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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

사 확보수준을 파악하고,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하며,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을 보정한 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

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자료는 2012∼2013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

아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청구내역과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월평균 5명 미만의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한 의료기

관과 입원 당일 사망자를 제외하고, 총 77개 의료기관의 46,200명 신생아의 입원자료

를 분석하였다.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는 χ2–tes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과의 연관성에서 환자의 건강결과 중 사망과 병원 내 감염은 다수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입원일수는 다수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평균 4.47명(최소∼최대: 1.60∼

8.09)이었고, 상급종합병원 4.34명보다 종합병원이 4.63명으로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83명에 비해 서울 외 대도시는 4.95명, 중

소도시 4.66명으로 서울 외 대도시가 유의하게 많아 지역별 전문인력의 균등한 배치

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의 권고안

대비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률은 2.42%이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으로는 출생체중,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고영양수액제 투여,

Charlson‘s Comorbidity Index(CCI) 점수, 상급종합병원, 서울 외 대도시와 중소도시

로 확인되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률은 23.33%이었으며, 병원 내 감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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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체중, 중요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CCI 점수, 종합병원, 수

련기관이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평균 입원일수는 18.18일이었고,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체중,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고영양수액제

투여, 중요 수술, CCI 점수, 수련기관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중 사망은 관련성이 없었으며, 상급

종합병원의 출생체중 1000g미만, 종합병원의 출생체중 1500g미만, 종합병원의 중요 수

술 시행 그룹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병원 내 감염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출생체중 1500g미만, 종합병원의 중요수술 시행, 종합병원의 선천성

기형 그룹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입원일수도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소그룹별 관련성 분석결과의 차이는 중증도 보정 등 고위험 신생아 집단에서

의 건강결과 평가에 좀 더 신뢰할만한 분석 및 측정방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의

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체중 1500g미만, 중요 수술 등에서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입원일수 단축에 있어서 충분한 간호사 확보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

고, 감염관리 지침 강화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단위 연구로서 환자 및 의료기관 특

성, 특히 간호사 확보수준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정 그룹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적정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간호자료로

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아동 대상 성과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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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이 1999년 “To Error is Huma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보건의

료조직과 연구자들은 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해 지표를 선정하고 측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환자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환자 특성, 의료기관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특성이 주요한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Kane, 2006). 이에, 미국간호사협회는 환자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질 높은 간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라고 강조하였다

(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12).

간호인력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급성기

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사망(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간호사 교육수준과 사망과의 상관성(Aiken et al., 2003)이 잇달아 발표

되면서 관련연구는 국내(Cho et al., 2015), 벨기에(Van den Heede et al., 2009), 유럽

(Aiken et al., 2014) 등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그 후 성인뿐 아니라 아동(Mark et

al., 2007)을 대상으로, 병동환자에서 중환자실(Numata et al, 2006), 신생아중환자실

(Cimiotti, Haas, Saiman, & Larson, 2006) 등의 단위별 연구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의 사망(Cho et

al., 2015; Cho, Lee, Oh, & Kim, 2011), 폐렴, 패혈증과 요로감염(Kim, Cho, Jun,

Shin, & Kim, 2012), 낙상(Park, Jun, & Kim, 2003)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

고, 그 외 중환자실(Cho, Hwang, & Kim, 2008)과 요양병원(Kim, Lee, & Kang,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다. 국내 연구결과도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 대상이며 아동이 거의 없

고 간호사의 집중간호가 필요한 중환자실 단위의 연구도 적다. 아직까지 대상자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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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변수가 제한적인 국내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추후 대상자와 단위 연구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출산

직후 또는 생후 28일 이내 치료가 필요하면 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출생체중, 재태기간, 폐계면활성제 투여(Kaplan, Lorch,

Pinto-Martin, Putt, & Silber, 2011) 등이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당 환자수(Rogowski et al., 2013), 직접간호시간(Cimiotti et al., 2006)

등이 병원 내 감염 위험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간

호인력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

고 있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사망은 감소하거나(Callaghan, Cartwright,

O'Rourke, & Davies, 2003) 관련성이 없었고(Hamilton, Redshaw, & Tarnow-Mordi,

2007; Mark et al., 2007; Tucker, 2002), 병원 내 감염도 감소하거나(Rogowski et al.,

2013) 관련성이 없었다(Tucker, 2002). 환자의 건강결과는 환자의 중증도 뿐만 아니라

입원한 각 병원의 의료진, 시스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Song & Song,

2013) 환자와 의료기관 특성을 모두 고려한 후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환자의 건

강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아쉽게도, 관련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으

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다층적으로 구분하는 분석이 미흡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1∼2개 병원대상의 표본자료보다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전

국분포를 파악해야 그 의미가 크다. 국외 연구를 보면,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Kaplan et al., 2011; Rogowski et

al., 2013). 이러한 흐름에 대해 Brennan and Bakken (2015)은 환자의 현상을 이해하

고 대상자 맞춤형 중재전략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빅데이터(big data)와 데이터 과학

(data science)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간호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McConnell, Birkett, & Shattell,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국

민건강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신생아중환자실 단위 연구로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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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다층적으로 구분하고,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측면에서는 적정한 간호사 확보수준을 분석하고, 연구측면에서

는 간호자료로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다층적 분석을 통한 아동 대상 성과연구의 기반

을 마련하며, 근거기반의 간호인력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국 국민건강데이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환자 특성 및 의료기관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한다.

셋째,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와의 관련성

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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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간호사 확보수준

1) 이론적 정의

환자 간호를 직접 담당하는 간호사의 인력구성과 배치를 말한다(Huber, 201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간호사 대비 환자수(nurse-to-patient ratio)

로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의미한다.

2. 고위험 신생아

1) 이론적 정의

출생체중, 재태기간 등에 관계없이 유병률과 사망률에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갖는

생후 28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를 말한다(Mosby's Medical Dictionary,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 1일 이상 입원한 신생아를 의미

한다.

3. 건강결과

1) 이론적 정의

환자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에 대한 돌봄의 효과를 의미한다(Donabedian, 198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신생아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사망, 병원 내 감염 그리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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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간호사 확보수준

1. 적정 간호사의 확보

미국간호사협회 (2012)는 적정 간호사 확보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간호사의 전

문성과 환자의 요구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적정 간호사 확보는 질 높고 비

용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의 배치는 환자의 중증도

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적절한 수의 역량있는

실무자의 배치, 간호의 질 추구뿐 만 아니라 건강결과의 향상을 보여준 전문가의 특

성, 인력구성, 이전의 배치 패턴 등을 기초로 해야 하며, 환자중심 성과와 조직성과에

의 부응, 법과 제도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12).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2010년 총 2,29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살펴본 결과,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53.9%,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1.5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는 4.4명으로 나타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2.5명보다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다(Cho & Kim, 2014).

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은 2003년 총 4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간호

사 1인당 환자수가 상급종합병원 0.76, 종합병원 0.97, 병원 1.36으로 병원급으로 갈수

록 높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22에서 1.03, 0.90으로 병원급

으로 갈수록 오히려 낮았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5.3%에 비해 병원은 53%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이 결과를 교대조

(shift)당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로 산출하면, 성인중환자실의 경우는 병원에서

6∼6.8명을,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6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Cho, Hwang, Kim, & Kim, 2006).

현재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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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이드라인을 보면, 영국 British Associatiotion of Perinatal Medicine (2010)은

간호사 1인당 special care 환자는 4명, high dependency care 환자는 2명, intensive

care 환자는 1명을 돌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Neonatal Nurses (2014)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 확보에 대해 적절한 수의

잘 훈련된 간호사의 배치는 각 신생아의 요구를 부합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력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중증도, 인력구성(skill mix), 낮은 건강결과를

예방하는 목표 설정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인력배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

(AWHONN, 2010)의 권고안에 따라 간호사 1인당 intermediate care 환자는 6명 이하,

intensive care 환자는 4명 이하를 담당해야 하고, 필요한 신생아 간호의 전문성과 훈

련을 잘 갖춘 간호사는 최소 2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AWHONN (2010)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

라 간호사 1인당 level 1 (continuing care)에는 3∼4명, level 2 (intermediate care)는

2∼3명, level 3 (intensive care) 는 1∼2명, level 4 (multisystem support)는 1명 그리

고, level 5 (complex critical care)에는 1명 이상의 간호사가 환자 1명을 돌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6명 미만의 level 2 (intermediate care) 환자나 4명의 level 3

(intensive care) 환자를 돌볼 때는 항상 신생아 전문간호와 훈련을 받은 최소 2명의

간호사를 배치하여 신생아 특별간호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국 내 67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약 1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발표된 AWHONN(2010)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신생아의 31%, level 4,5의 중증 신생아에게는 68% 과소 배치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이드라인에 의한 최소 인력이 확보되려면 환자당 0.11명의 간호사가, level

4,5의 중증 신생아에게는 0.34명의 간호사가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Rogowski et al., 2013).

이상적인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실제로 권고안에 따라 인력을 배치

하는 문제는 모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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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잘 훈련된 간호사를 적정한 수만

큼 배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또한, 인력구성, 비용, 근무환경 등도 고려되어야 한

다. 질 높은 간호 제공과 우수한 환자의 건강결과가 적정 간호사 확보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을 국외 가이드라인과 비교함으로써 적정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사 확보수준 측정방법

간호사 확보수준의 측정방법에 대해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체

계적 문헌고찰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간호사 대비 환자수의 비, 간호인력 구성(skill

mix) 등 총 10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간호사 수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FTE(full time

equivalent)이다. 환자 입원일당 간호제공에 투입된 간호사가 1명이면 FTE는 1이며,

반일제 간호사가 2명인 경우에도 FTE는 1이 된다. 이는 간호제공량을 표준화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Spetz, Donaldson, Aydin, & Brown, 2008). 이렇게 측정된 간호사

수와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수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은 간호사수 대비 환자수

(nurse-to-patient ratio,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또는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patient-to-nurse ratio, 환자 1인당 간호사수)이다. 이 측정방법은 행정자료로도 충분

히 산출 가능하여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국내에서는 환자 수 대신 병상 수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에서

간호사 대비 병상 수를 기준으로 입원료에 차등을 두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요양급

여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 정부, 병

원경영자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간호사 확보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외와 측정방법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Kim et al., 2012).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감소하면 대체적으로 간호시간이 증가하나 완전히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간호시간을 측정하기도 한다. 종류로는 환자 입원일당 간호시간

(nursing hours per patient day), 간호사의 직접간호시간(registered nurse hours),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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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력의 총 간호시간(total nursing hours), 초과근무시간(total overtime hours of

care) 등이 있다 (Wilson, Bremner, Hauck, & Finn, 2011). 또한, 모든 간호사의 개인

적 역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경력기간(years of unit experience), 교육수준

등 간호사의 개별 역량을 확인하는 변수도 사용되고 있다(Aiken et al., 2003).

본 연구에서와 같이 행정자료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에서는 인력, 시설 등을 나타내

는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간호사 대비 환자수, 간호사 대비 병상수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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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1. 건강결과 개념

사전적 의미로 결과(outcome)는 어떤 실험에 대한 가능한 결과(result)를 말한다

(Wikipedia dictionary, 2016). 대부분 의료에서는 결과를 고려할 때 건강에 대한 중재

와 치료의 결과물을 생각한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정의는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의료

진과 환자의 건강상태로 정의되어 왔다(Peters, 1995). Donabedian은 개인, 그룹, 지역

사회의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상태 변화로서 결과를 표현하기도 하였다(Donabedian,

1988). 이러한 건강 측면에서의 결과를 환자수준의 결과(예: 낙상, 환자만족 등)와 조

직수준의 결과(예: 간호사의 직무만족, 간호사의 이직률 등)로 구분하면서 환자수준의

결과를 ‘환자의 건강결과(patient outcome)’라고 정의하였다(Mark, Salyer, & Wan,

2003). 또한, 간호의 질에 따라 환자의 건강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짐을 확인하고, 간호

민감 환자결과(nursing-sensitive patient outcome)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Irvine,

Sidani, & Hall, 1998; Moorhead, Johnson, Mass, & Swanson, 2008). 본 연구에서와

같이 환자수준에서의 건강결과를 파악할 때 건강결과는 환자의 건강결과(patient

outcome)로 정의할 수 있다.

2. 건강결과 측정지표

건강결과를 측정하는 지표선정에 대해 2002∼2011년 관련 연구 총 40여편 문헌고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지표로는 사망, 낙상,

욕창, 요로감염, 투약오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입원일수, 중심정맥관 감염, 인공호

흡기에 기인한 폐렴 등이었다(Burston, Chaboyer, & Gillespie, 2014).

아동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의 평가항목을 그

대로 사용하기보다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Stratton,

2008). 18세미만 아동 대상 간호인력과 건강결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주로 사용된 측정지표는 사망,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투약오류, 수술 후 합병증, 욕창,

예기치 못한 발관(extubation), 부모 또는 가족의 불만, 입원일수 등과 혈행감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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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감염, 중심정맥관련 혈행감염, 인공호흡기에 기인한 폐렴, 수술 후 요로감염, 로타

바이러스 감염 등의 병원감염이었다(Wilson et al., 2011).

의료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 보

건의료 질 연구원(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Quality, AHRQ)에서 2015년 3월

제시한 아동 질지표(pediatric quality indicator)에는 신생아 관련 3개 지표(신생아 사

망률, 신생아 혈행성 감염 발생률, 신생아 의원성 기흉 발생률)와 아동관련 19개 지표

(아동심장 수술건수, 아동심장 수술 사망률, 수술 후 창상 균열 발생률, 수술 후 패혈

증 발생률, 수술 후 호흡부전 발생률, 중심정맥관련 혈행성 병원감염률 등)로 총 22개

의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AHRQ, 2015).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에서 2010년 제시한 신생아전문간호 질 표준(specialist neonatal care quality

standard)에서는 서비스의 구조(예: 신생아 이송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과정(송환 요

청 후 이송되는 아기의 비율) 및 결과(전문 신생아간호를 받은 아기의 2년 생존율)를

모두 평가하도록 총 40여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신생아간

호를 위한 전문병원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NICE, 2010).

국내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하고자 주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5b). 2015년 중환

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가지표는 중환자실 사망률, 중심정맥

관 혈행 감염률, 인공호흡기에 기인한 폐렴,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 48시

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이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5a).

그런데, 측정지표는 연구자마다 이용자료에 따라 지표의 정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

었다. 사망과 같이 명확한 것은 동일하나, 감염의 경우 진료기록을 통해 혈액이나 뇌

척수액 배양결과를 확인하여 병원 내 감염을 정의하기도 하고(Rogowski et al., 2013),

ICD-9-CM 코드로 구성한 정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결과를 혈행 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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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Cimiotti et al., 2006).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측정하는데 다양한 자료

를 이용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있었다(Table 1). 진료기록부를 활용하여 임상증상, 검

사 결과 등을 사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진, 보호자 의견도 포함하였으며, 본 연

구와 같이 행정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할 때는 ICD-10 코드로 분류된 진단명, 타 병원

에서의 전원여부, 의료보장 가입여부 등을 활용하였다.

Table 1. Indicators of neonatal/pediatric outcomes

Categories
AHRQ

(2015)

NICE

(2010)

Wilson
et al
(2011)

Tekin
et al
(2013)

Mortality

In-hospital mortality rate O O O

Failure-to-rescue O

2-year survival rates O

Complications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rate O O

Central venous catheter - related blood
stream infection rate

O O O

Blood Stream infection rate O O O

Urinary track infection admission rate O

Postop urinary track infection rate O

Utilization

Length of stay O O

Pediatric outcomes

Rota virus infection O

Unplanned extubation O

Complaint parents/famil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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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결과 영향요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 특성으로 구분

하였다.

1) 환자 특성

먼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미국 내

2003∼2007년 사이에 태어난 재태기간 22∼28주와 1.5k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

(very low birth weight) 약 9,500여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사망률은 28%이었고(Stoll et

al., 2010), 비슷한 시기인 2004∼2006년 국내 연구에서 확인된 1.5kg 미만의 극소 저

체중 출생아의 사망률은 16.8%으로 확인되어(Lee et al., 2010) 출생체중과 재태기간은

사망과 직결됨을 알 수 있었다.

