를 이용한 구강간호, 인공눈물점적, 바세린 거즈를 이용한 

구강간호, 삭모, 검사물채취, 중심정맥관 제거, 모래 주머니 이용, 간호단위내 보조

원 교육 및 관리 다. 

<표 7 > 관찰기간 중 관찰되지 않은 간호업무

범주 간호업무

측정 및 관찰

스완-갠즈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혈관차단압측정

pacing wire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찰

완전비경구 양시 주입속도 매시간 확인

완전비경구 양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관찰

모니터

혈액투석감시: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감시

혈액여과감시: 감염, 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증상여부감시

IABP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류장애 증상, Ball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발리증상 여부 감시

산소공급

기관절개환자간호: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기관절개 환자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고 드레싱과 끈을 교환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양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

완전비경구 양 정맥천자 부위드레싱을 교환

배설 및 배액

관장

단순도뇨

잔뇨량 측정

유치도뇨

방광훈련

방광세척을 시행

방광세척을 보조

chest bottle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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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입술에 윤활제를 바르는 일반구강간호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붕산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바세린 거즈를 이용한 구강간호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적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셀라인 거즈로 덮어둠

머리감기기

삭모

침상목욕

검사물채취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보조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중심정맥관 삽입보조

중심정맥관 제거

중심정맥관 제거시 간호

기관절개술 삽입 준비

투약

근육주사

피부반응검사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

기관내 약물주입

점적 투약(눈, 귀)

시설물관리 간호단위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의뢰 점검

의사소통

관련부서보고

간호부내 회의 참석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

전달업무
약제과 의뢰

원무과 의뢰

전문직 개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전문직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자신의 간호경험사례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집담회등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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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질문지법과 관찰법을 통한 간호업무 비교(10순위)

질문지법(비율)

간호업무

관찰법

순위

(5)

매일

한다

(4)

2-3
일에 

한번

한다

(3)

4-5
일에 

한번

한다

(2)
일주

일에

 한
번 

한다

(1)
 
전혀 

하지 

않는

다

총빈도수

100 - - - - 간호기록지 기록 365 1

100 - - - - 활력징후 측정 172 2

100 - - - -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167 3

100 - - - - 투약준비 164 4

100 - - - -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144 5

100 - - - 섭취량/배설량 측정 133 6

95.5 - - - 4.5 간호전산관련 기록 94 7

95.5 4.5 - - -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91 8

100 - - - -
각종 카테타(A-line, central line, 

S-G catheter, LA catheter) 유지
88 9

90.9 - - 4.5 4.5

일반적인 정맥주사: 정맥혈관에 의

해 약물투여하기 위해 준비, 투여

(side shooting)

8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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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찰법을 통해 발견된 간호업무

  연구대상 기관에서 새로이 추출된 간호업무는 총 12 역 24개 간호활동이었다.

  측정 및 관찰 역 6개, 모니터 역 3개, 산소공급 2개, 투약 1개, 위생 1개, 각

종 처치의 준비 2개, 감염관리 1개, 환경정리 1개, 기록 1개, 전달업무 2개, 물품관

리 3개, 의사소통 1개의 간호활동으로 <표 9>과 같다.

<표 9> 관찰법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간호업무

     

범주 간호업무

측정 및 관찰

복막투석주위 피부 관찰

억제대주위 피부 관찰

산소포화도 센서 주위 피부 관찰

air mattress 작동여부 확인 및 점검

Nebulizer기능 및 상태 확인

EKG 검사후 심전도 결과 확인

모니터

EKG 모니터 알람을 “on" 상태로 세팅

약물 주입 속도 및 용량 감시

Infusion pump 경보음 감시

산소공급
산소포화도측정기구 사용

인공호흡기 서킷 교환

투약 위장관을 통한 약물 주입

위생 부분적으로 얼굴과 사지 닦기

각종 처치 준비
심초음파 준비 및 보조

흉곽내 배액관 제거시 보조

감염관리 지정된 날짜에 따라 정맥주사라인과 3-way등을 교환

환경정리 Work 테이블 정리 및 닦기

기록 수혈기록지 작성

전달업무
혈액은행에 혈액 의뢰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하기

물품관리

침상 청소, 세면대 청소 및 정리정돈 

물품 차용 및 반납

인공호흡기 창고로 이동

의사소통 인터폰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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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 간호업무 작성

  문헌조사와 간호활동 조사지를 사용하여 실제 간호현장조사를 통해 추출한 간

호활동을 간호대학교수 3인의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지를 수정․보완하 다. 

  각 간호업무의 역은 간호과정의 틀에 맞추어 간호사의 기능적 활동에 따라 

구성되었다. 수정 전 28개의 업무범주 254개의 간호활동은 관찰법에 의해 24개의 

새로운 간호활동이 추가되어 총 278개의 간호활동이 추출되었으나 수정․보완 후 

22개의 간호업무 범주 총 264개의 간호활동으로 수정되었다. 수정 전, 후의 간호

업무 역은 <표 10>에 제시하 다.

  세부적인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의식수준과 사지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두개의 간호활동 항목으로 수정하 다. 또한 ‘인공호흡기의 경보음세팅’과 ‘인공호

흡기의 dial을 정확하게 세팅한다’, ‘무균술’과 관련된 항목은 너무나 기본적인 활

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삭제하기로 하 다. 심호흡격려와 기침격려의 항목은 

호흡관리항목으로, bed ambulation격려의 항목은 기동성관리의 항목으로 변경하

다.

  위생관리 역에서의 항목 중 현재 여러 병원에서 더 이상 붕산수를 이용하지 

않고 히비탄 희석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항목을 수정하여 ‘소독된 드레싱세트

와 히비탄 희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로 수정하 다. ‘suction bottle 비우기’ 

항목은 ‘suction bottle의 교환’과는 다른 활동으로 보아 추가하 다.

  환자인수인계 역은 간호사들의 의사소통으로 보아 의사소통의 역으로 변경

하 으며, 시설물관리와 환경관리는 모두 환경관리로 수정하 다. 전문직 개발에

서 ‘전문직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와 ‘자신의 간호경험사례를 타인에게 적

극적으로 알린다’의 항목은 삭제되었다(참조, 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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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예비 간호업무의 수정 전․후 업무범주 

수정전 업무 범주 수정 후 업무 범주

측정 및 관찰 측정 및 관찰

모니터 모니터

산소공급 호흡관리

양 영양관리

배설 및 배액 배설 및 배액 관리

기동성 기동성관리

위생 위생관리

안전 안전관리

체온유지 체온관리

수술전 준비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

검사물 채취 검사물 채취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

피부 및 상처 간호 피부 및 상처 관리

감염관리 감염관리

투약 투약관리

상담 및 교육 교육 및 지지

임종간호 임종간호

기록 확인 기록 및 보관

환자인수인계 의사소통

물품관리 물품관리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의사소통 의사소통

교육 교육 및 지지

의사처방확인 기록 및 보관

전달업무 의사소통

평가 평가

전문직개발 전문직 개발

총 28개 범주 총 22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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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 간호업무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문헌조사와 간호업무 조사지를 사용하여 실제 간호현장조사를 통해 추출한 간

호활동을 간호대학 교수 3인의 검토를 받아 내용을 수정, 보완한 예비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 다. 

  타당도 검증은 2002년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소재와 경기도내 대학 

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 C기관과 D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

사 18인과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수간호사 2인, 심장외과 중환자실 경력을 가진 A

기관의 간호팀장 1인과 E기관의 내과계 수간호사 1인,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중환

자실 경력의 석사학위소지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타당도 검증은 각항목당 1점의 ‘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의 ‘적절하지 않다’, 3

점의 ‘적절하다’, 4점의 ‘매우 적절하다’로 응답할 수 있는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변

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 다. 각 항목의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을 산출하여  83%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

목으로 선정하고자 하 으나(Lynn, 1986), 전문가들 사이에 ‘매우 적절하다’와 ‘적

절하다’ 간에 큰 차이가 없이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활동 항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간호대학 교수 2인이 합의하여 ‘적절하다’에 해당하는 80% 이상

의 합의를 보인 항목을 유의한 기준 항목으로 선정하 다.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4세∼47세로 분포하며 평균 연

령은 30.5세로 최종학력 대졸 10명(40%), 대학원 졸6명(24%), 전문대졸 9명(36%), 

이었으며, 심장외과 중환자실 근무경력은 평균 4.7년이었다(참조 표11).

  총 25명의 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검증결과 총 264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

과 215문항에서 80%이상의 합의를 보 으며 평균은 84%로 나타났다. 

‘활력징후 측정’ 97%로 가장 높은 합의율을 나타냈으며,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제거’와 ‘수술부위/상처드레싱 교환’의 항목이 각각 

50%의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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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n=25

  95%이상의 높은 합의율을 나타낸 문항은 총 264문항중 12문항(4.55%)이며, 75%

이하의 낮은 합의율을 나타낸 문항은 총 264문항중 30문항(11.36%)으로 나타났다.  

 ‘80%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낸 항목(참고, 표 13)은 총 49항목으로 측정 및 관찰 

역에서는 ‘심음청진’, ‘chest x-ray확인’이었다. 모니터의 역에서는 ‘혈액투석감

시’가 79%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호흡관리 역에서는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 인공호

흡기 모드조정’이었다. 양관리 역에서는 ‘식사보조’, ‘비위관제거’, ‘완전비경구

양준비’, ‘완전비경구 양 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

연령(세)
20-24 2 8.0

30.5
25-29 12 48.0

30-34 5 20.0

35-39 3 12.0

40- 3 12.0

결혼상황
기혼 8 32.0

미혼 17 68.0

최종학력

전문대 9 36.0

학사 10 40.0

석사 4 16.0

박사 2 8.0

총근무경력(년)

2-3 8 32.0

6.1
3-4 5 20.0

4-5 2 8.0

5-10 6 24.0

10- 4 16.0

HICU 근무경력(년)

2-3 9 36.0

4.7
3-4 5 20.0

4-5 4 16.0

5-10 5 20.0

10- 2 8.0

소속

C기관 10 40.0

D기관 8 32.0

   기타 7 28.0

계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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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끝내기’의 항목이 80% 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배설 및 배액관리 역에서의 80% 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낸 것은 총 10항목으로 

‘suction bottle 비우기’의 항목이 이 역에서 가장 낮은 63%의 합의율을 나타냈

다. 그 밖에 ‘관장’, ‘방광세척’, ‘방광세척을 보조’, ‘변기사용을 보조’, ‘배설물처리’, 

‘배액물 처리’, ‘chest bottle 교환’, 'chest bottle 비우기‘, ’suction bottle 교환‘이 

80% 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위생관리 역에서는 ‘침상교환 및 정리’의 항목이 79%, ‘머리감기기’의 항목이 

77%, ‘삭모’가 58%로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으며, ‘침상목욕’은 77%의 합의율을 보

다. 검사물 채취의 역에서는 ‘필요시 ABGA 실시: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의 항목이 69%, ‘배양검사시 검사물 채취’ 항목이 74%의 합의율을 보 으며,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의 역에서는 ‘A-line 삽입’, ‘A-line을 제거후 압박’, ‘ 

중심정맥관 제거시 보조 및 정리’, ‘흉곽내 배액관 제거시 보조 및 정리’, ‘심초음

파 준비 및 보조’가 80%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피부 및 상처관리 역에서는 ‘단순드레싱 교환’의 항목이 74%, ‘수술 부위/상

처 드레싱 교환’이 50%, ‘수술부위/상처드레싱 보조’ 의 항목이 67%,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이 53%,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가 66%, ‘중심정맥관 드레싱 교환’

의 항목이 65%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감염관리의 역에서는 ‘우유병 소독’의 항목이 77%의 합의율을 나타냈으며, 투

약관리의 역에서는 ‘간호사의 판단 하에 환자상태에 따른 약물 속도 조정’, ‘수

혈시작’의 항목이 각각 74%, 79%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교육 및 지지의 역에서는 ‘보호자에게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이 79%, 기록 및 

보관의 역에서는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수혈폐기요청서 작성하

여 혈액은행에 보냄’의 항목이 80% 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물품관리 역에서는 ‘각종 기구 세척 후 소독액에 담궈 놓기’의 항목이 76%, 

‘소모품 만들기’의 항목이 67%의 낮은 합의율을 보 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역에서는 ‘관련부서보고’,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식사

배선참여‘의 항목이 80%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활동

의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점수는 <부록 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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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 검증 후 삭제되거나 추가, 수정된 항목들은 다음

과 같다(참조 표 12). 