Kaplan 등(2011)은 Pediatric Health Information Systems database를 이용하여 16

개 병원, 3,633명을 대상으로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미숙아들에게 있어 폐계면활성제

투여와 사망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폐계면활성제 투여비율은 사망과 0.37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2008∼2011년 터키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약 7,000여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출생체중 1000g 이하인 경우가 다른 출생체중에 비해 호흡기에 기

인한 폐렴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출생체중 2.5kg가 다른 체중에 비해 제대 카테터

에 기인한 혈행감염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호흡기에 기인한 폐렴의 진단시기는 평

균 입원 후 32일째로 확인되어(Tekin, Dal, Pirinccioglu, & Oygucu, 2013) 감염에 있

어서도 출생체중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약 500여명의 고위험 신생아 대상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에 대한 연

구에서는 혈행 감염, 폐렴, 요로 감염, 결막염, 제대염 등의 순서로 병원 내 감염이 많

이 발생하며,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요인으로 기계적 인공호흡기, 출생체중 1500g미만

을 보고하였다(Orsi et al., 2009). 또한, Cimiotte 등(2006)은 2001.3∼2003.1에 48시간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2,6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혈행감염의 위험요

인으로는 출생체중 1.0kg 미만인 경우 164%, 고영양수액을 공급받은 경우 1,162%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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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Cimiotti et al., 2006).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 요인으로는 출생체중, 재태기간, 폐계면활성제 투여, 인공호흡기 및 고영양

수액제 투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의료기관 특성

환자특성뿐 아니라 병원의 특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아동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보면 Grandi, Gonzalez, and Meritano

(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의 신생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병원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Mark 등(2007) 연구에서는 사망이나 합병증에 미

치는 병원특성으로 수련여부, 위치, 소아병동 병상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을 포

함하였으나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34

개 단위(17개 내외과병동, 5개 암병동, 12개 중환자실)에서 확인한 중심정맥관 감염과

혈행감염률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 특성으로는 단위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Stratton, 2008).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영향요인으로 환자 특성 요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특성

요인도 살펴보았으나, 모두 관련성이 없거나 일부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자는 개인의 중증도 뿐만 아니라 중증도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으

면 각 병원의 의료진, 시스템 등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Song & Song, 2013) 이

를 고려하여 다층적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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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는 급성기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시작되어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폭넓게 시행되고 있

다. 간호사 대비 환자수와 환자의 사망률의 관련성은 Aiken 등(2002) 연구로부터 활

성화되었다. 1998.4∼1999.11에 168개 병원의 10,184명 간호사와 232,342명의 일반외과,

정형외과, 혈관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특성(규

모, 수련병원여부, 첨단기술)을 보정한 후에 간호사 당 환자가 1명씩 증가할수록 입원

30일내 사망률은 7%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ane 등(2007)은 그동안 시행된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과 환자의 건강결과와

의 관련성 연구 28편을 메타분석하였다. 환자 입원일당 간호사 1 FTE(full time

equivalent) 증가는 중환자실의 병원 내 사망률 9% 감소와 관련이 있고, 외과환자

16% 및 내과환자 6%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

자 입원일당 간호사 1 FTE 증가는 중환자실에서 병원 내 획득한 폐렴 발생의 30%,

계획되지 않은 발관 51%, 호흡부전 60%, 심정지 28% 감소를 나타냈고, 수술환자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16% 감소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중환자실의 입원일수 24%, 수

술환자 입원일수의 31% 감소를 가져왔다(Kane et al., 2007b).

국내에서는 700병상 이상 첨단기술 보유병원(개심술, 장기이식 시행) 14곳의 1,024

명의 간호사의 설문조사와 76,036명의 수술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호인력 확보수

준, 교육수준 및 근무환경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Cho et al., 2015). 그

결과 간호사당 환자 1명이 증가될수록 입원 30일내 사망은 5%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중간 이하인 병원에 비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우수한 병원은 환자 사망률이 거의

50% 감소하였다. 또한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 환자 사망은 9% 감

소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급성기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간

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사망, 합병증과 같은 위해사건(adverse event)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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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중환

자실 간호인력과 사망과의 관련성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한 Numata 등(2006)의 문

헌을 보면, 총 9편 연구에서 각 연구의 다양한 혼동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간호사 확

보수준이 높을수록 중환자실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은 1편이고, 그 외 8편에서는 관

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236개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인력과 15세 이상 성인의 사망률과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Cho et al., 2008)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과 사망과의 유의한 관련성

은 없었지만, 내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외과 등 진료과별 중환자실(specialized

ICU)에 비해 일반 중환자실(mixed ICU)의 사망 odds 는 1.61(95%CI 1.14-2.26) 높았

고, 1일 4시간 이상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에 비해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사망 odds

는 1.56(1.20-2.01)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당 환자가

추가될 때마다 사망 odds는 1.09(1.04-1.14) 증가되었고, 간호사의 경력기간과 사망률

과의 관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인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대상 연구에서 간호인력과 건강결과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간호인력과 사

망과의 관련성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중환자실에서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생체중 1500g미만 6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대비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사망 odds는 감소하는(OR=0.18,

95%CI 0.06-0.50)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Callaghan et al., 2003). 그러나, 영국

에서 출생체중 1500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1주 미만 2,58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간호사수가 낮을수록 사망 odds는 1.3(95%CI 0.9-1.9) 증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반면, 신생아전문간호사를 배치하면 사망 odds가 0.31(95%CI 0.42-0.96)로

감소하였고, 신생아전문간호사 비율이 교대조별 1.3∼1.8일 때 사망 odds는

0.52(95%CI 0.33-0.83)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여주어, 전문간호사 배치의 의의를 확

인해 주었다 (Hamilton et al., 2007).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여 0∼14세 미만 아동대상으로 미국 286개 병원의 365만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환자 입원일당 간호시간을 1시간 더 추가하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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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심폐 합병증, 수술 후 폐렴 그리고 수술 후 감염 발생 odds를 모두 유의하게 낮출

수 있어, 직접 간호시간의 증가는 입원아동의 수술 후 감염발생을 낮출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Mark et al., 2007).

영국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생후 1개월 미만의 13,334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간호사대비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사망(OR=1.01, 95%CI 0.96-1.06)과 병원

내 세균감염(OR=1.0, 95%CI 0.97-1.03) 모두 관련성이 없었다. 다만, 최대로 병상가동

률이 높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보다 사망 odds 가

약 80% 높았고, 병상가동률이 50%인 병원에 입원한 아동은 병상가동률이 최대로 높

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보다 사망 odds 가 약 50%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Tucker,

2002).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병원에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아동이 집중적으로

입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앞선 사망관련 연구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

국 내 67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약 1만 2천여명 대상 연구에서(Rogowski et al.,

2013),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대비 환자수의 증가는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혈행 또는 뇌척수액 감염 위험을 39∼40%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 그러나, 미국 2개 신생아중환자실, 2,6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개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의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할수록 병원 내 감염 위험이 감소

(Hazard Ratio[HR]=0.21, 95%CI 0.06-0.79)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다른 1

개 신생아중환자실은 관련성이 없다는(HR=1.53, 95%CI 0.39-6.07)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Cimiotti et al., 2006).

마지막으로,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일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Cimiotti (2004)는 2개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1개의 신생아중환

자실의 평균입원일수는 17.23일, 다른 신생아중환자실은 평균 19.60일을 확인하였고,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기까지의 입원일수는 각각 11.99일, 14.29일이 소요됨을 분석하

였다. 또한, 환자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일

수가 유의하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p=.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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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아동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확보수준과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7개 병원, 34개 단위(17개 내외과 병동, 5개 암병동, 12개 중환자실)의 18세미

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Stratton (2008)의 연구에서는 간호인력 구성비율과 추가투입

되는 간호인력의 직접간호시간(float/agency/traveler RN hours)이 낮을수록 중심정맥

관 감염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1, p=.003). 반면, 초과근무 간호시간이 낮거

나 추가투입되는 간호인력의 직접간호시간이 높으면 오히려 혈행감염률은 높게 나타

나 상반된 결과를 확인하였다(각각 p<.001, p=.020).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관찰된 환자

수가 적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Wilson 등(2011)은 간호인력과 18세미만 입원아동의 건강결과에 대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환자 입원일당 직접 간호시간 증가는 8가지 부작용(수술

후 폐렴, 수술후 요로감염, 수술후 폐혈증, 병원 내 감염, 가족/부모 불만 등) 감소와

관련있으며, 간호인력 구성(skill mix)은 3가지 건강결과(혈행감염, 중심정맥관 감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병동에 비해 아동병동에서 투약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

무과중, 산만함, 환자 대 간호사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주

요 원인으로 보고되었다(Sears, O'Brien-Pallas, Stevens, & Murphy, 2013; Stratton,

Blegen, Pepper, & Vaughn, 2004). 간호사의 업무량을 감소시키면 근무환경이 좋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9%, 10%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간호사의 업무량, 근무환경도 환자의 건강결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Aiken et al., 2011; Tubbs-Cooley, Pickler, Mark, & Carle, 2015).

지금까지의 문헌고찰을 살펴보면,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관련성

연구는 급성기 병원을 시작으로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까지 확대되었으며, 성인뿐

만 아니라 아동, 신생아 대상까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

결과는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다양한 자료 활용

에도 불구하고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문헌을 통해

적절한 간호인력 전략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에서는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거



- 18 -

의 없었기 때문에 국내 현황 파악과 국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 19 -

Table 2. Literatures of nurse staffing and neonatal/pediatric outcomes

Reference,
study

population

n of units,
n of patients,
data/analysis

Nurse staffing
variables

Outcome
variables

Risk
adjustment

Results Authors comments

Callaghan
et al.
(2003)

Australia

ㆍ1 units,
692 infants,
birthweight
<1500g

ㆍCohort study
(1996-1999)

ㆍLogistic
regression

ㆍPatient-to-
nurse ratio

ㆍMortality ㆍClinical risk
index for
babies score,
Unit workload

ㆍHigher infant to staff ratio
and lower mortality (OR=0.18,
95%CI 0.06-0.50)

ㆍInfants exposed to
higher infant to staff
ratios have an improved
adjusted risk of survival
to hospital discharge.

Cimiotti
et al.,
(2006)
NY,
USA

ㆍ2 NICU,
2,675 infants

ㆍReview of
records
(2001-2003)

ㆍ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ㆍRN hours=
RN hours per
infant per day

ㆍTime to first
episode of
Blood stream
infection (BSI)

ㆍBirthweight,
Intravascular
catheterization,
Major
surgery,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Hand
hygiene
product

ㆍ298 BSI in 224/2,675 infants
(8.4%)

ㆍIncrease RN hours is
associated with decrease risk
of BSI in one NICU (Hazard
Ratio[HR]=0.21, 95%CI
0.06-0.79) but not in the
second NICU (HR=1.53, 95%
CI 0.39-6.07)

ㆍNumber of hours of
care provided by RN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isk of
BSI.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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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s of nurse staffing and neonatal/pediatric outcomes(continued)

Reference,
study

population

n of units,
n of patients,
data/analysis

Nurse staffing
variables

Outcome
variables

Risk
adjustment

Results Authors comments

Hamilton
et al
(2007)
UK

ㆍ2,585 infants,
birthweight
<1500g or
preterm
<31weeks

ㆍSubset of
UK Neonatal
Staffing
Study Group
(2002)

ㆍMultiple
logistic
regression

ㆍNurse
provision ratio
per shift

ㆍSpecialist
nursing
provision ratio
per shift

ㆍCutoff of 0.84
based on
previously
reported
national
median.

ㆍMortality ㆍGestation,
Gender, Mode
of delivery,
Maternal
treatment with
antenatal
steroids,
Diagnostic
category,
Admission
temperature,
Most extreme
arterial carbon
dioxide levels
(PaCO2),
Mean
appropriate
fraction of
inspired
oxygen(FiO2)

ㆍLower nurse provision and
higher mortality (OR=1.3,
95%CI 0.9-1.9)

ㆍMortality was inversely
related to the provision of
nurses with specialist
neonatal qualifications
(OR=0.67; 95%CI 0.42-0.97).

ㆍThe specialist nurse provision
ratio 1.3∼1.8 and the odds of
mortality (OR=0.52, 95%CI
0.33-0.83)

ㆍThe findings could be
used to support specific
standards of specialist
nursing provision in
neonatal and other
areas of intensive and
high depend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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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s of nurse staffing and neonatal/pediatric outcomes(continued)

Reference,
study

population

n of units,
n of patients,
data/analysis

Nurse staffing
variables

Outcome
variables

Risk
adjustment

Results Authors comments

Mark et al.
(2007)

California,
USA

ㆍ286 general
acute care &
children’s
hospitals

ㆍ3.65 million
pediatric
patients

ㆍ0∼14years
ㆍAdministrative
data
(1996-2001)

ㆍPoisson fixed
effects model

ㆍNurse-to-
patient ratio

ㆍNursing hours
per patients
day: Number of
productive
hours per
patient day

ㆍPostop
infection

ㆍPostop cardio-
pulmonary
complications

ㆍPostop
pneumonia

ㆍPostop UTI
ㆍMortality
ㆍPressure
ulcers

ㆍFluid overload
ㆍFailure to
rescue

ㆍAge, gender,
comorbidity,
admission type,
type of
treatment
(medical vs
surgical),
Medstat’s
disease staging

ㆍHospital bed
no, teaching
status, location,
pediatric beds,
no of pediatric
inpatient days,
presence of
pediatric an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Percentage change in count of
adverse outcomes associated
with an additional resource
adjusted RN hour/patient day
reported at 25th, 50th and 75th
percentile values of resource
adjusted RN staffing:

ㆍPostop cardiopulmonary
complications at 25th percentile
–4.4(95%CI:-5.7, -3.0),
50th percentile–3.9(-5.1, -2.7),
75th percentile–3.1(-4.4, -1.8)

ㆍPostop pneumonia at
25th percentile–2.3(-3.7, -0.8),
50th percentile–2.1(-3.4, -0.7),
75th percentile–1.7(-3.0, -0.5)

ㆍPostop UTI at 75th percentile
–3.1(-6.0,,-0.3)

ㆍPostop septicaemia at
25th percentile–3.8(-4.4, -3.1)

ㆍIn-hospital mortalities at
25th percentile 0.9(-0.5, 2.2),
50th percentile 1.0(-0.2, 2.1),
75th percentile 1.1(-0.1, 2.4)

ㆍIncreasing RN staffing
was associ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postoperative
cardiopulmonary
complications, pneumonia
and infections but not in
hospital mortality.

ㆍResults show the pattern
of diminishing returns.
That is, greater staffing
effects at lower levels of
staffing than at higher
staffing levels

ㆍPressure ulcers, fluid
overload and failure to
rescue could not be
reliably analysed because
they occurred so
infrequently in most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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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s of nurse staffing and neonatal/pediatric outcomes(continued)

Reference,
study

population

n of units,
n of patients,
data/analysis

Nurse staffing
variables

Outcome
variables

Risk
adjustment

Results Authors comments

Rogowski
et al.,
(2013)
USA

ㆍ67 NICU,
<1500g
(2008-2009)

ㆍLogistic
regression,
controlling for
risk adjusters
and NICU-
level
covariates

ㆍNurse-to
–patient ratio
by acuity level
(comprise 5
categories of
infants,
National
guideline)

ㆍNosocomial
infection-
blood or
cerebrospinal
fluid culture

ㆍGestational
age, 1-minute
Apgar score,
race, Gender,
Multiple birth,
Major birth
defect,
Vaginal
delivery

ㆍInfection rates:16.4%(2008),
13.9%(2009)

ㆍUnderstaffing was associated
with adjusted odds ratios of
1.39(95%CI 1.19-1.62) in 2008
and 1.40 (95%CI 1.19-1.65) in
2009.