  측정 및 관찰의 역은 환자의 주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항목인 ‘흉통유무 확인’

과 ‘통증 및 불편감 사정’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측정 및 관찰보다는 ‘사정’

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업무 역을 ‘측정 및 관찰’에서 ‘사정’으로 수

정하 다. 또한 타당도 검증결과 합의율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삭제하 으나, 측

정 및 관찰 역에서의 ‘심음 청진’은 79%, ‘Chest x-ray 확인’ 74%의 매우 낮은 

합의율은 아니며, 문헌고찰 결과 지지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지하기로 하 다. 

  모니터 역에서는 ‘혈액여과감시’의 항목은 82%의 합의율을 보 지만,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의 항목과 중복되어 삭제하 다. ‘혈액투석감시’는 79%, ‘복막투석

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78%, '관장‘ 76%, ’침상교환 및 정리‘ 79%, ’머리감기기‘ 

77%, ’변기사용을 보조‘ 79%, ’방광세척을 보조‘ 75%,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74%, ’진단 X-ray의뢰‘ 78%, ’간호전산관련 기록‘ 79%, ’수혈시작‘ 79%의 매우 낮

은 합의율은 아니며 실제 중환자실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지하기로 하

다. 기타 수정한 항목은 <표 12>에 제시하 다. 

  80%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낸 간호업무 범주별 간호활동을 제시하고 전문가 개인

의 견해와 이해정도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호활동 항목

의  삭제여부를 결정하 다(참조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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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내용타당도 검증 후 수정․추가된 항목

수정

전

업무

범주

수정전 항목 추가․수정된 항목

수정

후 

업무 

범주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혈압변화하강, 호흡곤

란, 청색증, 발열이 있는지 사정

활력징후 측정: 혈압,맥박,호흡,체온 측정

혈압변화,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인공호

흡기 연결시에는 양쪽 chest wall이 올

라오는지 관찰), 청색증, 발열 여부 사정
사정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인공호흡기 연

결시에는 양쪽 chest wall이 올라오는

지 관찰 

활력징후 측정 항목에 포함시킴(삭제)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소변

량의 변화를 확인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감시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

모세혈관차단압(PCWP) 감시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히 치

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에 포함시킴(삭제)

air mattress 기능 상태 확인 및 점검: 

작동여부 확인
air mattress 기능 상태 확인 및 점검

사정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의 출혈의 양, 

색깔, 출혈여부 관찰
수술부위 출혈여부 양, 색깔 관찰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

연결장치 및 기구관리: 작동여부, 세

팅 상태, 바테리 상태, pacing wire 

연결상태 확인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

결장치 및 기구 기능확인: 작동여부, 세

팅 상태, 바테리 상태, pacing wire 연결

상태 확인

수혈 후 용혈반응, 과민반응의 여부를 

알기 위해 활력증상, 의식상태, 동통

여부를 관찰하고 측정

수혈 관련 용혈반응, 과민반응 파악을 

위해 활력징후,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

찰하고 측정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

시간 마다 확인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

간 마다 확인
감시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

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검사 및 처치 후 해당 부위, 합병증, 과

민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사정

의식수준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확인

의식수준 및 지남력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지남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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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업무

범주

수정전 항목 추가․수정된 항목

수정

후 

업무 

범주

사지움직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근력의 변화 확인: 사지움직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사정

감각의 변화 확인(추가)

구토량의 양과 특성 관찰 및 감시: 혈

액유무, 시간 등

구토량의 양과 특성 관찰 및 감시: 혈액

유무, 시간 등

감

시

배설물의 양과 특성 관찰 및 감시: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무 등

배설물의 양과 특성 관찰 및 감시: 색, 

양, 냄새, 혈액, 점액 존재 유무 등

흉부배액관의 배액물의 양과 특성을 

관찰 및 감시

흉부배액관의 배액물의 양과 특성을 관

찰 및 감시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및 감시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

찰 및 감시

모

니

터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

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복막투석 감시: 배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피부관찰 항목의 도관주위 피부상태와 

중복-삭제)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

균형, 출혈증상, 탈수증상여부 감시
중복 항목-삭제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

의 자료를 모니터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임상검사

결과를 해석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임상검사

결과를 해석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

에게 수행된 처치, 각 검사, 수술동안

의 환자상태 점검

챠트 보기: 매 근무조마다 주기적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상태 종합적 검토

호흡

관리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확인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 보조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동일

양

관리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

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척

feeding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 위

관을 세척(위장관 통한 약물 주입항목이 

투약관리 역에 있음)

동일

배 설 

및 배

액관리

유치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동일
배설물 처리 배설물 버리기

배액물 처리 배액물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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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업무

범주

수정전 항목 추가․수정된 항목

수정

후 

업무 

범주

안전

관리

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

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필요시 흡인

전 산소를 공급하고, 흡인시간은 1회 15

초 이내로 하고, 총 흡인시간이 3분을 

넘지 않도록 하기

동일

투약

필요시 약물 주입: 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Nocuron, dormicum 

등

처방없이 간호사의 판단하에 필요한 약

물 주입: 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Nocuron, dormicum 등

동일

일반적인 정맥 주사 : 정맥혈관에 의

해 약물투여하기 위해 준비, 투여

(side shooting)

정맥 주사 준비 

IV Shooting(side shooting)을 통한 정맥

주사

수액병교환

수액세트 교환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을 통한 

수액을 공급과 관련된 수액교환, 수액

세트 교환

정맥 주사 속도조절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Infusion pump기구를 이용하여 정맥

수액과 약물 투여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처방없이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

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질내 투약(추가)

기록 

및

보관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

에 보냄
삭제

동일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증명서, 중환자실 기록지, 전실․전과

시 기록지 준비 등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수

혈폐기요청서, 증명서, 중환자실 기록지, 

전실․전과시 기록지 준비 등(추가)

전달

업무
식사배선 참여 식사배선 참여

양

관리

의사

소통

대상자에게 눈맞춤, 몸짓, 신체접촉, 얼

굴표정 등의 비언어적 기술과 언어적 기

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경청(추가)

의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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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80%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낸 간호업무

번호 범주 80% 미만의 합의율을 나타낸 간호업무 타당도
삭제

여부

1
측정 및 

관찰

심음청진 79 유지

2

Chest X-ray 확인: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

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74 유지

3 모니터
혈액투석 감시: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79 유지

4 호흡관리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50 삭제

5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62 삭제

6 인공호흡기 모드 조정 67 삭제

7

양관리

식사보조 79 삭제

8 비위관 제거 72 삭제

9 완전비경구 양 준비 70 삭제

10 완전비경구 양 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 75 삭제

11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78 유지

12

배설 및 

배액관리

관장 76 유지

13 방광세척 69 삭제

14 방광세척을 보조 75 유지

15 변기사용을 보조 79 유지

16 배설물 버리기 75 삭제

17 배액물 버리기 75 삭제

18 Chest bottle 교환 67 삭제

19 Chest bottle 비우기 67 삭제

20 Suction bottle 교환 67 삭제

21 Suction botle 비우기 63 삭제

22
위생관리

침상교환 및 정리 79 유지

23 머리감기기 7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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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모 58 삭제

25 침상목욕 77 삭제

26 검사물 

채취

필요시 ABGA실시: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69 삭제

27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74 유지

28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

A-line을 삽입 57 삭제

29 A-line을 제거 후 압박 66 삭제

30 중심정맥관 제거시 보조 및 정리 78 삭제

31 흉곽내 배액관 제거시 보조 및 정리 78 삭제

32 심초음파 준비 및 보조 72 삭제

33

피부 및 

상처관리

단순 드레싱 교환 74 삭제

34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50 삭제

35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67 삭제

36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53 삭제

37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 66 삭제

38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65 삭제

39 감염관리 우유병소독 77 삭제

40
투약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상태에 따른 약물 속도 

조정
74 삭제

41 수혈시작 79 유지

42
교육 및 

지지
보호자에게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79 삭제

43 기록 및 

보관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79 유지

44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79 삭제

45

물품관리

각종 기구 세척 후 소독액에 담궈 놓기 76 삭제

46
소모품 만들기: 소아용 소변주머니, 차광세트, 수

액세트 등
67 삭제

47
의사소통

관련부서보고: 약제과, 임상병리과, 양과, 원무

과, 진단방사선과, 협의회 등
79 삭제

48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78 유지

49 양관리 식사배선참여 7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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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간호업무 규명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를 분석한 후 예비 간호업무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심

장외과 중환자실의 총 22개 업무범주 231개의 항목의 간호업무를 규명하 다(참조 

표 14). 

<표 14> 최종 규명된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업무

범주  간호업무

사

정

활력징후 측정: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 

:혈압변화,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인공호흡기 연결시에는 양쪽 chest wall이 올라오는지 

관찰), 청색증, 발열 여부 사정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복부 팽만 확인 및 장음청진

체중측정

혈당측정

심박출량 측정

L-tube의 배액량 측정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호흡음 청진

Nebulizer 기능 및 상태 확인

심음 청진

흉통 유무 확인: 통증부위, 강도, 유형, 기간, 유발요인 등 사정

중심정맥압 측정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말초체온) 관찰

피

부

관

찰

주사부위 

복막투석 주위 피부(부종, 발적, 압통) 

산소포화도 센서 주위 

억제대 부위 

배액관 주위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물, 괴사조직의 특성 관찰

air mattress 기능 상태 확인 및 점검

수술 상처 부위 (출혈, 혈종)관찰

수술부위 출혈여부 양, 색깔 관찰

흉관 제거시 기흉, 감염, 피하기종 등 관찰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 기능확인: 작동여부, 세

팅 상태, 바테리 상태, pacing wire 연결상태 확인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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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업무

수혈 관련 용혈반응, 과민반응 파악을 위해 활력징후,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

찰하고 측정

완전비경구 양(TPN)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검사 및 처치 후 해당 부위, 합병증, 과민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통증 및 불편감 사정

의식수준 및 지남력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지남력 확인

근력의 변화 확인: 사지움직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감각의 변화 확인

동공반사 관찰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찰

Chest X-ray 확인: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감

시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EKG 경보음을 “on” 상태로 세팅
각종 라인 유지 및 감시:A-line, central line, Swan-Ganz catheter, 

LA catheter, rectal temperature line 등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심박출량 감시: 핍뇨, 말초체온 저하, 혈압하강, 대사성 산증 감시

pulse Oxymetry 적용하여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술 후 합병증 감시 :출혈, 부정맥, 저심박출량 증상, 핍뇨, 심장압전, 울혈성 

심부전, 빈맥, 서맥, 고열 등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경보음을 관찰하고 환자의 상태와 비교

응급검사 결과 확인: ABGA, ACT, PT,PTT, S/electrolyte 등

약물주입 속도 및 용량 감시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다 확인

Infusion Pump 경보음 감시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IABP(Intra Aortic Ballon Pum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박리증상 여부 감시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임상검사결과를 해석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임상검사결과를 해석

구토량의 양과 특성 관찰 및 감시: 혈액유무, 시간 등

배설물의 양과 특성 관찰 및 감시: 색, 양, 냄새, 혈액, 점액 존재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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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배액관의 배액물의 양과 특성을 관찰 및 감시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및 감시

챠트 보기: 매 근무조마다 주기적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상태 종합적 검토

호

흡

관

리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용한 거담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기관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고 드레싱과 끈

을 교환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 보조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기도내관 재고정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침상 옆에 기관삽관 준비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크 사용

가습기를 제공

산소Hood 사용

Nebulizer 사용

인

공

호

흡

기 

사

용

인공호흡기의 기능 점검: 환자에게 적용전 test lung을 사용하여 점검

인공호흡기의 Nebulizer의 물높이를 점검하여 증류수를 교환

인공호흡기의 서킷에 고인 수분을 수시로 제거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인공호흡기 서킷 교환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크를 접착시켜 ambu bag사용

기도내관 흡인(suction)시 ambu bag사용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

활력징후 유지 및 순환증진을 위해 침대높이 조정: head up/down

색전예방(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질식 예방: 침상머리를 상승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

심호흡 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폐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을 장려

기침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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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관

리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위장관 삽입을 보조

위관 

양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척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환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소아의 인공수유: 인공우유를 우유병을 이용하여 소아에게 공급

배

설

및

배

액

관

리

관장

유치도뇨관 삽입

유치도뇨관 제거

방광훈련: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적용한 환자에게 정상적인 배뇨양상회복을 위해 소변

을 참는 능력과 소변 보유능력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방광세척을 보조

변기사용을 보조

기저귀, 패드 교환: 스스로 배변, 배뇨조절이 어려운 환자, 질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게 

기저귀, 패드를 착용하도록 돕고 스스로 교환이 어려운 환자일시 돕기

구토시

간호

구토물 처리

수분공급: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한하고 30분 동안 구

토가 없을 때 시행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Gomco, Wall, Emerson): 배액관을 통한 배액에 막힘

이 없는지, 기구의 기능이 원활한지 관찰, 원활한 배액 유지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수술 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

기동성

관리

단순체위변경 돕기: X-ray 검사시 환자이동 보조 포함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Bed ambulation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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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관

리

구

강

간

호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입술에 수용성젤리나 윤활제(예:바세린)를 바르는 일반구강간호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히비탄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눈

간

호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음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환의교환

침상교환 및 정리

머리감기기

부분적으로 얼굴과 사지를 닦기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히비탄 희석액를 이용하여 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회음부위를 앞에서 뒤쪽으로 닦기

안

전

관

리

억제대 착용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림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이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지, 감염여부

흡인 

예방

feeding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앉아서 식사하도록 하기
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필요시 흡인전 

산소를 공급하고, 흡인시간은 1회 15초 이내로 하고, 총 흡인시간이 3분을 넘지 않

도록 하기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시 돕기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시 돕기

체

온

관

리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질: 얼음주머니 대주기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Radiant Heater) 사용

Thermo mattress(K-thermia, Blanketrol) 적용

미온수로 사지를 닦아주기

검

사

물

채

취

정맥채혈

A-line을 이용한 채혈

채뇨, 채변, 객담 채취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상처배양, 혈액배양, tip 배양 등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보조: 상처배양, 혈액배양, tip 배양 등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물에 대한 임상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물을 채취하기 위해 준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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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치

의 

준비

 및 

보조

수

술

전

준

비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환자정보파악: 수술내용, 심장, 신장기능, 출혈여부 등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 Ventilator, Monitor, Suction기, 

Pacemaker, Defibrillator 등

약품준비: 지시된 수액, 항생제, 전해질 보정액(KCL 용액, NaHCO3) 등

기타준비: 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pressure monitoring kit

  라

  인

  관

  리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삽입 준비 및 보조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삽입 준비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비 및 보조

피

부

및

상

처

관

리

기저귀 발진 간호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하고 부종이 있을 경우 2

시간마다 체위변경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

배위(supine position)을 취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거나 대퇴부위 

밑을 베개나 ring으로 지지

발의 foot drop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rd나 베개를 이용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 욕창을 간호

(duoderm, 생리식염수 세척, 파우더, 실마진 드레싱 등)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승시켜 유지

피부 및 등 마사지 

모래주머니적용: 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감

염

관

리

방문객/외부인 제한: 감염획득,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객의 수 제한

무균법: 가운, 마스크, 모자 적용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환자 간호활동 

전후에 손을 씻기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병원 환경의 감

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전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격리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된 물질을 다룰 시 소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록 하며, 

감염 환자의 적출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하여 따로 격리되어 버려지도록 

함

분리수거: 주사바늘과 주사기, 앰플, 수액병, 수액세트 등을 분리하여 버림

정해진 주기에 따라 도뇨관 및 소변 주머니를 교환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각종 라인(정맥주사 수액세트, 3- way 라인 등)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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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약

관

리

투약준비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 주사

처방없이 간호사의 판단하에 필요한 약물 주입: 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Nocuron, Dormicum 등

피부반응검사: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

정맥주사 준비

정맥주사 삽입 

IV Shooting(side shooting)을 통한 정맥주사

수액병교환

수액세트 교환

정맥 주사 속도조절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수혈 전 혈액 확인

수혈 시작

위장관 통한 약물주입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프레이)

점적 투약(눈, 귀)

경구 투약

질내 투약

항문 투약

정맥주사제거

교

육

및

지

지 

간호 학생 교육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사 교육

환자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설명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한 응대

정서적지지

임종

간호
사후처치

기록

및

보관

중환자실 입실 동안의 대상자의 OPD, 일부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수혈폐기요청서, 증명서, 중환자실 기록지, 

전실․전과시 기록지 준비 등

간호기록지 기록: 의식수준, 투약, 섭취량, 배설량, 활력증상, 검사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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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입력: 처방입력, 약속처방, 주사처방, 재료대처방 , 간호관리 처치처방등록, 환

자별 실시등록/조회: 검사결과 조회/출력: 처방 출력, 바코드 출력)

의사의 처방을 확인

의사의 응급, 구두 처방(Done order) 처리

마약관리 및 기록

주사약 장부 기록

혈액반환 slip을 chart에 보관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결과지 chart에 보관

EKG출력하여 chart에 보관

물품

관리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납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계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E- Box 관리: 응급 cart의 내용물 검토 

환경

관리

간호사실, 휴게실, 소독물실 등 청결 유지: 일반적인 정리정돈

침상주변 및 work table 정리

의

사

소

통

  인

  수

  인

  계

환자 인수인계: 근무교대시간에 환자정보를 다른 간호사에게 교환

전실, 전과 시 환자 인수인계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인계 등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를 감시하여 의사에게 알림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전 달

업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뢰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약제과(응급약)의뢰

원무과(변경사항)의뢰

혈액은행 혈액 의뢰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석)

전화응대 및 호출, 인터폰 응대

대상자에게 눈맞춤, 몸짓, 신체접촉, 얼굴표정 등의 비언어적 기술과 언어적 기

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경청

평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수행된 간호중재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전문직

개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동료나 후배의 자문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 집담회 등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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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실제적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는 고유의 간호업무 외에도 의사의 처방을 이행

하는 업무 및 협동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활

동 분석에 대한 연구는 현재 국내에 부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특수한 간호단위인 심장

외과 중환자실 간호활동 분석의 시도는 큰 의미를 가지며, 계속적인 반복연구를 통하

여 각 간호단위의 간호활동을 규명하는 작업은 심혈관계 간호 실무에서의 표준을 설

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호활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박정호(1988)의 연구에서는 총 16개 역의 128개

의 간호행위를 포함하는 도구를 개발하 고, 김길엽(2001)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

서 발생 가능한 직접간호활동은 13개 역인 호흡간호, 운동 및 활동, 개인위생, 배설

간호, 투약, 관찰 및 측정, 양간호, 안전간호, 의사소통 및 교육,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특수 간호, 응급간호, 임종간호로 세분화하여 목록화 하 다. 박정호 외 4인

(2000)은 한국 표준 간호행위의 분류틀을 제시하 는데, 12개 간호 역인 호흡, 

양, 배설, 운동 및 자세유지, 안위간호, 위생, 안전, 의사소통, 적 간호, 상담 및 교육, 

투약, 정보 및 운 관리 의 역으로 구분하여 총 136개의 간호행위를 규명하 다.   

   본 연구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특성에 맞게 간호과정의 틀에 맞추고, 동시에 각각의  

간호활동은 기능적 특성에 역으로 구분하여 22개 업무범주 231개의 간호활동을 규

명하 다.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간호활동 분류는 병동을 중심으로 한 임상간호 활

동을 규명하여 분류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수간호현장인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서의 간호활동목록의 제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추후 심장외과 중환자

실 일반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근간으로 한 특수간호수가 산정작업이 뒤따라야 

하며,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검증방법도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지를 통해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의 수행도가 없는 간호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간호단위의 운 상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 다. A기관의 심장외과 중환자에

서의 수행도가 없는 간호활동은 PCWP측정, 심박출량 측정, 심음청진, 자가호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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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복되면 기관내 삽관 제거, 인공호흡기 모드 조정, chest X-ray 확인, A-line 삽

입, A-line 제거, 중심정맥관 제거,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 수술 부위/ 상처 드레싱 

교환,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hest bottle 교환, 상처배

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등의 항목이었는데, 이 항목은 동료의료진인 의사나 흉부외과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uction bottle 교환이나 우유병소독, 소모품 만들기의 항목은 A기관

의 간호단위에서는 보조원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도뇨, 잔뇨량 측정, 헤파린 락을 통한 정맥주사, 삭모, 인공눈물 점적 등의 항목

은 해당간호단위에 case가 없어서 해당되는 항목의 수행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물품비품 점검 및 반납확인, 물품수리의뢰, 간호단위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 의뢰 점검,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 간호부내 회의 참석, 관련부서보

고 등은 수행도의 결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 항목들은 주로 수간호사의 업무로 표시

하 다. B기관에서는 삭모, 항색전스타킹 사용, 단순도뇨, 잔뇨량 측정, 방광세척, 

chest bottle 비우기, 모래주머니 적용, 주사약 장부 기록 등의 항목은 해당 간호단위

에서 case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침상목욕, 방광훈련 등의 항목은 심장외과 중

환자실의 특성상 개심술 직후의 환자가 1-2일이 지나면 환자상태가 양호해지면 곧바

로 병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의 case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B기관의 경우 대략 1년전 부터 Swan-Ganz 카테타의 삽입이 행해지고 있는 환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심박출량 측정, 심박출량 감시, 폐모세관 차단압 측정의 

항목은 간호활동 수행도가 ‘거의 없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인 간호활동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기록 이었고, 그 다음은 활력징후 측정, 심장의 이상상태를 

EKG를 통해 감시, 투약준비 등으로 336개의 NIC목록을 이용하여 일반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간호중재 사용빈도 조사(Yom, 1995)에서 중환자실 간호중재에서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된 간호중재는 산소요법, 비경구 약물투여, 정맥주사요법, 의료장비관리, 

낙상예방, 체온조절, 검사물관리, 활력징후 관찰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실제로 환자에게 수행한 간호활동을 직접 관찰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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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간호사들이 간호활동을 얼마나 수행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주관적 

조사방법과의 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기록지 기록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간호기록은 대상자의 

상태, 중재의 내용, 중재에 대한 반응 등을 다른 간호사나 의료진과 의사소통하고, 법

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위로 표현한 이은주(2001)의 보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김문숙(1997)이 보고한 심혈관계 중환자에서 간호중재빈도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활력징후 관찰(601회)이며 그 다음이 부정맥관리(309회)라

고 한 것은 본 연구에서 활력징후 측정(172회)과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167회)의 항목이 전체 빈도의 우선순위 2, 3위를 차지

해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와 간호에 중점을 둔 심혈관계 간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심박출량 측정 및 PCWP측정의 경우 A기관에서는 의사의 행위로 관찰되었으며 B

기관의 경우 스완-갠즈 카테타를 삽입하고 나오는 환자가 최근에 들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다. 혈액투석환자나 혈액여과를 시행하는 환자인 경우 심장외과 중환자

실이 아닌 인공신장실로 환자를 이동하거나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직접 중환자실에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집중 감시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은 간호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관찰시에도 볼 수 없었던 항목으로 나타났다.