ㆍUnderstaffing relative
to guidelin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nosocomial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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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s of nurse staffing and neonatal/pediatric outcomes(continued)

Reference,
study

population

n of units,
n of patients,
data/analysis

Nurse staffing
variables

Outcome
variables

Risk adjustment Results Authors comments

Stratton
(2008)
USA

ㆍ34 patient
care units
(17 med/surg,
5 oncology, 12
ICU) within 7
children’s
hospitals

ㆍNumber of
patients not
provided

ㆍ0∼18 years of
age with 3%
>18 years

ㆍReview of
administrative
records(2002)

ㆍLinear mixed
model analysis

ㆍTotal hours of
care per patient
day

ㆍStaff mix
ㆍExcluded
absentee,
vacation,
in-service,
administrative
duty hours

ㆍCentral venous
catheter (CVC)
infections

ㆍBlood stream
infection rates
(BSI)

ㆍPeripheral
intravenous
(IV) infiltrate

ㆍNosocomial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ㆍRotavirus
infections

ㆍMedication
administration
errors (MAE)

ㆍParent/family
complaints

ㆍAge,
Admissions,
Transfer,
length of stay

ㆍUnit bed size,
Occupancy
rate,

ㆍHospital bed
size, % of ICU
beds, % of
hospital
patients by age
group,
Advanced
technologies,
Medical staff
characteristics,
Nursing
organizational
attributes,
Hospital
ownership

ㆍCVC infection rates: Decreased
proportion of RNs in staff mix
and decreased % hours of care
from casual/ agency RN
associated with increased CVC
infection rates (p<.001, p=.003
respectively)

ㆍBSI: Lower % overtime hours
of nursing care and increased
% hours of care from casual/
agency RN associated with
increased BSI rates (p=.001,
p=.020, respectively)

ㆍNosocomial RSV and rotavirus
unable to be measured

ㆍParent/family complaints:
Increase in % hours of nursing
care from overtime and number
of medical residents/bed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parent/family complaints
(p=.045, p=.033 respectively)

ㆍRN proportion of nursing
staff, type of RN staff
employed, type of unit
and no. of medical
residents per bed have
relationships with
paediatric clinical
outcomes.

ㆍUnits with less overtime
hours of care and fewer
medical residents/bed
were likely to experience
more parent/family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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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s of nurse staffing and neonatal/pediatric outcomes(continued)

Reference,
study

population

n of units,
n of patients,
data/analysis

Nurse staffing
variables

Outcome
variables

Risk adjustment Results Authors comments

Tucker
et al,
(2002),
Neonatal
Staffing
Study
Group,
UK

ㆍ54 randomly
selected NICU

ㆍ13,334 infants
<1 month old

ㆍReview of
patient records
(1988-1999)

ㆍMultiple
logistic
regression

ㆍNurse to infant
ratio

ㆍ% ranked
nurse infant
ratio = Ranked
nurse-to-infant
ratios in every
unit and
transformed
into percentiles

ㆍMortality
ㆍCerebral
abnormality

ㆍNosocomial
bacteremia
(first positive
blood culture
>48h after
birth)

ㆍBirth weight,
Gestation,
Gender, Mode
of delivery,
Apgar score at
5min, Use of
maternal
antenatal
steroids,
Diagnostic
category,
Admission
temperature,
Most extreme
arterial carbon
dioxide levels
(PaCO2), Mean
appropriate
fraction of
inspired
oxygen(FiO2)

ㆍMortality = 328/13334(2.46%)
ㆍCerebral abnormality =
232/13334(1.74%)

ㆍNosocomial bacteremia =
380/13334(2.85%)

ㆍMortality and nurse to infant
ratio(OR=1.01, 95%CI 0.96-1.06)

ㆍMortality or brain damage and
nurse-to-infant ratio (OR =
1.01; 95% CI: 0.97, 1.06)

ㆍNosocomial bacteremia and
nurse-to-infant ratio (OR=1.00,
95%CI 0.97-1.03)

ㆍInfants admitted when NICU at
50% occupancy had about 50%
(5–90%) lower odds of dying
than infants admitted at
maximum volume

ㆍInfants admitted when NICU at
maximum occupancy had about
80% (8–144%) greater odds of
dying than infants admitted at
lowest occupancy

ㆍMortality and mortality
or cerebral damage were
unrelated to patient
volume or staffing
provision

ㆍMortality was raised
with increasing workload
in all types of 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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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Mitchell, Ferketich과 Jennings(1998)의 질 건강결과 모델(quality health

outcomes model)을 토대로 하였다(Figure 1). 본 모델은 1966년 Donabedian의 구조,

과정, 결과의 수평적 선형 개념 틀에서 환자, 제공자, 시스템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Holzemer & Reilly, 1995), 그 구성요소간 역동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관련성을 나타내며 확대, 수정되었다(Mitchell et al, 1998).

Figure 1.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 (Mitchell et al, 1998)

본 모델은 Fawcett이 제시했던 간호의 메타파라다임인 인간(환자), 환경(시스템),

간호(중재), 건강(결과)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Mitchell & Lang, 2004), 대상

자와 시스템을 개인, 가족(그룹), 지역사회(조직)로 폭넓게 이해하면서 대상자와 시스

템 특성에 의해 중재와 결과가 결정되고 조절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질 향상과

건강결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임상중재 연구에서 중재의 선택뿐 아니라

조직적 또는 시스템 수준의 중재를 비교하는 성과연구에 개념적 기틀을 제공하며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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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중재(intervention)는 결과에 대한 과정으로써 간호기술

과 같은 직접 중재와 법규, 제도, 정책 등과 같은 간접중재,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자

가간호와 같은 관련행위들을 모두 포함한다. 시스템(system)은 결과에 대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요소로써 병원의 규모, 고가의 기술장비 등이 해당되며 간호사의 인력구

성(skill mix), 전문간호사 활용 등과 같은 인력 배치의 특징도 포함한다. 환자(client)

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데, 성과연구에서는 제공된 중재가 환

자의 건강상태, 인구학적 특성, 질병 위험요인 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환자들간의 변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outcome)는 사망, 장애, 불만족, 질

병, 불편감을 말한다. 초기에는 기존의 건강결과 개념에 간호중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

응하는 환자결과 목록(적절한 자가간호 성취,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건강관련 삶의

질, 증상관리 등)을 측정하였으나(Mitchell et al, 1998), 최근에는 간호인력 확보, 병원

의 설립구분 등과 같은 조직적 요인들과 연결되면서 합병증, 위해사건 등에 대한 연

구에서 기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Mitchell & Lang, 2004).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앞서 제시한 Mitchell (1998)의 모델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Figure 2). 해당 모델은 환자, 시스템, 중재,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결과를 결정하는 환자 특성과 간호사 확보수준을 포함한 의료기관(시스템)의 특

성만 고려하고 중재에 대한 개념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 특

성이 건강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자 특성(개인수준)은 입원해 있는 의료기

관 특성(조직 수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2개 수준 다층적으

로 구성하였다.

환자 특성 요인의 측정변수로는 출생체중,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 Charlson‘s

Comorbidity Index 등이고, 의료기관 특성 요인의 측정변수로는 종별, 설립구분, 수련

기관, 위치 등이며, 간호사 확보수준의 측정변수는 간호사수 대비 환자 수이다. 또한,

환자의 건강결과 측정변수는 사망, 병원 내 감염 그리고, 입원일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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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for

predicting patient outcomes of high-risk neo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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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하

기 위해 2차 자료를 이용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 연구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012∼2013년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위험 신생

아를 진료한 후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청구내역과 인력, 시설 등의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Y대학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2015-0032-3)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

이용절차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환자 및 의료기관 식별정보를 제거한 상태

에서 제공받았다.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확보하였

다.

C. 자료구축 및 분석대상

1. 자료구축

진료년월 2012년 1월∼2013년 12월(2년간)에 1일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

생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청구내역과 같은 시기에 1개 이상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과 1명 이상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을 신고한 의료기관의 현황자료를 병

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Figure 3).

1) 환자 자료 구축

건강보험 진료비청구자료를 이용하여 환자 개인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환

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청구 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단위를 환자단위(입원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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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통 환자번호(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환자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주민번호 뒷자리 1번

째)만으로 요양급여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입원일자에 서로 다른 병원에 동

일한 환자번호가 존재하며, 동일 병원에서도 동일 환자번호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번호, 환자번호, 진단명, 입퇴원일자, 최초입원일자, 분리청구

여부, 진료결과 구분코드(계속, 퇴원, 사망 등)를 기준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같은 환자

번호를 가지면서 계속 진료 중인 분리청구에 대해서만 동일 환자로 인식하고 환자단

위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 환

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대부분 소아병동으로 입원하기 때문에 신생아중환자실로의

재입원이 거의 없고,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에 장기입원으로 인해 분

리청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상실무를 반영하였다.

진료년월 2012년 1월∼2013년 12월에 1일 이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청구건은 총

53,875건이었으며, 그 중 약 5천여건이 분리청구로 확인되어 최종 환자단위로 구축된

환자수는 총 49,175명이었다.

2) 의료기관 자료 구축

2012년 1월∼2013년 12월에 1개 이상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과 1명 이상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91개 기관이었다. 이 중 2년간 1개 병상,

1명 이상의 간호사를 유지한 기관은 86개 기관이었다.

3) 환자 자료와 의료기관 자료의 병합

환자 자료와 의료기관 자료는 의료기관 번호로 병합하였다. 환자 자료 중에서 신생

아중환자실 병상 및 인력이 신고 되지 않은 383명 환자 데이터가 손실자료로 확인되

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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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월평균 5명 이상의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입원하

였으며, 입원 당일 사망하지 않은 신생아이다. 월평균 5명 미만 치료한 의료기관은 6

개, 346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입원당일 사망자는 124명이 확인되어 모두 제외하였

다. 그 외 의료기관 중 병원급이 3개 확인되어 병원급간의 다수준 분석이 불가능하므

로 제외하였고, 입원일수가 좌측으로 왜곡분포를 보여 상위 99% 이상(110일 이상) 입

원치료를 받은 455명도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 분석대상으로 77개

의료기관의 46,200명 환자의 입원자료를 결정하였다.

Figure 3. Process of construc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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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분석변수

1. 환자 특성

환자별 특성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3).

� 출생체중 (1) 1000g 미만 (extremely low birth weight, 초극소 저체중아)

(2) 1000∼1499g (very low birth weight, 극소 저체중아)

(3) 1500∼2499g (low birth weight, 저체중아)

(4) 2500g 이상

� 재태기간 (1) 28주 미만 (extreme immaturity, 극단 미숙아)

(2) 28∼36주 (preterm infant, 미숙아)

(3) 37주 이상

� 성별 - (1) 남, (2) 여

� 의료보장 구분 -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 진료년도 - (1) 2012년 (2) 2013년

� 전원여부 –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했으면 (1) 아니면 (0)

� 다태아 – 2명 이상의 다태아면 (1), 아니면 (0)

� 선천성 기형 – National Quality Forum (2015)에서 제시한 48개 주요 선천성

기형(major birth defect) 정의에 따라(Appendix A) 선천성 질환이 있으면

(1), 없으면 (0)

� 인공호흡기 – 인공호흡기(1일당) 수가를 1일 이상 산정하면 (1), 아니면 (0)

� 고영양수액제 – 고영양수액제(1일당) 수가를 1일 이상 산정하면 (1), 아니면 (0)

� 중요 수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이 제시한 KDRG 분류에 따라 심장수

술, 흉부수술, 혈관수술 등 중요수술(P01000∼P06000)을 시행한 경우이면 (1)

아니면 (0)

� Charlson‘s Comorbidity Index (CCI) – Quan 등(2005)이 제시한 ICD-10 코

드에 따라(Appendix B) 주ㆍ부상병에서 산출하였다. 동반상병을 점수화한 것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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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ies of individual level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Birth weight
(1) <1000g (2) 1000∼1499g

(3) 1500∼2499g (4) ≥2500g

Gestational age (1) <28weeks (2) 28∼36weeks (3) ≥37weeks

Gender (1) Male (2) Female

Type of Insurance (0) Medical aid (1) National health insurance

Year (1) 2012 (2) 2013

Transfer (0) No (1) Yes

Twin (0) No (1) Yes

Birth defect (0) No (1) Yes

Ventilator care (0) No (1) Yes

TPN (0) No (1) Yes

Main Surgery (0) No (1) Yes

CCI (0) 0 (1) 1 (2) 2 (3) ≥3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CI: Charlson‘s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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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특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4).

� 요양기관 종별 -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 설립구분 – (0) 공공(국립, 국립대학, 공립, 특수법인), (1) 사립(그 외)

� 수련기관 – (0) 비수련기관(그 외), (1) 수련기관(국립, 국립대학, 공립, 학교법인)

� 위치 – (1) 서울 (2) 서울 외 대도시(6대 광역시) (3) 중소도시(그 외)

�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수

� 신생아중환자실 병상가동률 – 이용 가능한 총 병상 중 실제로 이용된 비율

연간 입원환자의 입원일수 합
= �������������������������������� × 100

연평균 신고 병상수 × 365일

� 중환자실 병상수 – 내외과/심혈관계/신경계 등 전체 중환자실의 병상수 합계

� 병원 규모 – 일반 병상수를 포함한 총 병상수

Table 4. Categories of hospital level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Type of hospital (1) Tertiary hospitals (2) General hospitals

Ownership (0) Public (1) Private

Teaching (0) No (1) Yes

Location

(1) Seoul

(2) Other metropolitan

(3) Province

Number of NICU beds Average number of NICU beds per year

Number of NICU RNs Average number of NICU registered nurses per year

NICU bed operation rate Average rate of NICU bed operation per year

Nurse to patient ratio Number of patients cared for by one nurse

Number of ICU beds Average number of ICU beds per year

Hospital size Average number of total beds per year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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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확보수준

간호사 확보수준은 간호사수와 환자수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측정단위는 시간으

로 하여 입원환자의 간호필요시간을 간호사의 실제간호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먼저, 입원환자의 간호필요시간은 연간 입원환자의 입원일수를 모두 합한 후 24시

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간호사의 실제간호시간은 연평균 간호사수를 산출한 후 연

간 법정근무시간에 따른 실제간호시간 (productive nursing hours)을 계산하였다. 전

담간호사(full-time equivalent)는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지만 휴가, 병가, 교육

및 행정업무 시간 등을 제외하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실제간호시간은 법정근무시간의

85% 수준이다(Spetz, Donaldson, Aydin, & Brown, 2008). 이를 계산해 보면, 진료년

도인 2012∼2013년의 법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연간 간호사의 법정근무시간은

40시간/주 × 52주 = 2,080시간이고, 여기에 0.85를 곱하면 실제간호시간이 된다. 중환

자실은 간호사 교육훈련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제 간호사보다는

대부분 전담간호사로 배치하고 있는 임상현장을 감안하여 전체 병원의 모든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확보수준은 간호사 대비 환자수 (nurse-to-

patient ratio) 즉, 간호사 1인당 환자수 (number of patients per nurse)이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입원환자의 간호 필요시간
간호사 대비 환자수 = ��������������������������������

간호사의 실제 간호시간

연간 입원환자의 입원일수 합 × 24시간
= �������������������������������������������

연평균 간호사수 × 2,080시간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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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환자 수준에서 건강결과는 예/아니오의 이분형으로 구분하였고, 의료기관 수준에서

사망과 병원 내 감염은 비율로, 입원일수는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건강결과별 진단명

ICD-10 코드는 Table 5와 같다.