   기관내 삽관제거의 경우 동료 의료진의 환자치료 계획에 따라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A 기관의 경우 삽관자체는 동료 의사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있었다. 구강간호의 경우 붕산수 대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회

음부 간호는 병원 자체적으로 제작한 foley betadine 용액이나 히비탄 희석액을 이용

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관찰을 통해 발견된 주목할 만한 사항은 A기관에서 의사나 흉부외과 전문 간호사

에 의해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서 수행도가 거의 없는 간호활동의 대부분이 

B기관에서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각 

기관의 운 상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운 상의 특성에 따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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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을 받은 흉부 외과 전문 간호사의 업무는 본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의 업무 

관찰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두 기관에서 특수교육을 시켜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간호사의 간호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의 실제 간호업무의 

빈도가  약간 낮게 조사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Giovannetti(1989)는 대부분의 간호활동이 의사의 처방, 간호부서, 기관 및 간호단

위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서 각 단위별, 각 기관별 시행되고 있는 간호활동에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각 기관의 운 상의 특성으로 인해 일

반간호사의 간호활동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가 하는 일이 침상정리부터 기관내 삽관제거

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유광수(1997)는 간호사의 업무를 독자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책임한계를 논함에 있어서 간호사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업무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다. 또한 간호사의 업

무를 간호사의 절대적 간호행위와 상대적 의료행위와 상대적 간호행위로 분류하 는

데, 상대적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의 지식 기술로서 행하는 의료행위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80%미만의 합의율을 보인 항목 중 일부 보조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간호활동인 ‘기관내 삽관제거’, ‘인공호흡기 모드조정’, ‘방광세척’, 

‘chest bottle 교환’, ‘A-line을 삽입’,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수혈시작’, ‘비위

관 제거’, ‘완전 비경구 양 정맥천자 부위 드레싱 교환’, ‘필요시 ABGA 실시’, 

‘A-line 삽입 및 제거’, ‘단순 드레싱 교환’,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환자상태에 따른 약물 속도 조정’, ‘보호자에게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등의 항목들이  이 분류에 속한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지만, 식사보조나, 관장, 침상

교환 및 정리, 배설물 처리, 배액물 처리, 삭모, 우유병 소독, 각종 기구 세척 후 소독

액에 담궈 놓기, 소모품 만들기, 식사배선 참여 등의 항목은 주로 보조 인력에 의해서

도 수행이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80% 미만의 합의율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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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는 보조 인력이 할 수 있는 업

무부터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의 지식 기술로서 행하는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지

식 기술에 의해서 행하는 독자적인 간호활동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성이 낮은 업무는 보조 인력에게 위임하고,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병원

의 운 상의 특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의 지식기술로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사가 위임한 업무로 명확하고 투명한 업무 규정을 통하여 간호

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장외과 중환자실 업무상의 특성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order)없이 긴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상태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시

간을 촉박하게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의사의 처방만을 기다릴 경우에

는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의사의 처방없이 행해지고 있

는 업무의 경계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업무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인 간호행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운 상의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 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의사가 자신의 업무를 분담시키려면 진료업무의 성격상 간호사에게 위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 업무를 현실적으로 의사가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

운 경우에 인정된다.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의 특성상 의사의 업무 상당부분

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지만 자의적인 위임 및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임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개 이러한 경우 간호

사들은 역할갈등과 억울함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 이유는 업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는 건강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문인이면서도 간호사를 위한 단독법이 없기 때

문에  간호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

와 관련된 각종 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

므로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여서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며 전문직 간호단체를 통하여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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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이런 법령의 규정과 명확한 업무 규정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나

아가서는 간호사고로 인한 간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법 등 법령에 의한 전문 간호사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문 간 

호사가 각각 운 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 되고 있는 전문 간호사는 자격 기준 및 

양성방법 등이 각각 달라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간호사

와 구별되는 특별한 역할범위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활동을 질문지와 관찰법을 

이용하여 간호활동을 규명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업무 내용의 

틀을 제시하여 의사와의 업무소재에 관한 갈등을 줄이고 규명된 활동 중에서 다

른 전문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위임함으로서 간호사의 시간을 

보다 직접적인 환자간호에 할애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 궁극적으로 환자에 대

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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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내 종합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

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호활동을 규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

호사의 업무내용의 틀을 제시하여 업무표준의 설정과 간호업무 역할 정립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

사의 간호업무의 내용을 문헌고찰을 통해 28개의 업무범주에 따라 254개의 간호활동

으로 제시해 실제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간호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질문지와 관찰을 이용하여 22개의 역의 264개의 간호활동을 추출하여 전문가 집단

의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22개의 역의 총 231개의 간호활동을 추출하 다. 

   1단계로 2002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시내 및 경기도내 종합병원의 심

장외과 중환자실 2개 기관에서 간호사 22명을 대상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조사지를 이용하여 간호활동의 수행도를 분석하 다.  2단계로 2002년 4월 12일, 13

일, 15일, 17일 4일 동안 간호사 12명을 대상으로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여 간호활동

의 수행 빈도와 새로운 간호활동을 추출하 다. 3단계로 질문지법과 관찰법을 통해 

추출한 심장외과 중환자실 예비 간호활동을 전문가 집단 총 25인의 내용타당도를 검

증한 후 최종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내용의 틀을 확정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통해 측정 및 관찰, 모니터, 산소공급, 양, 배설 

및 배액, 기동성, 위생, 안전, 체온유지, 수술전 준비, 검사물채취, 각종처치의 준비 및 

간호, 피부 및 상처간호, 감염관리, 투약, 상담 및 교육, 임종간호, 기록 확인, 환자 인

수인계, 물품관리,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의사소통, 교육, 의사처방 확인, 전달업무, 

평가, 전문직 개발의 총 28개 역의  254개 간호활동이 결정되었다.

 결정된 항목을 기반으로 간호활동별 수행도와 수행 빈도를 조사한 결과 28개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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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로 모니터 641회(19.5%), 측정 및 관찰이 554회(16.8%), 기록 확인 527회

(16.0%) 순이었고, 24개의 새로운 간호활동이 추출되었다.

   수정 보완된 심장외과 중환자실 예비 간호업무 22개 범주별 264개 간호 활동을 전

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총 264문항 중 215문항에서 80%이상의 합의

율을 보 으며 80%미만의 합의율이 낮은 항목은 수정  삭제하 다. 

   내용타당도를 통해 작성된 최종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의 틀은 사정, 감시, 호

흡관리, 양관리, 배설 및 배액 관리, 기동성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체온관리, 검

사물채취,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 피부 및 상처 관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교육 및

지지, 임종간호, 기록 및 보관, 물품관리, 환경관리, 의사소통, 평가, 전문직개발의 22

개 업무범주의 총 231개 간호활동으로 작성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제시된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로서 부적절하고 타

당하지 않은 몇 가지의 간호활동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간호업무의 내

용을 기준으로 심장외과 중환자실 실무 표준화와 업무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간호업

무 시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줄여 보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 간에도 그 상태에 따라 간호요구도가 수시  

   로 변하며 환자간의 간호요구도 차이가 크므로, 환자분류에 따른 간호활동     

   규명이 추후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개발된 간호업무범주와 항목을 적용하여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수가를 마련하  

    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3) 흉부외과 전문 간호사의 역할정립과 표준화된 전문 간호사 훈련과정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4)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업무의 항목과 업무내용의 틀을 참조하여 심장외         

    과 중환자실의 업무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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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활동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어질 것이오니,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 4.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고 유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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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별:  □ 남   □  여

연령: 만 ______세(      년생)

결혼상태:  □ 미혼 □ 기혼    

최종학력:    □ 전문대 □ 학사    □ 석사     □ 박사

총 근무경력: ________년 ______개월

심장외과 중환자실 근무경력: _________년  ______개월

다음은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현 간호업무 활동의 수행도

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각 항목의 적합성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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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질문지 

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1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2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3 장음청진

4 체중측정

5 혈당측정

6 심박출량 측정

7 L-tube의 배액량 측정

8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9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10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11 호흡음 청진

12 심음 청진

13 흉통 유무 확인

14 중심정맥압 측정

15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혈

관차단압(PCWP) 측정

16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관찰

17 주사부위 피부 관찰

18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19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물, 괴사조직

의 특성 관찰

20 수술 상처 부위 관찰

21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의 출혈의 양, 색깔, 

출혈여부 관찰

22 흉관 제거시 기흉, 감염, 피하기종 등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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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23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

찰

24
수혈 후 용혈반응, 과민반응의 여부를 알기 위해 

활력증상,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찰하고 측정

25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

다 확인

26
완전비경구 양(TPN)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27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반응, 정

서적 상태 관찰

28 통증 및 불편감 사정

29
의식수준과 사지움직임을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30 동공반사 관찰

31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찰

32

Chest X-ray 확인: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33 구토량, 혈액유무, 시간, 특성관찰

34 배설물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무 관찰

35 배액물 양, 색 관찰

36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37

모

니

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

해 계속적으로 감시

38
각종 카테타(A-line, central line, S-G 

catheter, LA catheter) 유지

39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

하고 적절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40 심박출량 감시

41
수술 후 합병증 감시:출혈, 부정맥, 저심박출

량증상, 핍뇨, 고열 등

42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43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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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44 응급검사 결과 확인 

45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46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

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47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

상, 탈수증상여부 감시

48

IAB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박리증상 여부 감시

49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

를 모니터

50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

를 모니터

51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에게 수행된 

처치, 각 검사, 수술동안의 환자상태 점검

52

중

재:

산

소

공

급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용한 거담

53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54
무균적 방법으로 기관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55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56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

부를 소독하고 드레싱과 끈을 교환

57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58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확인 및 기도

내관 고정돕기

59 기도내관 재고정

60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

에 기관내 삽관 제거

61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62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크 사용

63 가습기사용

64 산소Hoo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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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65 Nebulizer 사용

66
인

공

호

흡

기 

사

용

인공호흡기의 Dial은 정확하게 세팅함

67
인공호흡기의 Nebulizer의 물높이를 점검

하여 증류수를 교환

68 인공호흡기의 기능 정기적으로 점검

69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70
인공호흡기의 경보장치는 on 상태로 세팅

함

71 인공호흡기 mode 조정

72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크를 접착시켜 ambu bag

사용

73 기도내관 흡입시 ambu bag사용

74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

생술을 수행

75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관리

76
Vital sign 유지를 위해 침대높이 조정(head 

up/down)

77 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78

중

재:

양

식사보조

79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80 위장관 삽입을 보조

81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82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

량을 확인

83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84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

위관, 위관을  세척

85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

86 완전비경구 양(TPN)준비

87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환

88
완전비경구 양(TPN)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

환

89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90
소아의 인공수유: 인공우유를 우유병을 이용하여 

소아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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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91

중

재:

배

설

및

배

액

관장

92 단순도뇨

93 잔뇨량측정

94 유치도뇨

95 유치도뇨관 제거

96
방광훈련: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적용한 환자에게 정상

적인 배뇨양상회복을 위해 소변을 참는 능력과 소변 보

유능력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97 방광세척을 시행

98 방광세척을 보조

99 변기사용을 보조

100

기저귀, 패드 교환: 스스로 배변, 배뇨조절이 어려

운 환자, 질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게 기저귀, 패

드를 착용하도록 돕고 스스로 교환이 어려운 환

자일시 돕기

101 구토물 처리

102
질식을 예방하도록 침상머리를 상승시키고 고개

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

103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한하고 30

분 동안 구토가 없을 때 수분공급

104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105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Gomco, Wall, Emerson): 

배액관을 통한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기구의 기

능이 원활한지 관찰, 원활한 배액 유지

106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107 배설물 처리

108 배액물 처리 

109
수술 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

110 Chest bottle 교환

111 Chest bottle 비우기

112 Suction bottle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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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113
중재:

기

동

성

단순체위변경 돕기

114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115

중재

:

위생

구

강

간

호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116
입술에 윤활제(바세린 등)를 바르는 일

반구강간호

117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붕산수(boric 

acid)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18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

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19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20 vaseline gauze를 이용한 구강간호

121
눈

간

호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

서 바깥쪽으로 닦음

122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적

123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124 환의교환

125 침상교환 및 정리

126 머리감기기

127 삭모

128 침상목욕

129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붕산수를 이용하여 

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회음부위를 앞에서 뒤쪽

으로 닦기

130

중재

:

안전

억제대 착용

131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림

132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 이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지, 감염여부

133
흡입 예방: feeding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134
흡입예방: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

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135 Stretcher car를 이용한 환자이동

136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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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137
중재

:

체온

유지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질: 얼음주머니 대주기

138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 사

용

139 Thermo mattress 적용

140 미온수마사지

141

중재

:

수술

전   

간호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142
환자정보파악(수술내용, 심장, 신장기능, 출혈

여부 등)

143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Ventilator, 

Monitor, Suction기, Pacemaker, Defibrillator

144
약품준비:지시된 수액, 항생제, 전해질 보정액

(KCL 용액, NaHCO3 등)

기타준비: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145

146

중재

:

검사

물 

채취

정맥채혈

147 A-line을 이용한 채혈

148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149 채뇨, 채변, 객담 채취

150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151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보조

152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물에 대한 임상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

물을 채취하기 위해 준비, 채취

153

각종 

처치

의 

준비 

및 

간호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154 A-line 삽입

155 A-line을 제거

156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삽입보조

157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

158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시 간

호

159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삽입 준비

160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비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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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161

중

재:

피

부 

및 

상

처 

간

호

단순 드레싱 교환

162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163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164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165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

166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167 기저귀 발진 간호

168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

위를 변경하고 부종이 있을 경우 2시간마다 

체위변경

169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

사이나 등을 지지

170

배위(supine position)을 취할 경우 발꿈치 부

위에 roll을 적용하거나 대퇴부위 밑을 베개

나 ring으로 지지

171
발의 foot drop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rd

나 베개를 이용

172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

다 20도 정도 상승시켜 유지

173 피부 및 등 마사지 

174
모래주머니적용: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

고 예방

175

중

재:

감

염

관

리

방문객/외부인 제한:감염획득,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문객의 수 제한

176 무균법(가운, 마스크 적용)

177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환자 간호활동 전후에 손을 씻기

178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병원 환경의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

며, 전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 전파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격리

179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된 물질을 다룰 시 소

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록 하며, 감염 환자의 적출

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하여 따로 격리되어 

버려지도록 함

180
wound isolation technique: 상처간호시 감염

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균술을 이용

181 우유병소독

182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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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183

중

재:

투

약

투약준비

184 근육주사

185 피하주사, 피내 주사

186
필요시 약물(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등) 주입

187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

액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

188 정맥주사 삽입

189
일반적인 정맥 주사: 정맥혈관에 의해 약물투

여하기 위해 준비, 투여(side shooting)

190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

191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을 통한 수액을 

공급과 관련된 수액교환, 수액세트 교환

192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Infusion 

pump기구를 이용하여 정맥수액과 약물 투여

193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

도 조정

194 수혈 전 혈액 확인

195 수혈 시작

196 기관내 약물주입

197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프레이)

198 점적 투약(눈, 귀)

199 경구 투약

200 항문 투약

201 정맥주사제거

202

상

담 

및 

교

육 

심호흡 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폐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을 

장려

203 기침을 격려

204 bed ambulation 격려

205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206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한 응대

207 정서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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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208
임종

간호
사후처치

209

기

록

확

인

중환자실 입실 동안의 대상자의 OPD, 일부

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210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수술동의서, 증명서 

등)

211
간호기록지 기록 (의식수준, 투약, 섭취량, 배

설량, 활력증상, 검사결과 등) 

212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213 마약관리 및 기록

214 주사약 장부 기록

215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216 혈액반환 slip을 chart에 보관

217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결과지 chart에 보관

218
환자 

인수

인계

환자 인수인계: 근무교대시간에 환자정보를 

다른 간호사에게 교환

219 전실, 전과 시 환자 인수인계

220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인계 등

221

물

품

관

리

처치 및 재료대, 주사처방전 발행 및 정리

222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납

223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계

224 물품 수리 의뢰

225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226
소독 물품 정리 및 청구: 유효기간이 지난 물

품과 소독할 물품에 대한 소독 의뢰

227 각종 기구 세척

228 소모품 만들기

229 E- Box 관리: 응급 cart의 내용물 검토 

230
시설

물관

리

간호단위 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의

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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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

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4-5일에 

한 번 

한다

2-3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231
환경

관리

간호사실, 처치실, 소독물실 등 청결 유지

(일반적인 정리정돈)

232

의

사

소

통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보고

233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

원과의 협의

234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235
관련부서보고(약제부, 임상병리과, 양과, 원

무과, 진단방사선과,협의회 등)

236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

석)

237 전화응대 및 호출

238
교

육

간호 학생 교육

239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사 교육

240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

241 의사

처방

확인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

242 의사의 응급, 구두 처방(Done order) 처리

243
전

달

업

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뢰

244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245 약제과(응급약)의뢰

246 원무과(변경사항)의뢰

247 식사배선참여

248 평

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수행

된 간호중재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249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250

전

문

직

개

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251 동료나 후배의 자문

252 전문직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253
자신의 간호경험사례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254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

교육, 병동집담회 등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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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해야 할 항목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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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업무 관찰 조사지 

날짜: 2002년 월  일 간호사이름:___________    관찰자: ______   관찰번호:____

관찰형태: _______   장소:___________      침상번호: ____    근무번: ____

환자명:___________  환자나이: ____세       성별: ____    수술명: _______    

 

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1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2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3 장음청진

4 체중측정

5 혈당측정

6 심박출량 측정

7 L-tube의 배액량 측정

8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9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10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11 호흡음 청진

12 심음 청진

13 흉통 유무 확인

14 중심정맥압 측정

15 폐모세혈관차단압(PCWP) 측정

16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관찰

17 주사부위 피부 관찰

18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19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물, 괴사조직의 특성 관찰

20 수술 상처 부위 관찰

21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의 출혈의 양, 색깔, 출혈여부 관찰

22 흉관 제거시 기흉, 감염, 피하기종 등 관찰

23 pace maker 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찰

24
수혈 후 용혈반응, 과민반응의 여부를 알기 위해 활력증상,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

찰하고 측정

25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다 확인

26 완전비경구 양(TPN)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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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27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28 통증 및 불편감 사정

29 의식수준과 사지움직임을 확인(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30 동공반사 관찰

31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찰

32 X-ray확인

구토량, 혈액유무, 시간, 특성관찰33

34 배설물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무 관찰

35 배액물 양, 색 관찰

36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37

모니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38 각종 카테타(A-line, central line, S-G catheter, LA catheter) 유지

39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40 심박출량 감시

41 수술 후 합병증 감시:출혈, 부정맥, 저심박출량증상, 핍뇨, 고열 등

42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43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44 응급검사 결과 확인 

45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46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47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증상여부 감시

48
IAB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박리증상 여부 감시

49 산-염기 균형을 규제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50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51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에게 수행된 처치, 각 검사, 수술동

안의 환자상태 점검

52

중재:

산소

공급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용한 거담

53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54 무균적 방법으로 기관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55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56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고 드레싱과 끈을 

교환

57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58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확인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59 기도내관 재고정

60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61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62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크 사용

63 가습기사용

64 산소Hood 사용

65 Nebuliz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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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66 인

공

호

흡

기 

사

용

인공호흡기의 Dial은 정확하게 세팅함

67 인공호흡기의 Nebulizer의 물높이를 점검하여 증류수를 교환

68 인공호흡기의 기능 정기적으로 점검

69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70 인공호흡기의 경보장치는 on 상태로 세팅함

71 인공호흡기 mode 조정

72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크를 접착시켜 ambu bag사용

73 기도내관 흡입시 ambu bag사용

74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

75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관리

76 Vital sign 유지를 위해 침대높이 조정(head up/down)

77 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78

중재:

양

식사보조

79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80 위장관 삽입을 보조

81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82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

83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84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척

85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

86 완전비경구 양(TPN)준비

87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환

88 완전비경구 양(TPN)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

89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90 소아의 인공수유

91

중재:

배

설

및

배

액

관장

92 단순도뇨

93 잔뇨량측정

94 유치도뇨에 따른 간호절차시행

95 유치도뇨관 제거

96
방광훈련: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적용한 환자에게 정상적인 배뇨양상회복

을 위해 소변을 참는 능력과 소변 보유능력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97 방광세척을 시행

98 방광세척을 보조

99 변기사용을 보조

100

기저귀, 패드 교환: 스스로 배변, 배뇨조절이 어려운 환자, 질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게 기저귀, 패드를 착용하도록 돕고 스스로 교환이 어려운 

환자일시 돕기

101 구토물 처리

102
질식을 예방하도록 침상머리를 상승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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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103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한하고 30분 동안 구토가 없을 때 

수분공급

104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105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Gomco, Wall, Emerson): 배액관을 통한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기구의 기능이 원활한지 관찰, 원활한 배액 유지

106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107 배설물 처리

108 배액물 처리 

109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

110 Chest bottle 교환

111 Chest bottle 비우기

112 Suction bottle 교환

113 중재:

기동성

단순체위변경 돕기

114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115

중재:

위생

구

강

간

호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116 바세린을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117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붕산수(boric acid)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18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19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20 vaseline gauze를 이용한 구강간호

121 눈

간

호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음

122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적

123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124 환의교환

125 침상교환 및 정리

126 머리감기기

127 삭모

128 침상목욕

129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붕산수를 이용하여 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회음부위를 앞에서 뒤쪽으로 닦기

130

중재:

안전

억제대 착용

131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림

132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이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지, 감염여부)

133
흡입 예방: feeding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134
흡입예방: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

방

135 Stretcher car를 이용한 환자이동

136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

137
중재:

체온

유지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질

138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 사용

139 Thermo mattress 적용

140 미온수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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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141

중재:

수술

전,후  

 간호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142 환자정보파악(수술내용, 심장, 신장기능, 출혈여부 등)

143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Ventilator, Monitor, Suction기, 

Pacemaker, Defibrillator

144 약품준비:지시된 수액, 항생제, 전해질 보정액(KCL 용액, NaHCO3 등)

기타준비: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145

146

중재:

검사물 

채취

정맥채혈

147 A-line을 이용한 채혈

148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149 채뇨, 채변, 객담 채취

150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151 상처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보조

152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물에 대한 임상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물을 채취하기 위해 준비, 채취

153

각종 

처치의 

준비 

및 

간호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154 A-line 삽입

155 A-line을 제거

156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삽입보조

157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

158 Central vein catheter 제거시 간호

159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삽입 준비

160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비 및 보조

161

중재:

피부 

및 

상처 

간호

단순 드레싱

162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163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164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165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

166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167 기저귀 발진 간호

168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하고 부종이 있을 

경우 2시간마다 체위변경

169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

170
배위(supine position)을 취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거나 대

퇴부위 밑을 베개나 ring으로 지지

171 발의 foot drop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rd나 베개를 이용

172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승시켜 유지

173 피부 및 등 마사지 

174 모래주머니적용: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175

중재:

감염

관리

방문객/외부인 제한

176 무균법(가운, 마스크 적용)

177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환자 간

호활동 전후에 손을 씻기

178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병원 환경

의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전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 전파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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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179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된 물질을 다룰 시 소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록 

하며, 감염 환자의 적출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하여 따로 격리되어 

버려지도록 함

180
wound isolation technique: 상처간호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균술

을 이용

181 우유병소독

182 분리수거

183

중재:

투약

투약준비

184 근육주사

185 피하, 피내 주사

186 필요시 약물(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등) 주입

187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

188 정맥주사 삽입(IV start)

189
일반적인 정맥 주사: 정맥혈관에 의해 약물투여하기 위해 준비, 투여(side 

shooting)

190 Heparine lock을 통한 정맥주사

191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을 통한 수액을 공급과 관련된 수액교환, 

수액세트 교환

192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Infusion pump기구를 이용하여 정맥수

액과 약물 투여

193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194 수혈 전 혈액 확인

195 수혈 start

196 기관내 약물주입

197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프레이)

198 점적 투약(눈, 귀)

199 경구 투약

200 항문 투약

201 정맥주사제거

202

상담 

및 

교육 

심호흡 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폐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

기 위해 심호흡을 장려

203 기침을 격려

204 bed ambulation 격려

205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206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한 응대