1) 환자수준

� 사망 – 진료결과가 사망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병원 내 감염 – 부상병으로 패혈증, 로타바이러스, 요로감염 중 1개 이상

진단받았으면 (1), 아니면 (0)

� 입원일수 –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전체 입원기간을 측정

Table 5. Categories of outcome variables with ICD-10 codes

Outcomes Categories Included ICD-10 codes

Mortality (0) Discharge (1) Death

Nosocomial

infection

(0) No

(1) Yes

Sepsis Newborn septicemia or bacteremia

P36

Sepsis

A021, A227, A267, A327, A400, A401,

A403, A408, A409, A410, A411, A412,

A413, A414, A4150, A4151, A4152,

A4159, A4180, A4188, A419, A427,

A548, B377, R652, R788, T811
Septicemia or Bacteremia

A411, A412, A413, A4150, A4151,

A4152, A4153, A490, B952, B956,

B957, B958, B961, B962, B965, B968,

R571, R578

* Reference: Specifications manual for

Joint commission national quality core

measures (The Joint Commission, 2015)

Rota virus A080

UTI P393, N390

* ≥1 among sepsis, rota virus, UTI at secondary diagnosis

Length of stay Total number of days from date of admission to that of discharge

UTI: Urinary Track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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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수준

� 사망률(%) – 한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사망한 환자수

를 입원환자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

연간 사망 신생아 수
사망률(%) = ��������������������������� × 100

연간 입원 신생아 수

� 병원 내 감염률(%) - 한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에 병원 내

감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수를 입원환자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

연간 병원 내 감염 진단 신생아 수
병원 내 감염률(%) = ������������������������������������ × 100

연간 입원 신생아 수

� 평균 입원일수(일) – 한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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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6.1 (SAS ver. 9.4)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와 의료기관 특성 및 간호사 확보수준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는 χ2–tes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 수준에서의 고위험 신생아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은

다수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이분형인 사망, 병원 내 감염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연속

형 변수인 입원일수는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자료가 위계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자료가 속한 상하위 단위의 다

양성과 특성을 잘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으로 종속변수를 예측함으로써 상위수준에 내재되어 있는 하위수준의 예

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Song & Song, 2013). 따라서, 병원수준에서

위험요인들을 다시 합하지 않고도 환자수준에서 위험도 보정을 시행할 수 있어 병원

간 환자의 건강결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큰 장점이 있다 (Cho, 2003).

본 연구에서 다수준 회귀분석은 2수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환자 특성을 개인 수

준(1 level)으로, 의료기관 특성을 조직 수준(2 level)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독립변수

를 포함하지 않고 상수만으로 기초모형(null model)을 확인한 후 환자특성을 포함하는

모형(model 1), 의료기관 특성을 포함하는 모형(model 2), 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특

성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model 3)으로 구축하여 각 수준에서의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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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일반적 특성

1. 환자 특성

본 연구에서 고위험 신생아는 총 46,200명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출생체중 1000g미만은 1,920명(4.2%), 1000∼1499g은 3,280명(7.1%), 1500∼2499g은

11,452명(24.8%), 그 외 2500g이상은 29,548명(64.0%)로 나타났다. 재태기간 28주미만

은 1,708명(3.7%), 28∼36주는 19,602명(42.4%)이며 그 외 37주이상은 24,890명(53.9%)

이었다. 남아(55.9%)가 여아(44.1%)보다, 2013년도 입원환자(51.2%)가 2012년도 입원

환자(48.8%)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의료급여 환자는 461명(1.0%), 타 병원에서 전원된

경우는 1,898명(4.1%), 다태아는 3,310명(7.2%), 선천성 기형은 2,606명(5.6%)이었으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자는 14,600명(31.6%), 고영양수액제 투여자는 7,505명

(16.2%), 그리고 중요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3,934명(8.5%)이었다. 환자의 중증도를 나

타내는 CCI는 0점 44,168명(95.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점 1,815명(3.9%), 2점 159명

(0.3%), 3점 이상 58명(0.1%)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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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 (%)

Birth weight <1000g 1,920 ( 4.2)

1000∼1499g 3,280 ( 7.1)

1500∼2499g 11,452 (24.8)

≥2500g 29,548 (64.0)

Gestational age <28weeks 1,708 ( 3.7)

28∼36weeks 19,602 (42.4)

≥37weeks 24,890 (53.9)

Gender Male 25,835 (55.9)

Female 20,365 (44.1)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45,739 (99.0)

Medical aid 461 ( 1.0)

Year 2012 22,535 (48.8)

2013 23,665 (51.2)

Transfer No 44,302 (95.9)

Yes 1,898 ( 4.1)

Twin No 42,890 (92.8)

Yes 3,310 ( 7.2)

Birth defect No 43,594 (94.4)

Yes 2,606 ( 5.6)

Ventilator care No 31,600 (68.4)

Yes 14,600 (31.6)

TPN No 38,695 (83.8)

Yes 7,505 (16.2)

Surgery No 42,266 (91.5)

Yes 3,934 ( 8.5)

CCI 0 44,168 (95.6)

1 1,815 ( 3.9)

2 159 ( 0.3)

≥3 58 ( 0.1)

Total 46,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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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특성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은 총 77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41개(53.2%), 종합병원 36

개(46.8%)로 확인되었다. 주요 의료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14개(18.2%),

수련기관은 45개(58.4%)이고, 위치는 서울 25개(32.5%), 서울 외 대도시 22개(28.6%),

중소도시 30개(39%)로 중소도시가 많았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병상수는 평균 17.0개였

으며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20.5개로 종합병원 13.0개보다 많았다. 신생아중환자실 간

호사수는 평균 19.4명이었고, 신생아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99.4%로 상급종합

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하였다. 전체 중환자실 병상수는 평균 65.6개로 상급종합병원

79.8개가 종합병원 49.5개보다 더 많았으며, 병원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총 병상수는

평균 822.8개로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1001.0개로 종합병원 619.9개보다 많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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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Variables Categories
Total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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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ship Public 14 (18.2) 9 (22.0) 5 (13.9)

Private 63 (81.8) 32 (78.1) 31 (86.1)

Teaching No 32 (41.6) 12 (29.3) 20 (55.6)

Yes 45 (58.4) 29 (70.7) 16 (44.4)

Location Seoul 25 (32.5) 16 (39.0) 9 (25.0)

Other metropolitan 22 (28.6) 13 (31.7) 9 (25.0)

Province 30 (39.0) 12 (29.3) 18 (50.0)

NICU beds <10 15 (19.5) 3 ( 7.3) 12 (33.3)

10∼19 40 (51.9) 21 (51.2) 19 (52.8)

≥20 22 (28.6) 17 (41.5) 5 (13.9)

mean±SD 17.0 ± 9.5 20.5 ± 10.3 13.0 ± 6.5

NICU nurse <10 12 (15.6) 1 ( 2.4) 11 (30.6)

10∼19 41 (53.2) 23 (56.1) 18 (50.0)

20∼29 10 (13.0) 6 (14.6) 4 (11.1)

≥30 14 (18.2) 11 (26.8) 3 ( 8.3)

mean±SD 19.4 ± 12.7 23.7 ± 14.2 14.4 ± 8.6

Bed operation

rate

<90 27 (35.1) 12 (29.3) 15 (41.7)

90∼110 23 (29.9) 16 (39.0) 7 (19.4)

≥110 27 (35.1) 13 (31.7) 14 (38.9)

mean±SD 99.4 ± 29.0 99.5 ± 24.9 99.2 ± 33.4

ICU bed <25 5 ( 6.5) 0 ( 0.0) 5 (13.9)

25∼49 16 (20.8) 4 ( 9.8) 12 (33.3)

50∼74 38 (49.4) 22 (53.7) 16 (44.4)

≥75 18 (23.4) 15 (36.6) 3 ( 8.3)

mean±SD 65.6 ± 33.2 79.8 ± 36.8 49.5 ± 18.5

Hospital size <300 3 ( 3.9) 0 ( 0.0) 3 ( 8.3)

300∼699 25 (32.5) 5 (12.2) 20 (55.6)

700∼999 39 (50.6) 27 (65.9) 12 (33.3)

≥1000 10 (13.0) 9 (22.0) 1 ( 2.8)

mean±SD 822.8 ± 387.3 1001.0 ± 424.1 619.9 ± 201.5

Total 77 (100.0) 41 (53.2) 36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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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

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사의 확보수준을 확인결과(Table 8),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

사 1인당 환자수는 4.47명(최소∼최대: 1.60∼8.09)이었다. 2012년 4.90명(1.58∼8.92)이

었으나 2013년 4.05명(1.62∼7.70)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34명보다 종합병원 4.63명으로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설립구분, 수련여부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에 위치한 의

료기관은 간호사 1인당 3.8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서울 외 대도시는 4.95명,

중소도시 4.66명으로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88).

Table 8. Characteristics of nurse staffing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unit: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Categories
Total 2012 2013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Type of

hospital
Tertiary 4.34 1.10 .3523 4.80 1.35 .5616 3.88 1.01 .2276

General 4.63 1.58 5.01 1.78 4.24 1.51
Ownership Public 4.62 1.32 .6426 5.10 1.48 .5847 4.14 1.24 .7515

Private 4.44 1.35 4.85 1.58 4.03 1.29
Teaching

　
No 4.51 1.50 .8347 4.92 1.69 .9014 4.10 1.44 .7839

yes 4.45 1.23 4.88 1.48 4.01 1.15
Location Seoul 3.83 1.06 .0088 4.13 1.32 .0081 3.53 0.94 .0268

Other metropolitan 4.95 1.23 5.40 1.34 4.49 1.36

Province 4.66 1.45 5.17 1.69 4.16 1.33
Total 4.47 1.34 4.90 1.56 4.05 1.27

min 1.60 1.58 1.62

max 8.09 8.92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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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1. 환자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환자의 특성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는 Table 9과 같다. 환자 단위에서

사망률은 2.42%이었고 병원 내 감염률은 23.33%였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18.18일이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체중 1000g미만은 사망률 26.82%로 가장 높았으며

(p<.0001), 입원일수도 47.20일로 가장 길었다(p<.0001). 재태기간 28주미만은 사망률

24.71%로 가장 높았고(p<.0001) 입원일수도 48.86일로 가장 길었다(p<.0001). 반면, 출

생체중 2500g이상과 재태기간 37주이상은 병원 내 감염률이 가장 높았다(모두

p<.0001). 성별로 보면, 남아가 병원 내 감염률이 여아보다 높았으나(p<.0001), 입원일

수는 여아가 길었다(p<.0001). 의료급여 환자의 사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p 유의하게 높았으며(p=.0071), 2012년 입원환자가 2013년에 비해 입원일수가 약 2

일정도 길었다(p<.0001). 타병원에서 전원 온 환자는 사망률(p=.0061)이나 병원 내 감

염률은 낮았으나(p<.0001), 입원일수는 길었다(p=.0007). 다태아 역시 병원 내 감염률

은 낮았으나(p<.0001), 입원일수는 약 5일정도 길었고(p<.0001), 선천성 기형아는 병원

내 감염률은 낮았으나, 사망률은 높고 입원일수는 길었다(모두 p<.0001). 인공호흡기

치료자, 고영양수액제 투여자, 중요 수술을 시행한 환자, CCI 3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사망률이 높고,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었다(모두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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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racteristics of outcome variables at the individual level

Variables Categories
Mortality rate

Nosocomial

infection rate
Length of stay

% p % p mean SD p

Birth weight <1000g 26.82 <.0001 24.90 <.0001 47.20 33.30 <.0001

1000g∼1499g 3.99 22.44 44.86 21.07

1500g∼2499g 0.93 15.85 21.31 13.81

≥2500g 1.24 26.23 12.12 11.44

Gestational

age

<28weeks 24.71 <.0001 26.05 <.0001 48.86 33.40 <.0001

28∼36weeks 2.11 18.06 24.41 18.33

≥37weeks 1.14 27.30 11.16 10.41

Gender Male 2.43 .9390 24.03 <.0001 17.62 17.28 <.0001

Female 2.42 22.44 18.89 18.61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2.40 .0071 23.32 .7031 18.17 17.90 .1577

Medical aid 4.34 24.08 19.35 16.91

Year 2012 2.55 .0879 23.20 .5137 19.22 18.62 <.0001

2013 2.30 23.46 17.19 17.11

Transfer No 2.46 .0061 23.66 <.0001 18.12 17.87 .0007

Yes 1.48 15.75 19.54 18.34

Twin No 2.39 .1322 23.81 <.0001 18.12 20.83 <.0001

Yes 2.81 17.13 23.06 21.48

Birth defect No 2.18 <.0001 23.94 <.0001 18.29 20.61 <.0001

Yes 6.52 13.20 21.97 25.43

Ventilator No 0.17 <.0001 23.77 .0010 10.94 9.50 <.0001

Yes 7.29 22.38 31.37 30.65

TPN No 1.86 <.0001 23.41 .3871 14.04 16.92 <.0001

Yes 5.34 22.94 37.56 33.20

Surgery No 2.15 <.0001 23.15 .0021 12.21 11.22 <.0001

Yes 5.31 25.32 32.12 30.95

CCI 0 2.20 <.0001 22.70 <.0001 17.94 17.66 <.0001

1 5.62 38.40 22.56 21.20

2 15.09 25.16 29.10 23.72

≥3 34.48 31.03 32.97 26.29

Total 2.42 23.33 18.18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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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는 Table 10와 같다. 의료기관 단

위에서 사망률은 2.83%이고 병원 내 감염률은 24.24%이였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20.31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사망률이 약 1.6%p 높고

(p=.0005), 입원일수가 약 4일정도 길었으나(p=.0006),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 내 감염률이 약 12%p 유의하게 높았다(p=.0204). 설립구분과 수련기관 여부는

건강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서울 외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은 다른 지역보다 입원일

수가 가장 길었다(p=.0011).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가 20병상 이상일 때와 신생아중환

자실 간호사 수가 30명 이상일 때 가장 입원일수가 길었다(각각 p=.0388, p<.0001). 간

호사 1인당 병상수가 1.0개 미만일 때 가장 사망률이 높고(p=.0225) 입원일수가 길었

으며(p=.0006),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7명 이상일 때는 병원 내 감염률이 높았다

(p=.0119). 전체 중환자실 병상수가 75개 이상일 때 사망률이 높고(p=.0045), 입원일수

가 길었으며(p=.0089), 총 병상수가 1000개 이상일 때도 사망률(p=.0021)과 입원일수는

길었으나(p=.0087) 병원 내 감염률은 총 병상수 300∼699병상일 때 가장 유의하게 높

았다(p=.0403).