207 정서적지지

208
임종

간호
사후처치

209

기록

확인

중환자실입실 동안의 대상자의 OPD, 일부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210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증명서)

211 간호기록지 기록 

212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마약관리 및 기록213

214 주사약 장부 기록

215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216 혈액반환 slip chart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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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번 빈도수

번 - 번

근무교대

시 빈도수

누구와 

함께
비고

217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결과지 chart에 보관

218 환자 

인수

인계

환자 인수인계

219 전실, 전과시 환자 인수인계

220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인계 등

221

물품

관리

처치 및 재료대, 주사처방전 발행 및 정리

222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납

223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계

224 물품 수리 의뢰

225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226 소독 물품 정리 및 청구: 

227 각종 기구 세척

228 소모품 만들기

229 E- Box 관리: 응급 cart의 내용물 검토 

230
시설물

관리
간호단위 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수리의뢰 점검

231
환경

관리

간호사실, 처치실, 소독물실 등 청결 유지

(일반적인 정리정돈)

232

의사

소통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보고

233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234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235
관련부서보고(약제부, 임상병리과, 양과, 원무과, 진단방사선과,협의회 

등)

236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석)

237 전화응대 및 호출

238

교육

간호 학생 교육

239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사 교육

240 간호단위내 보조원 관리 및 교육

241 의사

처방

확인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

242 의사의 응급, 구두 처방(Done order) 처리

243

전달

업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뢰

244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245 약제과(응급약)의뢰

246 원무과(변경사항)의뢰

247 식사배선참여

248
평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수행된 간호중재의 적절성과 효

과에 대한 평가

249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250

전문직

개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251 동료나 후배의 자문

252 전문직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253 자신의 간호경험사례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254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집담회등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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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업무 관찰 조사 지침서

1. 간호활동 중 준비항목이 따로 분리되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간호활동은 행위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정리할 때까지를 말한다.

2. 근무자가 겹치는 시간은 겹치는 시간에 수행되는 간호활동을 따로 표시한다.

3. 간호사가 출근해서 손을 씻고 들어선 후부터 간호활동 빈도수를 표시한다.

4.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는 동시에 양쪽 다 표시한다.

5. 간호사 이외의 사람과 함께 업무를 진행할 경우 “누구와 함께”란에 순서대로   

   기록한다.

6. 빈도수는  正자로 표시한다.

7. 항목에 표시된 부분 중 보완할 부분은 “비고”란에 기록한다.

8.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간호활동의 발견은 맨 뒷장에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다.

9. 관찰시 관찰자가 모호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간호활동이 끝난 후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 확인한 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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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간호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석

사과정생으로 현재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 업무분석’이

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자가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질문

지법과 관찰법을 통해 추출한 간호활동항목과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예

비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활동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의 간호활동이 적합한지를 실제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의

견이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업무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 5월

연구자 고 유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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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사항

성별:  □ 남   □  여

연령: 만 ______세(      년생)

결혼상태:  □ 미혼 □ 기혼    

최종학력:  □ 전문대□ 학사    □ 석사     □ 박사

총 근무경력: ________년 ______개월

심장외과 중환자실 근무경력: _________년  ______개월

2. 전문가 타당도를 위한 설문지

 다음의 각 항목을 읽으시고 각 간호활동내용이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

호사의 간호활동으로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

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중 선택하여 빠짐없이 ∨표 해주

십시오. 제시한 내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빈칸에 기록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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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계속)

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혈압하강, 호흡곤란, 청색증, 발열이 있는

지 사정

2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3 복부 팽만 확인 및 장음청진

4 체중측정

5 혈당측정

6 심박출량 측정

7 L-tube의 배액량 측정

8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소변량의 변화를 확인

9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10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인공호흡기 연결시에는 양쪽 

chest wall이 올라오는지 관찰 

11 호흡음 청진

12 Nebulizer 기능 및 상태 확인

13 심음 청진

14
흉통 유무 확인: 통증부위, 강도, 유형, 기간, 유발요인 

등 사정

15 중심정맥압 측정

16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혈관차단압

(PCWP) 감시

17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말초체온) 관찰

18

피부

관찰

주사부위 피부관찰

19 복막투석 주위 피부(부종, 발적, 통증) 관찰

20 산소포화도 센서 주위 피부 관찰

21 억제대 부위 상태 관찰

22 배액관 주위 피부(감염 증후)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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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23

측

정 

및

 

관

찰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24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물, 괴사조직의 특성 관찰

25 air mattress 기능 상태 확인 및 점검: 작동여부 확인

26 수술 상처 부위 (출혈, 혈종 )관찰

27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의 출혈의 양, 색깔, 출혈여부 관찰

28 흉관 제거시 기흉, 감염, 피하기종 등 관찰

29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관

리: 작동여부, 세팅 상태, 바테리 상태, pacing wire 연결

상태 확인

30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찰

31
수혈 후 용혈반응, 과민반응의 여부를 알기 위해 활력증

상,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찰하고 측정

32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다 확인

33
완전비경구 양(TPN)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34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35 통증 및 불편감 사정

36 의식수준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확인

37 사지움직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38 동공반사 관찰

39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찰

40
Chest X-ray 확인: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위치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41 구토량의 양과 특성 관찰: 혈액유무, 시간 등

42 배설물의 양과 특성 관찰: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무 등

43 흉부배액관의 배액물의 양과 특성을 관찰

44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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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45

모

니

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46 EKG 경보음을 “on” 상태로 세팅

47
각종 라인 유지 및 감시:A-line, central line, Swan-Ganz 

catheter, LA catheter, rectal temperature line 등

48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

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49
심박출량 감시: 핍뇨, 말초체온 저하, 혈압하강, 대사성 

산증 감시

50 pulse Oxymetry 적용하여 산소포화도 모니터

51
수술 후 합병증 감시 :출혈, 부정맥, 저심박출량 증상, 핍

뇨, 심장압전, 울혈성 심부전, 빈맥, 서맥, 고열 등

52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53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경보음을 관찰하

고 환자의 상태와 비교

54 응급검사 결과 확인: ABGA, ACT, PT,PTT, S/electrolyte 등

55 약물주입 속도 및 용량 감시

56 Infusion Pump 경보음 감시

57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

작용 감시

58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59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증상

여부 감시

60

IABP(Intra Aortic Ballon Pum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

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상, 대동맥 박리증상 여부 감시

61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62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63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에게 수행된 처치, 

각 검사, 수술동안의 환자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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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64

호

흡

관

리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용한 거담

65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66 기관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67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68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

고 드레싱과 끈을 교환

69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70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확인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71 기도내관 재고정

72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73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74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침상 옆에 기관

삽관 준비 

75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크 사용

76 가습기를 제공

77 산소Hood 사용

78 Nebulizer 사용

79

인

공

호

흡

기 

사

용

인공호흡기의 기능 점검: 환자에게 적용전 test 

lung을 사용하여 점검

80
인공호흡기의 Nebulizer의 물높이를 점검하여 증류수를 

교환

81 인공호흡기의 서킷에 고인 수분을 수시로 제거

82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83 인공호흡기 mode 조정

84 인공호흡기 서킷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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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85

호

흡

관

리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크를 접착시켜 ambu bag사용

86 기도내관 흡인(suction)시 ambu bag사용

87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

88
활력징후 유지 및 순환증진을 위해 침대높이 조정: head 

up/down

89 색전예방(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90
질식 예방: 침상머리를 상승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지

91
심호흡 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폐 등 호흡기 합병증

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을 장려

92 기침을 격려

93

양

관

리

식사보조

94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95 위장관 삽입을 보조

96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97

위관 

양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

을 확인

98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

을 중단

99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

관, 위관을  세척

100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

지

101 비위관 제거

102 완전비경구 양(TPN)준비

103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환

104 완전비경구 양(TPN)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

105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106
소아의 인공수유: 인공우유를 우유병을 이용하여 소아에

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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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07

배

설

및

배

액

관

리

관장

108 유치도뇨

109 유치도뇨관 제거

110
방광훈련: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적용한 환자에게 정상적인 배뇨양상

회복을 위해 소변을 참는 능력과 소변 보유능력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111 방광세척

112 방광세척을 보조

113 변기사용을 보조

114

기저귀, 패드 교환: 스스로 배변, 배뇨조절이 어려운 환자, 질 분비물

이 많은 환자에게 기저귀, 패드를 착용하도록 돕고 스스로 교환이 어려

운 환자일시 돕기

115
구토시

간호

구토물 처리

116
수분공급: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

한하고 30분 동안 구토가 없을 때 시행

117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118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Gomco, Wall, Emerson): 배액관을 통

한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기구의 기능이 원활한지 관찰, 원활

한 배액 유지

119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120 배설물 처리

121 배액물 처리 

122 수술 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

123 Chest bottle 교환

124 Chest bottle 비우기

125 Suction bottle 교환

126 Suction botle 비우기

127 기동

성

관리

단순체위변경 돕기: X-ray 검사시 환자이동 보조 포함

128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129 Bed ambulation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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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30

위

생

관

리

구

강

간

호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131
입술에 수용성젤리나 윤활제(예:바세린)를 바르는 일

반구강간호

132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히비탄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33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34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135 눈

간

호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

로 닦음

136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137 환의교환

138 침상교환 및 정리

139 머리감기기

140 삭모

141 부분적으로 얼굴과 사지를 닦기

142 침상목욕

143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히비탄 희석액를 이용하여 솜

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회음부위를 앞에서 뒤쪽으로 닦기

144

안

전

관

리

억제대 착용

145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림

146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이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지, 감염여

부

147
흡인 

예방

feeding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

하고 예방(앉아서 식사하도록 하기)

148
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

하고 예방

149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시 돕기

150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시 돕기



- 137 -

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51 체

온

관

리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질: 얼음주머니 대주기

152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Radiant Heater) 사용

153 Thermo mattress(K-thermia, Blanketrol) 적용

154 미온수로 사지를 닦아주기

155

검

사

물

채

취

정맥채혈

156 A-line을 이용한 채혈

157 필요시 ABGA 실시: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158 채뇨, 채변, 객담 채취

159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상처배양, 혈액배양, tip 배양 등

160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보조: 상처배양, 혈액배양, tip 

배양 등

161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물에 대한 

임상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물을 채취하기 위해 준비, 채취

162

각종 

처치

의 

준비

 및 

보조

수

술

전

준

비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163 환자정보파악: 수술내용, 심장, 신장기능, 출혈여부 등

164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 Ventilator, Monitor, 

Suction기, Pacemaker, Defibrillator 등

165
약품준비: 지시된 수액, 항생제, 전해질 보정액(KCL 용액, 

NaHCO3) 등

166

기타준비: 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pressure monitoring kit

167
 라

 인

 관

 리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168 A-line 삽입

169 A-line을 제거 후 압박

170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삽입 준비 및 보조

171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 시 보조 및 정리

172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삽입 준비

173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비 및 보조

174 흉곽내 배액관 제거시 보조 및 정리

175 심초음파 준비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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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176

피

부

및

상

처

관

리

단순 드레싱 교환

177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178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179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180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

181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182 기저귀 발진 간호

183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하고 부

종이 있을 경우 2시간마다 체위변경

184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

185
배위(supine position)을 취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

하거나 대퇴부위 밑을 베개나 ring으로 지지

186 발의 foot drop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rd나 베개를 이용

187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 욕창을 간호

(duoderm, 생리식염수 세척, 파우더, 실마진 드레싱 등)

188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

승시켜 유지

189 피부 및 등 마사지 

190 모래주머니적용: 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191

감

염

관

리

방문객/외부인 제한: 감염획득,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객의 수 제한

192 무균법: 가운, 마스크, 모자 적용

193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환자 간

호활동 전후에 손을 씻기

194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병원 환

경의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전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

195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된 물질을 다룰 시 소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

록 하며, 감염 환자의 적출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하여 따로 격리

되어 버려지도록 함

196 우유병소독

197
분리수거: 주사바늘과 주사기, 앰플, 수액병, 수액세트 등을 분

리하여 버림

198 정해진 주기에 따라 도뇨관 및 소변 주머니를 교환

199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각종 라인(정맥주사 수액세트, 3- way 라

인 등)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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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200

투

약

관

리

투약준비

201 근육주사

202 피하주사, 피내 주사

203
필요시 약물 주입: 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Nocuron, dormicum 등

204
피부반응검사: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

205 정맥주사 삽입

206
일반적인 정맥 주사: 정맥혈관에 의해 약물투여하기 위

해 준비, 투여(side shooting)

207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을 통한 수액을 공급과 관

련된 수액교환, 수액세트 교환

208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Infusion pump기구를 

이용하여 정맥수액과 약물 투여

209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210 수혈 전 혈액 확인

211 수혈 시작

212 위장관 통한 약물주입

213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프레이)

214 점적 투약(눈, 귀)

215 경구 투약

216 항문 투약

217 정맥주사제거

218

교

육

및

지

지 

간호 학생 교육

219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사 교육

220 보호자에게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221 환자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설명

222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한 응대

223 정서적지지

224
임종

간호
사후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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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225

기록

및

보관

중환자실 입실 동안의 대상자의 OPD, 일부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226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증명서, 중환자실 

기록지, 전실․전과시 기록지 준비 등

227
간호기록지 기록: 의식수준, 투약, 섭취량, 배설량, 활력

증상, 검사결과 등 

228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입력: 처방입력, 약속처방, 주사처방, 재료대처방 , 간호관리 처치처방

등록, 환자별 실시등록/조회: 검사결과 조회/출력: 처방 출력, 바코드 

출력)

229 의사의 처방을 확인

230 의사의 응급, 구두 처방(Done order) 처리  

231 마약관리 및 기록

232 주사약 장부 기록

233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234 혈액반환 slip을 chart에 보관

235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결과지 chart에 보관

236 EKG출력하여 chart에 보관

237

물품

관리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납

238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계

239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240 각종 기구 세척 후 소독액에 담궈 놓기

241 소모품 만들기: 소아용 소변주머니, 차광세트, 수액세트 등

242 E- Box 관리: 응급 cart의 내용물 검토 

243
환경

관리

간호사실, 휴게실, 소독물실 등 청결 유지

:일반적인 정리정돈

244 침상주변 및 work table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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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

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범주  간호활동 내용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245

의

사

소

통

  인

  수

  인

  계

환자 인수인계: 근무교대시간에 환자정보를 다른 간호

사에게 교환

246 전실, 전과 시 환자 인수인계

247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인계 등

248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를 감시하여 의사에게 알림

249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250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251
관련부서보고: 약제부, 임상병리과, 양과, 원무과, 진단

방사선과, 협의회 등

252

전달

업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뢰

253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254 약제과(응급약)의뢰

255 원무과(변경사항)의뢰

256 혈액은행 혈액 의뢰

257 식사배선참여 

258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석)

259 전화응대 및 호출, 인터폰 응대

260
평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수행된 간호중재

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261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262 전문

직

개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263 동료나 후배의 자문

264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 집담회

등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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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심장외과 중환자실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내용타당도 점수

          

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측

정 

및

 

관

찰

활력징후 측정: 혈압하강, 호흡곤란, 청색증, 발열이 있는지 

사정
97 

배변양상과 횟수 확인 88 

복부 팽만 확인 및 장음청진 88 

체중측정 87 

혈당측정 88 

심박출량 측정 79 

L-tube의 배액량 측정 84 

섭취량/배설량 측정(I/O check): 소변량의 변화를 확인 96 

부종 및 탈수 여부 확인 94 

호흡양상과 횟수 확인: 인공호흡기 연결시에는 양쪽 chest 

wall이 올라오는지 관찰 
96 

호흡음 청진 88 

Nebulizer 기능 및 상태 확인 87 

심음 청진 79 

흉통 유무 확인: 통증부위, 강도, 유형, 기간, 유발요인 등 사

정
93 

중심정맥압 측정 87 

Swan-Ganz 카테타가 있는 환자의 폐모세혈관차단압(PCWP) 

감시
81 

말초 순환상태(피부색, 부종, 청색증, 말초체온) 관찰 90 

피부

관찰

주사부위 피부관찰 95 

복막투석 주위 피부(부종, 발적, 통증) 관찰 92 

산소포화도 센서 주위 피부 관찰 92 

억제대 부위 상태 관찰 92 

배액관 주위 피부(감염 증후)관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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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측

정 

및

 

관

찰

정맥주사 상태 및 기능 확인 95 

욕창의 크기, 위치, 단계, 삼출물, 괴사조직의 특성 관찰 90 

air mattress 기능 상태 확인 및 점검: 작동여부 확인 86 

수술 상처 부위 (출혈, 혈종 )관찰 88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의 출혈의 양, 색깔, 출혈여부 관찰 91 

흉관 제거시 기흉, 감염, 피하기종 등 관찰 82 

인공심박조율기(artificial pace maker)연결장치 및 기구관리: 

작동여부, 세팅 상태, 바테리 상태, pacing wire 연결상태 확

인

88 

pacing wire 제거시 출혈여부, 부정맥 등 관찰 86 

수혈 후 용혈반응, 과민반응의 여부를 알기 위해 활력증상, 

의식상태, 동통여부를 관찰하고 측정
92 

완전비경구 양(TPN)시  주입속도 매시간 마다 확인 84 

완전비경구 양(TPN)주입시 고혈당, 저혈당, 수분과잉 

증상 관찰
84 

검사 및 처치 후 부위, 합병증, 과민반응, 정서적 상태 관찰 84 

통증 및 불편감 사정 88 

의식수준 확인: 혼수, 반혼수, 혼미, 혼돈, 명료 확인 93 

사지움직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89 

동공반사 관찰 90 

기억력, 집중력, 정서, 행동 등을 관찰 85 

Chest X-ray 확인:각종 line, Endotracheal tube, L-tube위치

확인 및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확인
74 

구토량의 양과 특성 관찰: 혈액유무, 시간 등 84 

배설물의 양과 특성 관찰: 색, 양, 냄새, 혈액 존재 유무 등 86 

흉부배액관의 배액물의 양과 특성을 관찰 90 

유치도뇨관의 배액에 막힘이 없는지 관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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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모

니

터

심장의 이상상태(리듬, 박동수)를 EKG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시 95 

EKG 경보음을 “on” 상태로 세팅 95 

각종 라인 유지 및 감시: A-line, central line, Swan-Ganz 

catheter, LA catheter, rectal temperature line 등
94 

침습적 혈액역동학적 감시: 심혈관계 기능을 결정하고 적절히 

치료를 조절하기 위해 BP, CVP, PCWP, LAP 등을 감시
93 

심박출량 감시: 핍뇨, 말초체온 저하, 혈압하강, 대사성 산증 

감시
96 

Pulse Oxymetry 적용하여 산소포화도 모니터 93 

수술 후 합병증 감시 :출혈, 부정맥, 저심박출량 증상, 핍뇨, 

심장압전, 울혈성 심부전, 빈맥, 서맥, 고열 등
95 

투약 후 가능한 신체반응 감시 91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관찰 및 감시: 경보음을 관찰하고 

환자의 상태와 비교
95 

응급검사 결과 확인: ABGA, ACT, PT,PTT, S/electrolyte 등 90 

약물주입 속도 및 용량 감시 94 

Infusion Pump 경보음 감시 92 

혈액투석 감시: 지속적인 투석을 위한 혈관유지, 약물투여, 

부작용 감시
79 

복막투석 감시: 도관주위의 피부상태, 배액의 양상, 복통여부 

등 감염과 출혈 등의 합병증 여부 감시
84 

혈액여과 감시: 감염,수분․전해질 불균형, 출혈증상, 탈수증

상여부 감시
82 

IABP(Intra Aortic Ballon Pump) 유지시 감시: 카테타 주위 

관류장애 증상, Balloon rupture 증상, 출혈 및 응고장애에 관한 증

상, 대동맥 박리증상 여부 감시

80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88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자료를 모니터 89 

챠트 보기: chart review를 통한 환자에게 수행된 처치, 각 

검사, 수술동안의 환자상태 점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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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호

흡

관

리

물리적 흉곽요법을 이용한 거담 83 

비구강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93 

기관내 흡입하여 기도내 분비물 제거 93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의 내관을 소독적으로 세척 85 

기관절개 환자 간호: 기관절개관 주위의 피부를 소독하고 드

레싱과 끈을 교환
85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필요한 물품준비 93 

기관내 삽관(Intubation)시 과정확인 및 기도내관 고정돕기 88 

기도내관 재고정 85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되면 간호사의 판단하에 

기관내 삽관 제거
50 

자가호흡능력이 회복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관내 삽관제거
62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침상 옆에 기관삽

관 준비 
89 

비강내 튜브 T-connect, 산소마스크 사용 86 

가습기를 제공 84 

산소Hood 사용 85 

Nebulizer 사용 85 

인

공

호

흡

기 

사

용

인공호흡기의 기능 점검: 환자에게 적용전 test lung을 

사용하여 점검
86 

인공호흡기의 Nebulizer의 물높이를 점검하여 증류수를 교환 87 

인공호흡기의 서킷에 고인 수분을 수시로 제거 91 

기도내관의 cuff 압력 점검 85 

인공호흡기 mode 조정 67 

인공호흡기 서킷 교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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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호

흡

관

리

심폐소생술시 안면마스크를 접착시켜 ambu bag사용 83 

기도내관 흡인(suction)시 ambu bag사용 86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 91 

활력징후 유지 및 순환증진을 위해 침대높이 조정: head up/down 90 

색전예방(embolus precaution):항색전스타킹 사용 81

질식 예방: 침상머리를 상승시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체위를 유

지
89 

심호흡 격려: Extubation 후 폐허탈, 무기폐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

방하기 위해 심호흡을 장려
94 

기침을 격려 94 

양

관

리

식사보조 79 

위장관삽입을 시행 및 시행 후 장음 청진 80 

위장관 삽입을 보조 81 

위장관 통한 음식주입 83 

위관 

양

feeding 전 비위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잔여량을 확인 92 

비위관,  위관을 통한 잔여량이 많은 경우, feeding을 중단 90 

feeding 전후, 약물 투여 전후에 소량의 물로 비위관, 위관을  

세척
89 

feeding 후 30-45분 정도 머리를 높게 한 체위를 유지 90 

비위관 제거 72 

완전비경구 양(TPN)준비 70 

완전비경구 양(TPN)시 감염예방 위해 주입관을 교환 81

완전비경구 양(TPN)정맥천자 부위 드레싱을 교환 75 

복막투석요법 준비, 시작, 끝내기 78 

소아의 인공수유: 인공우유를 우유병을 이용하여 소아에게 공급 83 

관장 76 

유치도뇨 82 

유치도뇨관 제거 81 

방광훈련: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적용한 환자에게 정상적인 배뇨양상회복

을 위해 소변을 참는 능력과 소변 보유능력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83 

방광세척 69 

방광세척을 보조 75 

변기사용을 보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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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배

설

및

배

액

관

리

기저귀, 패드 교환: 스스로 배변, 배뇨조절이 어려운 환자, 질 분비물이 많

은 환자에게 기저귀, 패드를 착용하도록 돕고 스스로 교환이 어려운 환자일

시 돕기

80 

구토시

간호

구토물 처리 80 

수분공급: 구토하는 경우 30분 정도 구강섭취 제한하고 30

분 동안 구토가 없을 때 시행
86 

각종 bag 부착 및 교환 81 
흡인 배액 감시 및 처치(Gomco, Wall, Emerson): 배액관을 통한 배액에 막

힘이 없는지, 기구의 기능이 원활한지 관찰, 원활한 배액 유지
88 

흉곽내 배액관 기능 유지(chest tube squeezing)하기 71 

배설물 처리 75 

배액물 처리 75 

수술 직후 또는 흉관 삽입 직후 Chest bottle에 기준선 표시 86 

Chest bottle 교환 67 

Chest bottle 비우기 67 

Suction bottle 교환 67 

Suction botle 비우기 63 

기동성

관리

단순체위변경 돕기: X-ray 검사시 환자이동 보조 포함 82 

환자자세변경을 위한 침대높이 조정 82 

Bed ambulation 격려 85 

위

생

관

리

구

강

간

호

구강세정제 이용한 일반구강간호 81 

입술에 수용성젤리나 윤활제(예:바세린)를 바르는 일반구강간호 85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히비탄을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82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이용한 특별구강