- 46 -

Table 10. Characteristics of outcome variables at the hospital level
(unit: % or days)

Variables Categories
Mortality rate

Nosocomial
infection rate

Length of stay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Type of

hospitals
Tertiary 3.61 2.10 .0005 18.68 18.54 .0204 22.39 5.52 .0006

General 1.94 1.86 30.57 25.33 17.95 5.33
Ownership Public 2.48 1.52 .5008 20.72 20.42 .5232 20.43 5.39 .9369

Private 2.91 2.26 25.02 23.17 20.29 5.98

No 2.31 2.12 .0732 19.03 20.27 .0888 19.60 6.24 .3715Teaching

Yes 3.20 2.11 27.94 23.69 20.82 5.56
Location Seoul 2.76 2.08 .0609 20.44 20.51 .3633 20.73 6.12 .0011

Other metropolitan 3.68 2.39 29.74 25.64 23.46 5.14

Province 2.26 1.86 23.36 21.94 17.65 4.94
NICU

beds
<10 2.87 2.63 .4055 25.98 27.37 .3798 17.36 6.25 .0388

10∼19 2.54 1.94 26.72 22.75 20.33 5.16

≥20 3.31 2.17 18.54 18.56 22.30 6.13
NICU

nurse
<10 1.74 2.17 .1997 29.27 29.76 .1358 14.13 5.45 <.0001

10∼19 2.85 1.96 25.92 21.77 20.35 4.52

20∼29 3.11 2.65 28.86 24.38 23.27 5.31

≥30 3.51 2.14 11.71 12.49 23.38 6.31
Bed
operation
rate

<90 2.44 1.90 .2340 24.71 23.26 .1739 19.11 6.33 .3829

90∼110 2.63 1.94 17.51 17.75 20.60 5.92

≥110 3.39 2.48 29.50 24.89 21.28 5.25
Nurse to

bed ratio
<1.0 3.30 2.12 .0225 24.22 22.50 .7997 22.12 5.34 .0006

1.0∼1.49 2.05 2.01 23.44 23.91 17.05 5.48

≥1.5 0.85 0.41 34.69 12.22 15.83 2.49
Nurse to

patient

ratio

<3 3.16 2.10 .4387 19.01 21.57 .0119 21.07 7.61 .7223

3∼4.9 3.11 2.02 20.29 20.77 20.85 5.71

5∼6.9 2.23 2.22 27.38 23.23 19.26 5.73

≥7 2.82 3.14 56.93 13.33 19.51 3.14
ICU bed <25 0.80 0.61 .0045 24.11 29.03 .2196 17.55 6.00 .0089

25∼49 2.27 2.25 24.11 28.00 17.03 5.06

50∼74 2.71 1.69 28.67 22.04 20.63 4.88

≥75 4.14 2.54 15.04 14.41 23.33 6.87
Hospital

size
<300 0.40 0.37 .0021 3.99 5.83 .0403 16.95 8.40 .0087

300∼699 1.90 1.81 30.47 25.72 17.62 4.95

700∼999 3.28 2.03 25.34 21.93 21.42 5.18

≥1000 4.12 2.39 10.44 7.77 23.74 7.16

Total 2.83 2.15 24.24 22.63 20.31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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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1. 독립변수 선정

다수준 분석에서 활용될 독립변수는 앞선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변수들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환자 특성 요인으로

출생체중, 재태기간, 성별, 의료보장, 진료년도, 전원, 다태아, 선천성기형, 인공호흡기,

고영양수액제, 중요 수술, CCI를 포함하였고, 의료기관 특성 요인으로는 종별, 설립구

분, 수련기관, 위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수, 병상가동률, 간

호사수 대비 환자수, 전체 중환자실 병상수, 총 병상수를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자 수준에서 분산팽창지

수 10이상으로 확인된 변수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수와 전체 중환자실 병상수이었

다. 2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수준에서 재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여부는 없

었다. 그 후 의료기관 수준에서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Table 11), 병상가동률과 간호사수 대비 환자수(r=0.6722, p<.0001),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와 총 병상수(r=0.6750, p<.0001)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병상가동률과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독립변수는 환자 특성요인에서는 변동없이 출생체중, 재

태기간, 성별, 의료보장, 진료년도, 전원, 다태아, 선천성기형, 인공호흡기, 고영양수액

제, 중요 수술, CCI이고(총 12개), 의료기관 특성요인에서는 종별, 설립구분, 수련기관,

위치, 간호사수 대비 환자수, 총 병상수이었다(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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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rrelation of variables at the hospital level

Variables Mortality rate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

Nurse to

patient ratio
NICU bed Bed op rate

Mortality rate
r

p 　

Nosocomial

infection

r -0.1870

p .1035 　

Length of stay
r 0.6372 -0.1530

p <.0001 .1840 　 　

Nurse to patient

ratio

r -0.1004 0.2581 -0.1502

p .3851 .0234 .1923 　 　

NICU bed
r 0.1878 -0.2083 0.3643 -0.1147

p .1020 .0691 .0011 .3208 　

Bed op rate
r 0.0782 0.1404 0.1680 0.6722 -0.0565

p .4992 .2234 .1442 <.0001 .6256 　

Hospital size
r 0.4142 -0.1674 0.4184 -0.0622 0.6750 0.0937

p .0002 .1456 .0002 .5911 <.0001 .4177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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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그룹별 분석결과

다수준 분석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그룹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출생체중, 인공호흡기, 중요 수

술, 선천성 기형과 의료기관 종별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소그룹은 각 단계별 검토과

정과 분석결과를 모두 제시하였고, 그 후는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

결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출생체중 1500g미만

사 망

출생체중 1500g미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에 대한 위계적 다

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2). 먼저, 기초모형(null model)은 독립변수가 전혀 포

함되지 않고 종속변수인 사망과 의료기관 구분만 반영한 모형으로 본 모형을 통해 집

단수준 효과를 파악하였다.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는 종속변수의 전체분산 중 집단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종속변수

가 범주형일 때는 group variance/(group variance+(π2/3)) 으로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Snijders & Bosker, 1999). ICC는 1에 가까울수록 집단간 분산이 커서 종속변

수를 예측하는데 집단의 특성이 중요하여 다수준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하나, 일반

적으로 ICC가 0.05 이상이면 집단간 변이가 있다고 보며 ICC가 0.05보다 작더라도 집

단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다수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Heck & Thomas, 2009).

기초모형에서 ICC를 계산해 보면 ICC=0.5386/(0.5386+(3.14152/3))=0.1407 이고, 이는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을 설명하는 전체분산 중 14.07%가 집단수준(의료기관)의 분산

이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p<.0001) 개인과 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 시행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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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2,3에 따라 환자 특성변수, 의료기관 특성변수와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변

수를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기초모형에서 비해 model 2에서는 ICC가 0.1407에서

0.1099로 감소하였고 환자 특성변수만 투입한 model 1에 비해 의료기관 특성까지 투

입한 model 3는 ICC가 0.1481에서 0.1071로 감소하고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AIC도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출생체중 1500g미만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은 model 3에서 투입

한 개인수준과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

다.

Model 3에서 개인수준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출생체중 1000∼1499g에 비해 출생체

중 1000g미만의 경우 사망 odds는 4.679(95%CI 3.589-6.146) 높았고, 여아에 비해 남

아의 사망 odds는 1.297(1.069-1.573) 높았다.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사망 odds가 1.965(1.269-3.042) 높았으며,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미사용자에 비해

11.496(7.190-18.382) 높았고, 고영양수액제 투여자의 사망 odds는 0.394(0.305-0.509)

낮았다. CCI 점수 0점에 비해 1점인 경우 사망 odds는 2.566(1.696-3.882), 2점인 경우

8.179(2.863-23.362), 3점 이상인 경우에는 12.178(2.333-63.569) 높았다.

또한,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사망

odds는 1.632(1.003-2.654) 높았고, 서울에 비해 서울 외 대도시의 사망 odds는 1.841

(1.107-3.063) 높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사망과의 연관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병원 내 감염

출생체중 1500g미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여 기초모형에서 model 3까지 각 수준별 효과변화를 분

석하였다(Table 13). 먼저,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으로써 집단 구분

(의료기관)만 반영하여 종속변수인 병원 내 감염과 집단수준 효과를 파악한 결과,

ICC는 0.3776로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을 설명하는 전체 분산의 37.76%가 집

단수준(의료기관)의 분산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모형에서 임의

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p<.0001)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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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Model 1,2,3에 따라 환자특

성 변수, 의료기관 특성변수와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변수를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AIC 및 ICC 값이 model 3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확인되어

병원 내 감염은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

였다.

Model 3에서 개인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다태아의 경우 병원 내 감염 odds

는 0.749(0.586-0.958) 낮았으며, 인공호흡기 사용자와 중요수술 시행자의 병원 내 감

염 odds는 각각 1.232(1.000-1.516), 1.301(1.070-1.583) 높았다.

또한,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에서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병원 내 감

염 odds 는 0.319(0.139-0.729) 낮았으며, 비수련기관에 비해 수련기관의 병원 내 감염

odds가 3.069(1.305-7.219) 높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병원 내 감염과의 연관성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일수

출생체중 1500g미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일수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여 기초모형에서 model 3까지 각 수준별 효과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14). 먼저,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으로써 집단 구분(의료기

관)만 반영하여 종속변수인 입원일수와 집단수준 효과를 파악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

형일 때 집단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group variance/

(group variance+individual variance)로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계산해 보면,

ICC=31.512/(31.512+660.970)=0.0455로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일수를 설명하는 전체 분

산의 4.55%가 집단수준(의료기관)의 분산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1,2,3에 따라 환자특성 변수, 의료기관 특성변수와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변수를 차례

대로 투입한 결과,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AIC 및 ICC 값이 비교적 점차 감소하여

입원일수는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Model 3에서 개인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재태기간 37주이상에 비해 재태기간

28주미만의 경우 입원일수는 6.18일 증가하였으며(p=.0046), 재태기간 28∼36주는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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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증가하였다(p=.0376). 여아에 비해 남아의 입원일수는 1.42일 감소하였고(p=.0360),

2013년에 비해 2012년은 2.18일 증가하였으며(p=.0075),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비사용에

비해 6.74일 증가하였다(p<.0001). 고영양수액제 사용자의 입원일수는 12.24일 증가하

였고(p<.0001), 중요 수술자는 10.42일 증가하였다(p<.0001). 또한, 의료기관 수준의 고

정효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입원일수는 0.98일 증가

(p=.041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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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2.124 0.107 <.0001 -3.778 0.650 <.0001 -2.687 0.461 <.0001 -4.501 0.836 <.0001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4.708*** 3.594 -6.167 4.697*** 3.589 -6.146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150 0.469 -2.822 1.575 0.599 -4.140
28∼36weeks 　 0.501 0.206 -1.219 0.712 0.272 -1.859

Gender (ref: female) 　 　 1.288* 1.062 -1.563 1.297** 1.069 -1.573
Insurance (ref: medical aid) 0.442 0.189 -1.033 0.485 0.206 -1.140
Year (ref: 2013) 　 　 0.969 0.798 -1.177 1.097 0.870 -1.384
Transfer (ref: no) 　 　 0.583 0.248 -1.374 0.496 0.219 -1.127
Twin (ref: no) 　 　 1.308 0.956 -1.790 1.294 0.946 -1.771
Birth defect (ref: no) 　 　 1.918** 1.238 -2.972 1.965** 1.269 -3.042
Ventilator (ref: no) 　 　 11.207*** 7.041 -17.838 11.496*** 7.190 -18.382
TPN (ref: no) 　 　 0.389*** 0.300 -0.505 0.394*** 0.305 -0.509
Main Surgery (ref: no) 　 　 0.790 0.605 -1.031 0.785 0.6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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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2.511*** 1.656 -3.805 2.566*** 1.696 -3.882
2 　 　 8.854*** 3.118 -25.138 8.179*** 2.863 -23.362
≥3 　 　 17.248** 2.990 -99.499 12.178** 2.333 -63.569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1.243 0.779 -1.984 1.632* 1.003 -2.654
Ownership (ref: public) 　 　 0.821 0.443 -1.525 1.157 0.606 -2.208
Teaching (ref: no) 　 　 1.924* 1.143 -3.238 1.342 0.778 -2.316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465 0.903 -2.378 1.841* 1.107 -3.063
Province 　 　 1.468 0.897 -2.404 1.674 0.999 -2.807

Nurse to patient ratio 　 　 0.935 0.845 -1.035 0.883 0.772 -1.010
Hospital size 　 　 1.000 1.000 -1.001 1.000 0.999 -1.000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5386 (0.1389) 0.5719 (0.1494) 0.4063 (0.1144) 0.3944 (0.1151)
ICC 0.1407 0.1481 0.1099 0.1071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3783.9 2934.7 3783.6 2934.3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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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362 0.175 <.0001 -1.447 0.479 .0034 -1.151 0.685 .0974 -0.928 0.867 .2882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1.148 0.934 -1.410 1.159 0.943 -1.424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257 0.780 -2.026 1.242 0.771 -2.001
28∼36weeks 　 1.058 0.676 -1.654 1.046 0.669 -1.636

Gender (ref: female) 　 　 1.016 0.875 -1.180 1.018 0.876 -1.182
Insurance (ref: medical aid) 0.704 0.330 -1.502 0.647 0.306 -1.368
Year (ref: 2013) 　 　 1.227** 1.055 -1.427 1.146 0.931 -1.410
Transfer (ref: no) 　 　 0.886 0.366 -2.148 1.007 0.420 -2.414
Twin (ref: no) 　 　 0.744* 0.582 -0.951 0.749* 0.586 -0.958
Birth defect (ref: no) 　 　 0.752 0.502 -1.127 0.758 0.506 -1.135
Ventilator (ref: no) 　 　 1.235* 1.003 -1.520 1.232* 1.000 -1.516
TPN (ref: no) 　 　 0.876 0.714 -1.075 0.868 0.707 -1.065
Main Surgery (ref: no) 　 　 1.283* 1.054 -1.560 1.301** 1.070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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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517* 1.027 -2.240 1.412 0.953 -2.094
2 　 　 0.894 0.249 -3.205 0.633 0.165 -2.434
≥3 　 　 10.438* 1.654 -65.856 4.691 0.734 -29.97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0.352** 0.164 -0.757 0.319** 0.139 -0.729
Ownership (ref: public) 　 　 0.462 0.174 -1.232 0.448 0.155 -1.291
Teaching (ref: no) 　 　 2.852** 1.292 -6.294 3.069* 1.305 -7.21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757 0.342 -1.673 0.801 0.337 -1.904
Province 　 　 0.509 0.232 -1.115 0.530 0.227 -1.239

Nurse to patient ratio 　 　 1.144* 1.030 -1.272 1.071 0.923 -1.242
Hospital size 　 　 1.000 0.999 -1.001 1.000 0.999 -1.001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9957 (0.4033) 2.0808 (0.4229) 1.5627 (0.3270) 1.8188 (0.4045)
ICC 0.3776 0.3875 0.3220 0.3560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4675.4 4646.4 4671.7 4651.1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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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5.102 0.797 <.0001 22.309 4.066 <.0001 39.122 3.3681 <.0001 17.587 5.322 .0010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1.576 0.926 .0888 1.464 0.925 .1138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6.440 2.203 .0035 6.178 2.179 .0046
28∼36weeks 4.562 2.064 .0272 4.245 2.041 .0376

Gender (ref: female) -1.433 0.674 .0337 -1.415 0.674 .0360
Insurance (ref: medical aid) 3.999 3.425 .2430 4.052 3.424 .2367
Year (ref: 2013) 3.031 0.680 <.0001 2.185 0.816 .0075
Transfer (ref: no) 0.443 2.763 .8727 1.100 2.617 .6747
Twin (ref: no) -1.790 1.085 .0990 -1.922 1.083 .0759
Birth defect (ref: no) -2.307 1.787 .1968 -2.522 1.787 .1582
Ventilator (ref: no) 6.652 0.898 <.0001 6.742 0.897 <.0001
TPN (ref: no) 12.508 0.900 <.0001 12.237 0.885 <.0001
Main Surgery (ref: no) 　 　 10.389 0.901 <.0001 10.417 0.9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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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0.921 1.794 .6079 -0.940 1.786 .5988
2 　 　 -7.635 5.120 .1360 -7.717 5.116 .1315
≥3 　 　 -0.824 8.600 .9237 -0.902 8.601 .9164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0.638 1.789 .7227 0.545 1.867 .7712
Ownership (ref: public) 　 　 -2.915 2.260 .2018 -2.984 2.378 .2138
Teaching (ref: no) 　 　 -1.170 1.865 .5327 -1.686 1.952 .3906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694 1.819 .7040 -0.514 1.933 .7913
Province 　 　 -2.929 1.839 .1161 -0.462 1.928 .8113

Nurse to patient ratio 　 　 1.391 0.403 .0006 0.975 0.476 .0418
Hospital size 　 　 0.004 0.002 .0465 0.005 0.002 .0196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31.512 (7.652) 37.775 (8.406) 21.744 (5.954) 25.577 (6.530)
Patient 660.970 (13.054) 578.410 (11.422) 660.060 (13.038) 578.710 (11.434)

ICC 0.0455 0.0613 0.0319 0.0423 　
Model Fit statistics

AIC 48625.6 47974.1 48615.1 47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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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종합병원

출생체중 1500g미만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5).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고, model 3에서 ICC 및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출생체중 1500g미만

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 병원 내 감염, 입원일수와의 연관

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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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637 1.149 .0003 -0.954 1.349 .4841 26.763 7.625 .0006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4.956*** 3.648 -6.732 1.179 0.914 -1.520 2.258 1.113 .0425
1000∼1499g

1500∼2499g - - -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3.231 0.618 -16.895 1.735 0.786 -3.833 6.970 2.947 .0181
28∼36weeks 1.560 0.300 -8.104 1.368 0.637 -2.938 5.500 2.799 .0496

Gender (ref: female) 1.154 0.925 -1.440 1.032 0.853 -1.248 -1.907 0.818 .0198
Insurance (ref: medical aid) 0.368* 0.140 -0.972 0.929 0.359 -2.401 3.968 4.127 .3365
Year (ref: 2013) 1.013 0.767 -1.337 1.344* 1.015 -1.780 1.594 1.082 .1411
Transfer (ref: no) 0.281* 0.104 -0.758 0.862 0.295 -2.516 6.573 3.435 .0577
Twin (ref: no) 1.360 0.961 -1.924 0.729* 0.537 -0.990 -0.925 1.276 .4689
Birth defect (ref: no) 1.898** 1.174 -3.068 0.797 0.502 -1.266 -1.386 2.004 .4893
Ventilator (ref: no) 10.793*** 6.294 -18.509 1.459** 1.121 -1.899 7.765 1.075 <.0001
TPN (ref: no) 0.490*** 0.368 -0.654 0.964 0.739 -1.256 13.233 1.107 <.0001
Main Surgery (ref: no) 0.827 0.615 -1.111 1.106 0.862 -1.419 11.159 1.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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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CCI (ref: 0)

1 3.391*** 2.097 -5.483 1.372 0.820 -2.297 -6.617 2.284 .0038
2 9.447*** 2.573 -34.687 2.043 0.461 -9.053 -9.065 6.604 .1699
≥3 12.452** 2.323 -66.733 11.255** 1.791 -70.724 -2.081 8.730 .8116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 - -
Ownership (ref: public) 1.289 0.491 -3.382 0.263 0.026 -2.682 6.562 5.122 .2102
Teaching (ref: no) 1.348 0.497 -3.658 2.429 0.231 -25.539 -14.403 5.291 .0105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585 0.923 -2.722 0.956 0.289 -3.158 -4.243 2.757 .1322
Province 1.335 0.744 -2.398 0.564 0.157 -2.035 -3.895 2.968 .1970

Nurse to patient ratio 0.956 0.810 -1.129 0.847 0.678 -1.059 1.153 0.700 .1020
Hospital size 1.000 0.999 -1.000 1.000 0.998 -1.001 -0.003 0.004 .4355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2226 (0.0827) 1.9158 (0.5318) 30.758 (9.745)
Patient 594.200 (14.058)

ICC 0.0634 　 0.3680 　 0.0492
Test‡(p value)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2194.3 　 2946.4 　 33492.6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Φ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port to estimate, SE, p value, *p<.05, **p<.01, ***p<.001, ‡Test for Ho: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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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병원

출생체중 1500g미만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병원 내 감염

과 입원일수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6). 기초모형에서 임의

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집

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고, model 3에서 ICC 및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출생체중 1500g미만

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 입원일수와의 연관성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병원 내 감염

odds는 1.291(1.062-1.57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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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823 1.450 .0023 -2.906 1.337 .0375 16.752 7.642 .0285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4.957*** 2.739 -8.973 1.020 0.713 -1.461 -1.106 1.630 .4976
1000∼1499g

1500∼2499g - - -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531 0.156 -1.803 1.184 0.618 -2.270 7.274 3.054 .0173
28∼36weeks 0.255* 0.077 -0.837 1.073 0.599 -1.920 4.316 2.773 .1199

Gender (ref: female) 1.996** 1.324 -3.010 0.974 0.762 -1.244 0.051 1.179 .9656
Insurance (ref: medical aid) 0.492 0.079 -3.051 0.303 0.070 -1.317 4.280 6.096 .4828
Year (ref: 2013) 1.148 0.742 -1.775 1.054 0.763 -1.457 3.038 1.259 .0159
Transfer (ref: no) 5.779* 1.518 -22.006 3.402 0.843 -13.729 -8.161 2.976 .0062
Twin (ref: no) 1.123 0.534 -2.365 0.804 0.527 -1.226 -4.646 2.001 .0204
Birth defect (ref: no) 1.999 0.664 -6.018 0.581 0.246 -1.375 -6.671 4.034 .0983
Ventilator (ref: no) 11.683*** 4.666 -29.254 0.936 0.661 -1.324 4.333 1.574 .0060
TPN (ref: no) 0.248*** 0.146 -0.422 0.799 0.576 -1.110 10.175 1.345 <.0001
Main Surgery (ref: no) 0.544 0.288 -1.026 1.561** 1.123 -2.168 8.881 1.5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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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CCI (ref: 0)

1 1.016 0.434 -2.379 1.310 0.698 -2.457 5.863 2.333 .0121
2 6.844* 1.142 -41.031 -6.805 7.808 .3836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 - -
Ownership (ref: public) 1.051 0.398 -2.777 1.922 0.546 -6.767 -0.190 2.230 .9320
Teaching (ref: no) 1.357 0.665 -2.770 3.685** 1.477 -9.197 -2.169 1.493 .1464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943 0.356 -2.502 0.186** 0.053 -0.655 2.303 1.807 .2026
Province 1.228 0.529 -2.854 0.340* 0.119 -0.976 2.983 1.774 .0929

Nurse to patient ratio 0.869 0.717 -1.053 1.291* 1.062 -1.571 0.787 0.494 .1113
Hospital size 1.002* 1.000 -1.005 1.002 1.000 -1.005 0.004 0.004 .2703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2624 (0.1829) 1.0286 (0.3813) 3.8E-20 .
Patient 5.3E+02 (1.9E+01)

ICC 0.0739 　 0.2382 　 0.0000
Test‡(p value)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752.5 　 1703.5 　 14453.9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Φ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port to estimate, SE, p value, *p<.05, **p<.01, ***p<.001, ‡Test for Ho: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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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체중 1000g미만 – 상급종합병원

출생체중 1000g미만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7).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고, model 3에서 ICC 및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출생체중 1000g미만

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 입원일수와의 연관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병원 내

감염 odds 는 1.284(1.006-1.638)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66 -

Table 17.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1.994 0.974 .0484 -1.650 1.216 .1835 30.428 12.931 .0199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1000g

1000∼1499g - - - - - - - - -
1500∼2499g - - - - - - - - -

Gestational age (ref: 28∼36weeks)

<28weeks 1.675** 1.216 -2.307 0.984 0.705 -1.374 -1.504 1.944 .4392
28∼36weeks

Gender (ref: female) 1.217 0.938 -1.578 1.138 0.852 -1.519 -3.988 1.674 .0174
Insurance (ref: medical aid) 0.355 0.098 -1.281 1.147 0.243 -5.402 9.165 8.658 .2900
Year (ref: 2013) 0.957 0.696 -1.318 0.928 0.643 -1.340 2.359 2.125 .2677
Transfer (ref: no) 0.183** 0.054 -0.623 0.420 0.085 -2.084 19.163 7.423 .0119
Twin (ref: no) 1.420 0.920 -2.193 1.245 0.783 -1.978 -0.687 2.879 .8115
Birth defect (ref: no) 1.716 0.964 -3.056 0.700 0.349 -1.407 -4.206 3.914 .2826
Ventilator (ref: no) 8.155*** 4.320 -15.394 1.238 0.760 -2.018 9.170 2.621 .0005
TPN (ref: no) 0.423*** 0.304 -0.590 1.593* 1.086 -2.338 20.884 2.189 <.0001
Main Surgery (ref: no) 0.621* 0.410 -0.940 0.788 0.505 -1.228 13.085 2.55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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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CCI (ref: 0)

1 2.988*** 1.670 -5.347 1.324 0.663 -2.643 -5.386 4.180 .1978
2 4.811 0.871 -26.587 3.070 0.497 -18.973 -11.767 11.919 .3237
≥3 22.217** 2.750 -179.503 5.127 0.904 -29.075 -8.188 11.832 .4891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 - -
Ownership (ref: public) 1.213 0.455 -3.233 0.301 0.070 -1.289 10.489 7.408 .1695
Teaching (ref: no) 1.308 0.473 -3.619 1.427 0.321 -6.345 -24.026 7.649 .0043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529 0.865 -2.701 0.561 0.251 -1.253 -9.719 4.278 .0292
Province 1.250 0.673 -2.321 0.484 0.200 -1.171 -6.657 4.632 .1586

Nurse to patient ratio 0.983 0.816 -1.184 1.284* 1.006 -1.638 1.616 1.288 .2128
Hospital size 1.000 0.999 -1.000 1.000 0.999 -1.001 -0.004 0.005 .4874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2102 (0.0831) 0.5690 (0.1473) 56.561 (21.883)
Patient 　 935.260 (35.961)

ICC 0.0601 　 0.1475 0.0570 　
Test‡(p value)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488.7 　 1305.3 13572.3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Φ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port to estimate, SE, p value, *p<.05, **p<.01, ***p<.001, ‡Test for Ho: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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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에 대해 위

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8).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

을 시행하였고, model 3에서 ICC 및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가 가장 낮은 수치

를 나타내어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사망,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

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출생체중 1000g미만

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 병원 내 감염, 입원일수와의 연관

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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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3.307 0.453 <.0001 -1.271 0.754 .0960 9.890 2.986 .0011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7.404*** 5.565 -9.851 1.543*** 1.237 -1.925 22.757 0.794 <.0001
1000∼1499g 1.669*** 1.253 -2.224 1.191* 1.005 -1.412 23.383 0.598 <.0001
1500∼2499g 0.707* 0.535 -0.935 0.804** 0.699 -0.925 5.999 0.478 <.0001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625** 1.176 -2.246 0.807 0.633 -1.028 8.836 0.864 <.0001
28∼36weeks 0.925 0.727 -1.176 0.768*** 0.677 -0.871 5.601 0.445 <.0001

Gender (ref: female) 1.072 0.934 -1.231 1.081 0.985 -1.186 -1.215 0.318 .0001
Insurance (ref: medical aid) 0.481** 0.278 -0.832 0.845 0.537 -1.328 -1.004 1.605 .5317
Year (ref: 2013) 1.055 0.895 -1.244 1.220** 1.066 -1.396 1.257 0.408 .0021
Transfer (ref: no) 0.435** 0.246 -0.772 1.105 0.778 -1.571 1.685 1.147 .1421
Twin (ref: no) 1.115 0.863 -1.442 0.799* 0.660 -0.966 -0.795 0.625 .2035
Birth defect (ref: no) 2.365*** 1.902 -2.940 0.794* 0.658 -0.959 2.439 0.606 <.0001
Ventilator (ref: no) - - - - - - - - -
TPN (ref: no) 0.689*** 0.576 -0.823 0.923 0.816 -1.044 10.134 0.418 <.0001
Main Surgery (ref: no) 0.905 0.755 -1.085 1.249*** 1.120 -1.392 7.802 0.38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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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continued)

Variables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OR 95% CI estimate SE p
CCI (ref: 0)

1 2.177*** 1.660 -2.854 1.600*** 1.279 -2.001 3.997 0.803 <.0001
2 5.664*** 3.287 -9.761 1.304 0.735 -2.313 7.241 2.039 .0004
≥3 14.402*** 7.190 -28.848 2.305* 1.058 -5.025 7.236 2.890 .012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1.587** 1.122 -2.246 0.358* 0.156 -0.820 0.881 1.403 .5321
Ownership (ref: public) 1.121 0.716 -1.755 0.659 0.228 -1.899 -2.000 1.758 .2593
Teaching (ref: no) 1.359 0.931 -1.982 2.961* 1.274 -6.881 -0.327 1.413 .817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433 0.993 -2.066 1.537 0.649 -3.640 -1.505 1.454 .3040
Province 1.513* 1.049 -2.181 0.969 0.418 -2.246 -0.122 1.413 .9317

Nurse to patient ratio 0.927 0.843 -1.020 0.942 0.851 -1.043 0.413 0.283 .1457
Hospital size 1.000 1.000 -1.001 1.000 0.999 -1.001 0.004 0.002 .0269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2236 (0.0552) 2.0722 (0.3727) 20.335 (3.899)
Patient 　 354.130 (4.157)

ICC 0.0636 　 0.3865 0.0543 　
Test‡(p value)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6211.2 　 11954.7 127356.2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Φ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port to estimate, SE, p value, *p<.05, **p<.01, ***p<.001, ‡Test for Ho: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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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 수술–종합병원

중요 수술을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의료기관 특성변수를 투입한 model 2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

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아(p=.3747) 다수준 분석을 더 이상 시

행하지 않았다.

중요 수술을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에 대

한 분석결과는 Table 19과 같다.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

인하는 검증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고,

model 3에서 ICC 및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를 예측할 수 있

다고 해석하였다.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중요 수술을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환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병원 내 감염 odds는 1.229(1.031-1.466) 증가

하고, 입원일수는 0.97일(p=.04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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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main surgery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008 1.210 .0026 8.812 6.390 .1702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2.419 0.944 -6.198 29.643 3.736 <.0001
1000∼1499g 1.592* 1.085 -2.337 22.645 1.410 <.0001
1500∼2499g 1.041 0.723 -1.498 6.946 1.322 <.0001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751 0.395 -1.430 14.499 2.441 <.0001
28∼36weeks 0.777 0.554 -1.090 7.697 1.270 <.0001

Gender (ref: female) 0.950 0.739 -1.222 0.360 0.939 .7014
Insurance (ref: medical aid) 1.376 0.414 -4.577 -6.287 4.400 .1533
Year (ref: 2013) 0.945 0.691 -1.293 1.804 1.038 .0826
Transfer (ref: no) 1.123 0.517 -2.440 -3.150 2.623 .2317
Twin (ref: no) 0.635 0.380 -1.061 -0.060 1.797 .9734
Birth defect (ref: no) 1.678 0.770 -3.659 1.201 2.914 .6802
Ventilator (ref: no) 0.713 0.368 -1.380 5.755 2.442 .0186
TPN (ref: no) 0.697* 0.505 -0.961 8.007 1.096 <.0001
Main Surgery (ref: no) - - - - - -
CCI (ref: 0)

1 1.619 0.912 -2.875 5.961 1.955 .0025
2 1.676 0.240 -11.726 7.062 8.070 .3817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Ownership (ref: public) 3.213 0.991 -10.425 -2.999 2.265 .2002
Teaching (ref: no) 2.036 0.924 -4.489 -1.081 1.559 .4976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740 0.237 -2.313 -1.429 2.175 .5204
Province 0.818 0.298 -2.244 2.681 2.000 .1962

Nurse to patient ratio 1.229* 1.031 -1.466 0.966 0.463 .0441
Hospital size 1.002 0.999 -1.004 0.009 0.004 .0507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9355 (0.3088) 7.346 (5.407)
Patient 　 312.840 (11.617)

ICC 0.2214 0.0229 　
Test‡(p value)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679.0 13066.0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Φ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port to estimate, SE, p value,
*p<.05, **p<.01, ***p<.001, ‡Test for Ho: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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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천성 기형–종합병원

선천성 기형이 있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에 대해 위계적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

에서 유의하지 않아(p=.4126) 다수준 분석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

선천성 기형이 있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0과 같다.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의 절편 변동량이 ‘0’인지

확인하는 검증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집단 수준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

고, model 3에서 ICC 및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model 3에 투입한 고정효과에 의해 충분히 병원 내 감염과 입원일수를 예측할 수 있

다고 해석하였다.