간호
82 

소독된 드레싱세트와 식염수를 이용한 특별구강간호 84 

눈

간

호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음 83 

각막의 건조와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saline 거즈 덮어둠 83 

환의교환 82 

침상교환 및 정리 79 

머리감기기 77 

삭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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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부분적으로 얼굴과 사지를 닦기 83 

침상목욕 77 

회음부간호: 드레싱세트와 히비탄 희석액를 이용하여 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회음부위를 앞에서 뒤쪽으로 닦기
86 

안

전

관

리

억제대 착용 88 

낙상 예방: 침상의 side-rail을 올림 92 

처치전 환자 정보 점검

: 이름표 부착 및 확인, 알러지, 감염여부
96 

흡인 

예방

feeding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앉아서 식사하도록 하기)
92 

suction시 질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고 

예방
90 

Stretcher cart를 이용한 환자이동시 돕기 82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이동시 돕기 83 

체

온

관

리

체온조절을 위한 냉찜질: 얼음주머니 대주기 85 
Heat lamp, Warm touch, 소아용 Warmer(Radiant Heater) 사용 86 

Thermo mattress(K-thermia, Blanketrol) 적용 86 

미온수로 사지를 닦아주기 86 

검

사

물

채

취

정맥채혈 85 

A-line을 이용한 채혈 83 

필요시 ABGA 실시: A-line이 없는 경우 동맥혈 채취 69 

채뇨, 채변, 객담 채취 84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상처배양, 혈액배양, tip 배양 등 74 

배양 검사시 검사물 채취 보조: 상처배양, 혈액배양, tip 배

양 등
80 

배액물 채취: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배액물에 대한 임상

검사 나갈 목적으로 배액물을 채취하기 위해 준비, 채취
80 

각종 

처치의 

준비

 및 

보조

수

술

전

준

비

air mattress를 이용한 침상준비 86 

환자정보파악: 수술내용, 심장, 신장기능, 출혈여부 등 87 

의료 기구, 물품 준비 및 정리: Ventilator, Monitor, Suction

기, Pacemaker, Defibrillator 등
90 

약품준비: 지시된 수액, 항생제, 전해질 보정액(KCL 용액, 

NaHCO3) 등
90 

기타준비: Electrode, 수액 set, extension tube, 3-way, Ambu-bag, 

Suction cath & saline , Blood pumping bag, pressure monitoring 

ki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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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라

  인

  관

  리

A-line 삽입 준비 및 보조 88 

A-line 삽입 57 

A-line을 제거 후 압박 66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삽입 준비 및 보조 83 

중심정맥관(Central vein catheter) 제거 시 보조 및 정리 78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삽입 준비 81 

흉곽내 배액관 삽입 준비 및 보조 82 

흉곽내 배액관 제거시 보조 및 정리 78 

심초음파 준비 및 보조 72 

피

부

및

상

처

관

리

단순 드레싱 교환 74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교환 50 

수술 부위/상처 드레싱 보조 67 

배액관 부위 드레싱 교환 53 

배액관 부위 드레싱 보조 66 

중심 정맥관 드레싱 교환 (central line care) 65 

기저귀 발진 간호 87 

욕창예방간호: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체위를 변경하고 부종이 

있을 경우 2시간마다 체위변경
89 

측위를 취할 경우 베개 등을 이용하여 다리사이나 등을 지지 88 

배위(supine position)을 취할 경우 발꿈치 부위에 roll을 적용하거

나 대퇴부위 밑을 베개나 ring으로 지지
86 

발의 foot drop을 예방하기 위하여 footboard나 베개를 이용 88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 욕창을 간호

(duoderm, 생리식염수 세척, 파우더, 실마진 드레싱 등)
83 

손상된 사지는 정맥귀환 촉진을 위해 심장보다 20도 정도 상승시

켜 유지
84 

피부 및 등 마사지 88 

모래주머니적용: 압박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예방 88 

감

염

관

리

방문객/외부인 제한: 감염획득,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객의 수 제한 86 

무균법: 가운, 마스크, 모자 적용 89 

교차감염 방지 위한 손씻기: 감염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환자 

간호활동 전후에 손을 씻기
96 

감염방지 위한 부분적 격리: 면역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병원 

환경의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전염성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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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적출물, 배출물 관리: 감염된 물질을 다룰 시 소독 가운과 장갑을 끼도

록 하며, 감염 환자의 적출물, 배출물은 병원 방침에 의하여 따로 격리되어 

버려지도록 함

93 

우유병소독 77

분리수거: 주사바늘과 주사기, 앰플, 수액병, 수액세트 등을 

분리하여 버림
90 

정해진 주기에 따라 도뇨관 및 소변 주머니를 교환 89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각종 라인(정맥주사 수액세트, 3- way 라인 

등)을 교환
89 

투

약

관

리

투약준비 92 

근육주사 93 

피하주사, 피내 주사 93 
필요시 약물 주입: 염화칼륨, Lasix, Avil, Novalgin,, Nocuron, 

dormicum 등
87

피부반응검사: 항생제가 바뀔 때 마다 1:2000으로 희석한 용액으로 

피부반응 검사하여 음성임을 확인
93 

정맥주사 삽입 90
일반적인 정맥 주사: 정맥혈관에 의해 약물투여하기 위해 준비, 투여(side 

shooting)
91 

속도조절 정맥 주사: 정맥혈관을 통한 수액을 공급과 관련된 수액교환, 수

액세트 교환
89 

Infusion pump를 통한 정맥주사: Infusion pump기구를 이용하여 정맥수액

과 약물 투여
91 

간호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속도 조정 74 

수혈 전 혈액 확인 91 

수혈 시작 79 

위장관 통한 약물주입 87 

외용약 도포(연고나 스프레이) 88 

점적 투약(눈, 귀) 90 

경구 투약 90 

항문 투약 86 

정맥주사제거 87 

교

육

및

지

지 

간호 학생 교육 88 

간호단위 내 신규간호사 교육 90 

보호자에게 질병과정에 대한 설명 79 

환자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설명 89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한 응대 87 

정서적지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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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임종

간호
사후처치 82 

기록

및

보관

중환자실 입실 동안의 대상자의 OPD, 일부chart, 환자 chart 

정리 및 보관
82 

서류작성 및 보조 업무: 수술동의서, 증명서, 중환자실 기록

지, 전실․전과시 기록지 준비 등
80 

간호기록지 기록: 의식수준, 투약, 섭취량, 배설량, 활력증상, 

검사결과 등 
88 

간호전산관련 기록: 입력, 조회, 출력

(입력: 처방입력, 약속처방, 주사처방, 재료대처방 , 간호관리 처치처방등록, 

환자별 실시등록/조회: 검사결과 조회/출력: 처방 출력, 바코드 출력)

79 

의사의 처방을 확인 88 

의사의 응급, 구두 처방(Done order) 처리 81 

마약관리 및 기록 85 

주사약 장부 기록 82 

수혈폐기 요청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보냄 79 

혈액반환 slip을 chart에 보관 84 

검사결과물 확인 후 검사결과지 chart에 보관 80 

EKG출력하여 chart에 보관 83 

물품

관리

약품 정리(마약제외) 및 반납 82 

물품, 비품 점검 및 인수인계 83 

물품 대출 및 반납 확인 82 

각종 기구 세척 후 소독액에 담궈 놓기 76 

소모품 만들기: 소아용 소변주머니, 차광세트, 수액세트 등 67 

E- Box 관리: 응급 cart의 내용물 검토 87 

환경

관리

간호사실, 휴게실, 소독물실 등 청결 유지:일반적인 정리정돈 81 

침상주변 및 work table 정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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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간호활동 내용 타당도(%) 

의

사

소

통

  인

  수

  인

  계

환자 인수인계: 

근무교대시간에 환자정보를 다른 간호사에게 교환
93 

전실, 전과 시 환자 인수인계 91 

수술, 특수 검사 관련 환자 인수인계 등 90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를 감시하여 의사에게 알림 89 

환자문제에 대해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직원과의 협의 87 

간호단위 일반문제에 대하여 간호직원, 의사, 타부서 등과 

의견 교환 및 설명
84 

관련부서보고: 약제부, 임상병리과, 양과, 원무과, 진단방사

선과, 협의회 등
79 

전달

업무

임상병리과 검사물 의뢰 83 

진단방사선과 X-ray의뢰 78 

약제과(응급약)의뢰 82 

원무과(변경사항)의뢰 80 

혈액은행 혈액 의뢰 81 

식사배선참여 74 

간호부내 회의 참석(간호사 회의, 위원회 참석) 82 

전화응대 및 호출, 인터폰 응대 84 

평가

기대된 결과와 환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수행된 간호중재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86 

평가된 결과를 새로운 간호계획에 수정, 보완 87 

전문직

개발

최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92 

동료나 후배의 자문 90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 보수교육, 병동 집담회

등에 참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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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Analysis of the Staff Nurse

 in Cardiac Surgery Intensive Care Units

       Ko, Yu Ky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In Sook, Ph. 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or a basic resource, which can be 

used to set up a efficient management system in Cardiac Surgery Intensive 

Care Units(CSICU). This rational system offers  standards and a framework 

for nursing activities at CSICU.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nursing  care activities of  typical nurses employed in two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the  Kyonggi Province.  The detailed ways of analyses 

and their findings are follows:

  1.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observation methods were used, to 

examine the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in the CSICU after having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and a review by the experts.

     Thus, the nursing activities were designating 254 activities and classified 

into 28 categories under those nursing activities. These 28 categories of the 

nursing activities are measurements/observation, monitoring, oxygen supply, 

nutrition, elimination/drainage, sanitation, safety, temperatur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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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preparation, specimens collection, setting up and care of treatment, 

skin/wound management, infe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consultation/education, dying patient care, confirming of 

recordings, taking-over of patient, supplies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communications, education, 

confirming of doctor's prescriptions, delivering tasks, evalu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2. The 22 nurses in the 2 CSICUs filled out questionnaires about nursing 

activities from 12 April, 2002 to 17 April, 2002.  The frequency of the 

nursing activities in the 28 categories counted and new nursing activities 

added by directly observing 12 nurses  by two trained research staffs  for 4 

day. Out of the 28 categories, 641 monitoring (19.5%), 554 

measurements/observation (16.8%) and 527 confirming of recordings 

(16.0%)  were observed.

   In addition to the 28 categories of the nursing activities, 24 nursing 

activities were newly selected by the direct observation and added to the 

existing 254 nursing activities. The resulting, 278 nursing activities, were 

examined by the experts and validated by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ir 

validity among the experts.  Experts could adjust the 278 nursing activities 

to a total of the 264 nursing activities. And 28 categories were adjusted 22 

categories by the experts.

   3. In terms of validity, the 264 nursing activities were analysed by the 25 

experts. As a result, 231 nursing activities were found valid and remained as 

appropriate nursing activities to be used for the careful analysis of the 

nursing activities in CSICUs.

   The  22 categories are as below: assessment, monitoring, respiration 

management, nutrition management, elimination/drainage management, 

mobility management, sanitation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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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management, specimens collection, preparation and assistance 

of treatment, skin/wound management, infection management, medication 

management, education/support, dying patient care, recording/keeping, 

supplies management, environment management, communications, 

evaluations, professional development.

   Nursing activities by nurses working in CSICU  need to be clearly define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the medical staffs.  In this study, we found 

some nursing activities invalid and inappropriate as the works of the staff 

nurse. The manifest job description  of the staff nurs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nursing activities and to reducing the role 

conflicts among the medical staffs. Eventually, it will heighten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as well as nurses in the CSICU.

Key words: Cardiac Surgery Intensive Care Units, job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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