의료기관 수준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선천성 기형이 있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병원 내 감염과 연관성이 없었으나, 입원일

수는 1.36일(p=.02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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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sults of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among birth defect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osocomial infection§ Length of stayΦ
OR 95% CI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3.197 1.834 .0920 6.517 6.279 .2997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0.662 0.068 -6.445 15.525 5.543 .0053
1000∼1499g 1.061 0.244 -4.618 9.810 4.341 .0242
1500∼2499g 0.637 0.260 -1.559 3.028 2.209 .1710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845 0.076 -9.415 5.276 6.505 .4176
28∼36weeks 0.544 0.247 -1.198 2.601 1.931 .1785

Gender (ref: female) 1.004 0.596 -1.693 -2.661 1.302 .0415
Insurance (ref: medical aid) 2.162 0.326 -14.328 -6.223 4.168 .1359
Year (ref: 2013) 1.127 0.570 -2.230 -0.349 1.588 .8260
Transfer (ref: no) 0.615 0.066 -5.694 -3.241 5.942 .5856
Twin (ref: no) 0.587 0.112 -3.066 2.328 4.003 .5611
Birth defect (ref: no)
Ventilator (ref: no) 1.726 0.939 -3.170 8.959 1.447 <.0001
TPN (ref: no) 1.075 0.551 -2.098 10.165 1.603 <.0001
Main Surgery (ref: no) 1.764 0.680 -4.581 8.656 2.791 .0020
CCI (ref: 0)

1 2.913 1.000 -8.487 7.329 2.557 .0043
2 0.700 0.047 -10.456 8.858 6.250 .1570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2.915 0.532 -15.956 -1.666 2.316 .4722
Teaching (ref: no) 2.524 0.846 -7.535 0.082 1.868 .9648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3.101 0.591 -16.268 2.473 2.756 .3700
Province 1.114 0.263 -4.717 3.249 2.529 .1993

Nurse to patient ratio 0.837 0.591 -1.183 1.358 0.594 .0227
Hospital size 1.000 0.996 -1.004 0.002 0.006 .6890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1482 (0.7649) 0 .
Patient 　 226.530 (13.574)

ICC 0.2587 0.0000 　
Test‡(p value)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482.9 4647.2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Φ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port to estimate, SE, p value,
*p<.05, **p<.01, ***p<.001, ‡Test for Ho: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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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살펴보고,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

을 모두 통제한 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A.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2012∼2013년 국내 의료기관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

수준은 간호사 1인당 평균 4.47명(최소∼최대: 1.60∼8.09명)의 고위험 신생아를 담당

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평균 4.90명(1.58∼8.92명)에서 2013년 4.05명(1.62

∼7.70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신생아중

환자실의 병상 수 확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와 함께 간호사 수도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4.34명(2.37∼

8.09명), 종합병원이 평균 4.63명(1.60∼7.90)으로 종합병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간호

사 1인당 최대 8.1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Cho 등(2006)이 예측

한 6명보다 실제로 더 많은 환자수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2010)가 가장 경증인 신생아의 경우

간호사 1인당 6명을 담당하도록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7∼8명으로 간호사가 과소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 1인당 6명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8곳으로 상급종합병원 7곳(상급종합병원 중 17.1%), 종합병원 1

곳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급종

합병원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종합병원보다 많이 내원함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

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은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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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서울 3.83명, 서울 외 대도시 4.95명, 중소도

시 4.66명으로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질 높은 간호를 균등하게 제공

하기 위해서 지역별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의료 접

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병상 수 확보가 정부의 초기 정책이었다면, 이후에는 안

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 측정에서 활용한 간호사 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환자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외에 관리자, 교육 간호사 등 행정업

무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Hamilton et al., 2007), 간호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 간호를

수행한 간호사가 근무당시 실제 담당한 환자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

집하기도 한다(Rogowski et al., 2013). 설문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의 차이는 데이터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확보수준의 측정방법은 연간 입원환자의 입원기

간 중 간호필요시간을 간호사의 실제간호시간으로 나누어 간호사 대비 환자수(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하였다. 이 측정방법은 행정자료로도 충분히 산출 가능하여 활용

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호의 질은 간호사의 숫자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교육수준(Aiken et al., 2003), 업무량(Tubbs-Cooley et al., 2015) 및 근무환경

(Rochefort & Clarke, 2010)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호사 대

비 환자수와 같은 숫자로만 양질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환자마다 복잡한 간호 요구도가 있는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확보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Rogowski 등

(2015)는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2007)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의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하고 간호사 1인

당 환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신생아 중 62%가 level 1,2이고, 12% 정도가

level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당 환자수는 level 1에서 0.33, level 5에서 0.95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대비 환자수도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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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아동전문간호사의 배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역할이 증명된 연구는 없

다. Hamilton 등(2007)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신생아중환자실에

서 사망 odds가 0.31(95%CI 0.42-0.96)로 감소하고 신생아전문간호사 비율이 교대조별

1.3∼1.8일 때 사망 odds는 0.52(95%CI 0.33-0.83)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이 결과는 신생아 간호에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간호사와 최소한의 간호인력

이 함께 배치되면 환자의 생존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위험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량을 반영하여 양

질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측정하고, 전문간호사 배치여부를 고려한 확보수준을 파악하

는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 간의 최

적의 균형을 찾아가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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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는 사망률이 2.42%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출생체중 1000g미만 사망률은 26.8%로 가장 높았으나 Lee 등(2010) 연구에서

확인된 37.7%보다 낮았고, 28주 미만의 사망률은 24.7%로 Heo 등(2012)의 22.5% 보

다 높았다. 병원 내 감염률은 23.33%로 세부적으로 보면, 패혈증 발생률이 4.87%, 로

타바이러스 감염률 18.67%, 요로감염률 4.90%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퍠

혈증 발생률 4.87%는 Cimiotti 등(2006)의 혈행감염률 8.4%보다 낮고,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패혈증 발생률 9.54%는 Rogowski 등(2013)의 15.15%보다도 낮았다. 선행연구

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고(Stratton, 2008), Mark 등(2007)에서 수술

후 요로감염률이 0.4%로 확인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로타바이러스와 요로감

염은 고위험 신생아의 결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처음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평균 입원일수는 18.2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Couto, Pedrosa, Tofani

Cde, and Pedroso (2006)의 입원일수 12.3일보다 길었으나, Cimiotti (2004)의 입원일

수 18.4일과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으로는 출생

체중,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고영양수액제 투여, CCI 점수로 확인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Stoll 등(2010)는 미국 내 2003∼2007년 사이에 태어난 재

태기간 22∼28주와 출생체중 1500g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약 9,500여명을 대상으로 출

생체중과 재태기간이 사망률과 직결됨을 확인하였고, Kaplan 등(2011)은 16개 병원,

3,633명을 대상으로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신생아에게 투여하는 폐계면활성제가 사

망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생체중과 재태기간은 유

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폐계면활성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 요인은 출생체중, 중요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CCI 점수로 확인되었다. Cimiotti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혈행감염의 위험요인으로서 출생체중 1000g 미만(Hazard Ratio[HR]=2.64, 95%CI 1.77

∼3.94), 출생체중 1000∼1500g(HR=1.82, 1.15∼2.89), 고영양수액제(HR=12.62,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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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가 확인되어, 출생체중이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 고영양수액제는 출생체중 1000g미만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내 감

염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OR=1.59, 95%CI 1.09-2.34), 상급종합병원에서

고영양수액제 제조 또는 투여에 있어 철저한 감염관리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4∼1998년 미국 22개 신생아중환자실, 1,051명의 신생아 대상 병원 내 감염 연구에

의하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내 감염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Couto et al., 2006), Orsi 등(2009)의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연

구에서 인공호흡기(OR=3.05, 95%CI 1.75-5.31)가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출생체중 1500g미만 환자에게 있어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미사용자에 비해 병원 내 감염 odds가 1.232(95%CI 1.00-1.516) 높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저체중 출생아의 기관 내 흡인, 인공호흡기 관리 등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감염관리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 요인으로는 출생체중, 재태

기간, 선천성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고영양수액제 투여, 중요 수술, CCI 점수로 나타

났다. Cimiotti (2004)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출생체중과 수술여부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를 통

해 새롭게 확인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대한 환자 특성은 선천성 기형과 CCI

점수이다.

본 연구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 특성은 의료기

관 종별, 수련기관 여부, 위치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외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사망 위험이 높았으며, 병원 내 감염 위험은 종합병원, 수련기관이

었고,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는 수련기관이 유의하게 입원일수가 짧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Grandi 등(2010) 연구에서 출생체중 1500g미만 신생아의 사망률이

공공병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병원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Mark 등(2007) 연구에서 14세미만 아동의 사망이나 합병증 분석에서 의료기관 특성

으로 수련여부, 위치, 소아병동 병상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을 포함하였으나 모

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iller, Elixhauser와 Zhan (2003)의 입원아



- 80 -

동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련기관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분만 시

외상이 유의하게 적은 것을 보고하였다.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대상 연구에서 의료기

관 특성요인은 측정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종합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종합병원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종합병

원은 감염관리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감염관리 지침 강화가 요구된다.

수련기관은 비수련기관에 비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수련을

담당하는 종합병원은 출생체중 1500g 미만, 인공호흡기 사용 등에서 병원 내 감염

odds는 2∼3이상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은 보다 철저한 병원 내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재정립 및 교육 강화가 적극적

으로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환자의 건강결과는 서울에 비해 서울 외 대도시와 중소도

시가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출생체중 1500g미만에서 서울에 비해 서울 외

대도시가 사망 위험이 높았고, 서울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서울에 비해 중소도시에서 유의하게 사망 위험이 높

았다. 지역별 건강결과의 차이는 표준화된 치료 가이드라인의 부재일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대한 의

료기관 특성 요인은 의료기관 종별, 수련기관, 위치이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특성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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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본 연구에서 고위험 신생아의 환자 특성과 신생아중환자실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 결과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 확보수준은 사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간

호인력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와의 상관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사

망이 감소하거나(Callaghan et al., 2003) 관련성이 없는(Hamilton et al., 2007; Mark

et al., 2007; Tucker, 2002) 등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동안 간호사 확보수준과 사망과의 관련성은 Aiken 등 (2002)의 연구에서 급성기

내외과 병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국내(Cho et al., 2015), 벨기에(Van den Heede et

al., 2009), 유럽(Aiken et al., 2014) 등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었고, 간호사 확보수준이

증가할수록 사망이 감소하는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중환자실 대상

연구에서는 Penoyer(2010)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총 11편의 논문 중 간호

사 확보수준이 증가할수록 사망은 관련이 없거나(5편) 유의하게 감소한다는(6편) 모순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앞서 신생아중환자실 대상 연구를 포함하여 중환자실 대상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생아중환자

실의 간호인력 확보가 환자의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고위험 신생아 집단에서 환자의 질 평가에 대해 좀 더 신뢰할만한 분석과 측정

방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중증도 보정방법이다. 대

상자가 무작위로 추출되는 연구에서 위험도 보정은 불필요하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환자, 의료진, 치료방법, 시스템 등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

과를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 위험도 보정을 시행한다(Iezzoni, 2013). 질병의 중증

도 및 동반상병으로 위험도를 보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제거하고 중재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선택편이

를 보정하고 성과의 예측모델 역량을 향상시키며 그룹별 분석을 위한 기초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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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Kane, 2006).

고위험 신생아 대상 연구에서 사용하는 위험도 보정방법은 성인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성과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미국 내 800개

이상의 신생아중환자실 연합으로 만들어진 Vermont Oxford Network 에 의해 개발된

VON-RA(Vermont Oxford Network-Risk Adjustment)이다(Iezzoni, 2013). 이 방법은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여부, 아프가 점수(Apgar score), 분만방법, 인종구분 등 임상

자료를 토대로 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사망률 보정방법에 대해 지난 20여년간의 문헌

을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Patrick, Schumacher, & Davis, 2013), 측정방법으로 10가지

가 있으나 자료수집 시간, 동반상병 지표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표준화한 방법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는 퇴원기록을 중심으로 출생체중,

재태기간, 성별, 전원, 다태아, 선천성 기형여부를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고

영양수액제(Cimiotti et al., 2006)와 인공호흡기 사용(Orsi et al., 2009)을 추가하였다.

또한, 성인에게서 1년 내 사망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

는 Charlson‘s Comorbidity Index(CCI)를 활용하였다(Charlson, Pompei, Ales, &

MacKenzie, 1987). CCI는 유방암 여성환자에게서 1년 내 사망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나(Kane, 2006),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0∼18세 아동대상 연구에서도

동반질환 보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Mukherjee et al., 2009; Ramirez, Chang,

& Bickler, 2013). 본 연구에서도 고위험 신생아의 심장질환, 신장질환 및 간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보정하기 위해 CCI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 CCI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 관련 odd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I 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4% 수준이라 고위험 신

생아의 중증도 보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진단명을 선택

하여 보정을 시행하거나 입원 당시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초기 위험도(initial risk)

보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시점, 즉 출생 시점의 건강상태를 평

가하는 아프가 점수(Apgar score), 분만 방법 등과 출생 12시간 후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 혈압, 혈당, 체온, 산소포화도 등의 임상적 특성 그리고, 출산 전 스테로이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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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과 같은 산전관리 내용을 추가한다면 좀 더 초기 위험도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간호인력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신생아중

환자실 내 의료진의 24시간 상주, 간호사의 업무량(workload)이나 역량(nursing staff

skill)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Callaghan et al., 2003). 국내 신생아중

환자실은 법적으로 24시간 상주하는 전담전문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2015c),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상급종

합병원을 중심으로 아동전문간호사가 배치되고 있다. Cho 등(2008)은 상급종합병원의

성인중환자실에서 4시간이상 상주하는 전담전문의가 없는 경우에 사망 odds는 1.56

증가함을 확인하여 간호인력 외에 지속적으로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사망

률에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Hamilton 등(2007)은 신생아전문간호사를

배치하면 사망 odds가 0.31(95%CI 0.42-0.96)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신생아전문간호사

와 최소의 간호인력을 배치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국내 전문간호사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량, 교육수준 등에 대해 자료 수집하여 분석할 것을 제

언한다.

고위험 신생아의 환자 특성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기관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을 확인한 결과, 특정 소그룹

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병원 내 감염이 유의하게 높아지거나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변수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

을수록 유의하게 증가(Rogowski et al., 2013)하거나 상호 관련성이 없는(Tucker,

2002)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 뉴욕의 2개 신생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직접 간호시간과 혈행 감염과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직접간호시간이 증가할수

록 혈행 감염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신생아중환자실은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되어

(Cimiotti et al., 2006), 간호인력과 병원 내 감염과의 관련성은 간호사 확보수준 측정

방법과 결과변수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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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 확보와 병원 내 감염과의 일관되지 않은 본 연구결과

를 그대로 해석하는데 주의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결과를 평가하는데 좀

더 신뢰할만한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어떠한 질환이든 출생 후 28일이내의 신생아가 입원하도록 설계

된 중환자실이다. 따라서, 입원환자를 진단명으로 구분하면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대상자의 주 진단명은 총 1,143개로, ‘기타 조산아, 32∼36주

(P0731)’가 16.0%로 가장 많았고,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P220)’이 8.28%, ‘상세불명

의 신생아 황달(P599)’이 5.9%를 차지하고 있어 조산아부터 만삭아까지 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 많은 진료과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상병으로 입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출생체중 1000g미만, 종합병원의 출생체중

1500g미만, 그리고 종합병원의 중요 수술 시행자 등 특정 소그룹에서 간호사 대비 환

자수가 증가할수록 병원 내 감염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병원 내 감염 결과변

수는 유사한 질환군, 중증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후 신생

아중환자실 대상 연구에서는 진단명 기준 분류(Diagnosis Related Groups)를 통해 중

증도가 유사한 질환군을 그룹화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분석하기를 제언한다.

또한, 특정 소그룹 분석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병원 내 감염이 증가하는

결과는 저체중 출생아와 중요 수술환자의 인공호홉기와 중심정맥관 관리, 수술 전ㆍ

후 관리, 대ㆍ소변 관리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호사가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을 조기

에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직접간호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병원 내 감염 발

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초극소 저

체중아(출생체중 1000g미만)를 담당하는 간호사 확보수준을 높이고, 종합병원은 극소

저체중아(출생체중 1500g미만)와 중요수술 시행자에 대해서 충분한 간호사를 확보하

고,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여 감염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신생아의 환자 특성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기관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 확인한 결과 출생체중 1500g미만, 종합병원의 중요 수술 시행, 종합병원의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입원일수는 유의하게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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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일

수가 유의하게 짧아진다는 보고는 있었으나(Cimiotti, 2004), 간호사 대비 환자수를 측

정지표로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

의 담당 환자수 증가가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입원일수가 증가된 것으

로 분석된다. 특히, 종합병원에 내원한 선천성 기형 환자는 다양한 진단검사를 시행하

게 되므로 입원일수가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출생체중 1500g미만, 종합병

원의 중요 수술 시행자 및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간호사를 확보함으로

써 입원일수 단축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원일수 분석에서도 병원 내 감염

과 마찬가지로 진단명기준 분류(Diagnosis Related Groups)를 통해 중증도가 유사한

질환군을 그룹화하여 보정하여 입원일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해당 병원의

신고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외에 관리자, 교육 간

호사 등 행정업무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확보수준을 간호

사 수를 기준으로 양적 측면에서만 측정하였고 교육수준, 임상경력, 업무량, 숙련도

등을 포함하지 못했다. 중환자실은 환자수의 변이(variation)가 일반병동보다 적고 환

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간호사의 확보수준을 단순하게 간호사수 대비 환자수가

아니라 간호사의 개인 역량, 숙련도, 업무량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신생아중환자실의 병상수 증가로 신규간호사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적 측

면에서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하지 못해 신규간호사가 경력간호사와 동일하게 평

가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집중간호가 요구되는 중환자실에서는 양ㆍ질적 측

면에서 간호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확보수준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위험 신생아의 중증도 보정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토대로 여러

변수를 선택하였으나 명확하게 건강결과를 비교하는데 미흡하였다. 소그룹별 분석결

과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증도 보정방법으로는 그룹 간 차이를 충분히 보정

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진단명을

선별하거나 유사한 질환군을 그룹화하여 분류화하는 방법, 행정자료를 임상증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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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가 있는 진료기록부와 병합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자료는 전국 국민건강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데이터간의 통합성 부족

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보고와 같은 행정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단명 코드에 부여된 출생체중,

재태기간 등을 사용하였으나 자료의 세분화가 불가능하였다. 환자의 건강결과는 검사

결과를 통해 확진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upcoding’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

비 청구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건강결과는 과다 측정되었을 수 있다. 또

한, 행정자료에 없는 출생 당시의 건강상태, 산모 정보와 같은 자료는 활용할 수 없었

다. 따라서, 행정자료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임상자료와의 병합을 통해 풍부하게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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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 간호사 확보수준, 환자의 건강결과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환자 안전과 질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근거기반의 지식체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간호연구 측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신생아중환자실 단위 연구로서 환자 수준과 의료기관 수

준을 다층적으로 구분하여 환자 특성뿐 아니라 의료기관 특성, 특히 간호사 확보수준

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간

호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성과연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간호실무/정책 측면

본 연구는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하고, 병원 내 감염률 감

소와 입원일수 단축에 있어서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인

력이 하나의 자산(asset)으로 활용되도록(ANA, 2012) 간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특성 요인을 토대로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향상을 위해

지역별 전문인력의 균등한 배치, 종합병원의 감염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등 인력 활용

과 지침 강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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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

사 확보수준을 파악하고,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하며,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후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고위험 신생

아의 건강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자료는 2012∼2013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

아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청구내역과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월평균 5명 미만의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한 의료기

관과 입원 당일 사망자를 제외하고, 총 77개 의료기관의 46,200명 신생아의 입원자료

를 분석하였다.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는 χ2–tes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과의 연관성에서 환자의 건강결과 중 사망과 병원 내 감염은 다수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입원일수는 다수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평균 4.47명(최소∼최대: 1.60∼

8.09)이었고, 상급종합병원 4.34명보다 종합병원이 4.63명으로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83명에 비해 서울 외 대도시는 4.95명, 중

소도시 4.66명으로 서울 외 대도시가 유의하게 많아 지역별 전문인력의 균등한 배치

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의 권고안

대비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사망률은 2.42%이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으로는 출생체중,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고영양수액제 투여,

Charlson‘s Comorbidity Index(CCI) 점수, 상급종합병원, 서울 외 대도시와 중소도시

로 확인되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염률은 23.33%이었으며, 병원 내 감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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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체중, 중요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CCI 점수, 종합병원, 수

련기관이었다. 고위험 신생아의 평균 입원일수는 18.18일이었고,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생체중, 재태기간, 선천성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고영양수액제

투여, 중요 수술, CCI 점수, 수련기관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중 사망은 관련성이 없었으며, 상급

종합병원의 출생체중 1000g미만, 종합병원의 출생체중 1500g미만, 종합병원의 중요 수

술 시행 그룹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 병원 내 감염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출생체중 1500g미만, 종합병원의 중요수술 시행, 종합병원의 선천성

기형 그룹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입원일수도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소그룹별 관련성 분석결과의 차이는 중증도 보정 등 고위험 신생아 집단에서

의 건강결과 평가에 좀 더 신뢰할만한 분석 및 측정방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의

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체중 1500g미만, 중요 수술 환자 등에서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입원일수 단축에 있어서 충분한 간호사 확보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

인하였고, 감염관리 지침 강화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단위 연구로서 환자 및 의료기관 특

성, 특히 간호사 확보수준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정 그룹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적정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간호자료로

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아동 대상 성과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어 향후 근거기반의 간호인력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90 -

B. 제언

1. 연구

첫째, 고위험 신생아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증도 보정을 위한 측정도구 개발

을 제언한다.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진단명을 확인하거나

중증도가 유사한 질환군을 그룹화하여 진단명기준 분류(Diagnosis Related Groups)를

개발함으로써 환자단위에서의 중증도를 보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호사 대비 환자수를 측

정하였으나, 중환자실은 환자수가 일반병동보다 적고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간호사의

개인역량, 숙련도, 업무량 등까지 포함한 양질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측정하기를 제언

한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와의 협업 등도 고려함으로써 간호

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간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연구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신생아의 환자 특성

및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결과를 평가하였다. 즉, 의료기관의 위치, 규모,

인력배치 등의 변수를 통해 구조를 평가하였고, 환자의 사망, 병원 내 감염, 입원일수

의 변수를 통해 결과를 평가였으나, 프로토콜 적용 등과 같은 과정은 평가하지 못했

다.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최적의 방법으로서 구조, 과정, 결과를 모두 평가해야 하는

Donabedian model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준을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간호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가 포함되기를 제언한다.

넷째, 전국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2개 병원데이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

역간 차이 등 의료기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

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임상자료와의 병합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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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정책

첫째, 본 연구는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파악하고 적정한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외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간호사 확보수준이 제시되고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

지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고려한 간호사 확보수준을 분석하여 국내 가이드라인으로 활

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둘째,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역별 배치 불균형과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내 감

염 및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적정 간호사 배치와 감염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결과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지역별

전문인력 안배를 고려한 적정 간호사 확보에 투자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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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1. Coding rules for birth defects with ICD-10 codes (National Quality Forum, 2015)

Major birth defects
Included

ICD-10 codes

Anencephaly Q00.0

Atresia of large Bowel or Rectum Q42

Bilateral Polycystic, Multicystic, or Dyplastic Kidneys Q61.1, Q61.3, Q61.4

Bilateral Renal Agenesis Q60.1

Biliary Atresia Q44.2

Cleft Palate Q35

Complete Atrio-Ventricular Canal Q21.2

Congenital Cystic Adenomatoid Malformation of the Lung Q33.0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Q79.0

Congenital Hydrocephalus Q03

Conjoined Twins Q89.4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Q20.1

Duodenal Atresia Q41.0

Esophageal Atresia Q39.0

Exstrophy of the Urinary Bladder Q64.1

Gastroschisis Q79.3

Hemoglobin Barts D56

Holoprosencephaly Q04.2

Hydranencephaly Q04.3

Hydrops Fetalis w/anasarca P56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Q23.4

Ileal Atresia Q41.2, Q41.8, Q41.9

Imperforate Anus Q42.3

Inborn Error of Metabolism E70-90

Interrupted Aortic Arch Q25.4

Jejunal Atresia Q41.1

Meningomyelocele Q05

Myotonic Dystrophy G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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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ding rules for birth defects with ICD-10 codes (continuned)

Major birth defects
Included

ICD-10 codes

Obstructive Uropathy w/Congenital Hydronephrosis
N13.0, N13.1,

N13.2

Oligohydramnios sequence P01.2

Omphalocele Q79.2

Penatalogy of Cantrell (Thoraco-Abdominal Ectopia Cordis) Q24.8

Pulmonary Atresia Q22.0, Q25.5

Single Ventricle Q20.4

Skeletal Dysplasia Q77, Q78

Tetralogy of Fallot Q21.3

Thanatophoric Dysplasia Types 1 and 2 Q77.1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Q26.2

Tracheal Agenesis or Atresia Q32.1

Tracheo-Esophageal Fistula Q39.1

Transposition of the Great Vessels Q20.3

Tricuspid Atresia Q22.4

Triploidy Q92.7

Trisomy 13 Q91

Trisomy 18 Q91

Trisomy 21 Q90

Truncus Arteriosus Q20.0

Other Chromosomal Abnormality
Q93, Q95, Q96,

Q97, Q98, Q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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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ICD-10 coding algorithm for Charlson comorbidities (Quan et al., 2005)

Comorbidities ICD-10 codes
Assigned

weights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1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1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J47.x,J60.x–J67.x, J68.4,

J70.1, J70.3
1

Rheumatic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1

Peptic ulcer disease K25.x–K28.x 1

Mild liver disease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2

Hemiplegia or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2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Any malignancy, including

lymphoma and leukemia,

except malignant

neoplasm of skin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C90.x–C97.x

2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3

AIDS/HIV B20.x–B22.x, B24.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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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921 0.104 <.0001 -4.336 0.946 <.0001 -2.026 0.559 .0009 -4.637 1.149 .0003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4.616 3.406 -6.255 4.956*** 3.648 -6.732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2.509 0.524 -12.010 3.231 0.618 -16.895
28∼36weeks 　 1.162 0.245 -5.525 1.560 0.300 -8.104

Gender (ref: female) 　 　 1.163 0.933 -1.451 1.154 0.925 -1.440
Insurance (ref: medical aid) 0.429 0.161 -1.141 0.368* 0.140 -0.972
Year (ref: 2013) 　 　 0.951 0.761 -1.189 1.013 0.767 -1.337
Transfer (ref: no) 　 　 0.319* 0.111 -0.919 0.281* 0.104 -0.758
Twin (ref: no) 　 　 1.286 0.909 -1.820 1.360 0.961 -1.924
Birth defect (ref: no) 　 　 1.935** 1.202 -3.113 1.898** 1.174 -3.068
Ventilator (ref: no) 　 　 11.440*** 6.658 -19.657 10.793*** 6.294 -18.509
TPN (ref: no) 　 　 0.425*** 0.316 -0.573 0.490*** 0.368 -0.654
Main Surgery (ref: no) 　 　 0.839 0.625 -1.127 0.827 0.6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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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3.277*** 2.026 -5.301 3.391*** 2.097 -5.483
2 　 　 9.785*** 2.664 -35.938 9.447*** 2.573 -34.687
≥3 　 　 16.764** 2.907 -96.677 12.452** 2.323 -66.73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1.243 0.501 -3.082 1.289 0.491 -3.382
Teaching (ref: no) 　 　 1.241 0.488 -3.159 1.348 0.497 -3.658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409 0.862 -2.303 1.585 0.923 -2.722
Province 　 　 1.085 0.641 -1.837 1.335 0.744 -2.398

Nurse to patient ratio 　 　 0.946 0.842 -1.064 0.956 0.810 -1.129
Hospital size 　 　 1.000 0.999 -1.001 1.000 0.999 -1.000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2726 (0.0958) 0.3852 (0.1277) 0.2092 (0.0801) 0.2226 (0.0827)
ICC 0.0765 0.1048 0.0598 0.0634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2851.3 2193.1 2857.1 2194.3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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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639 0.229 <.0001 -2.393 0.642 .0006 -0.454 1.125 .6890 -0.954 1.349 .4841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1.188 0.922 -1.531 1.179 0.914 -1.520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695 0.770 -3.732 1.735 0.786 -3.833
28∼36weeks 　 1.342 0.627 -2.873 1.368 0.637 -2.938

Gender (ref: female) 　 　 1.032 0.853 -1.248 1.032 0.853 -1.248
Insurance (ref: medical aid) 0.958 0.369 -2.484 0.929 0.359 -2.401
Year (ref: 2013) 　 　 1.163 0.960 -1.409 1.344* 1.015 -1.780
Transfer (ref: no) 　 　 0.832 0.289 -2.396 0.862 0.295 -2.516
Twin (ref: no) 　 　 0.727* 0.536 -0.986 0.729* 0.537 -0.990
Birth defect (ref: no) 　 　 0.793 0.500 -1.257 0.797 0.502 -1.266
Ventilator (ref: no) 　 　 1.456** 1.119 -1.895 1.459** 1.121 -1.899
TPN (ref: no) 　 　 0.971 0.744 -1.266 0.964 0.739 -1.256
Main Surgery (ref: no) 　 　 1.114 0.868 -1.429 1.106 0.86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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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357 0.811 -2.272 1.372 0.820 -2.297
2 　 　 1.984 0.454 -8.677 2.043 0.461 -9.053
≥3 　 　 10.174* 1.621 -63.853 11.255** 1.791 -70.724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0.283 0.033 -2.446 0.263 0.026 -2.682
Teaching (ref: no) 　 　 2.105 0.239 -18.564 2.429 0.231 -25.53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710 0.239 -2.112 0.956 0.289 -3.158
Province 　 　 0.387 0.120 -1.249 0.564 0.157 -2.035

Nurse to patient ratio 　 　 1.009 0.869 -1.172 0.847 0.678 -1.059
Hospital size 　 　 1.000 0.998 -1.001 1.000 0.998 -1.001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8855 (0.4982) 1.9592 (0.5233) 1.6593 (0.4486) 1.9158 (0.5318)
ICC 0.3643 0.3733 0.3353 0.3680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2962.7 2940.3 2970.6 2946.4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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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6.132 1.070 <.0001 20.581 5.089 <.0001 45.909 4.997 <.0001 26.763 7.625 .0006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2.263 1.112 .0419 2.258 1.113 .0425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7.582 3.009 .0118 6.970 2.947 .0181
28∼36weeks 6.184 2.863 .0309 5.500 2.799 .0496

Gender (ref: female) -1.939 0.818 .0178 -1.907 0.818 .0198
Insurance (ref: medical aid) 3.919 4.128 .3425 3.968 4.127 .3365
Year (ref: 2013) 2.805 0.827 .0007 1.594 1.082 .1411
Transfer (ref: no) 3.957 3.662 .2812 6.573 3.435 .0577
Twin (ref: no) -0.817 1.278 .5226 -0.925 1.276 .4689
Birth defect (ref: no) -1.249 2.003 .5331 -1.386 2.004 .4893
Ventilator (ref: no) 7.683 1.077 <.0001 7.765 1.075 <.0001
TPN (ref: no) 13.596 1.129 <.0001 13.233 1.107 <.0001
Main Surgery (ref: no) 　 　 11.134 1.108 <.0001 11.159 1.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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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6.700 2.289 .0034 -6.617 2.284 .0038
2 　 　 -9.407 6.604 .1544 -9.065 6.604 .1699
≥3 　 　 -2.017 8.727 .8172 -2.081 8.730 .8116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0.039 4.181 .9926 6.562 5.122 .2102
Teaching (ref: no) 　 　 -6.328 4.309 .1518 -14.403 5.291 .0105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3.690 2.277 .1127 -4.243 2.757 .1322
Province 　 　 -7.209 2.450 .0052 -3.895 2.968 .1970

Nurse to patient ratio 　 　 1.943 0.527 .0003 1.153 0.700 .1020
Hospital size 　 　 -0.001 0.003 .8100 -0.003 0.004 .4355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34.302 (10.176) 52.261 (14.374) 18.082 (6.374) 30.758 (9.745)
Patient 690.340 (16.318) 593.870 (14.043) 689.210 (16.291) 594.200 (14.058)

ICC 0.0473 0.0809 0.0256 0.0492 　
Model Fit statistics

AIC 33996.2 33495.5 33982.5 3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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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2.462 0.219 <.0001 -3.071 1.165 .0124 -3.257 1.080 .0051 -4.823 1.450 .0023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4.819*** 2.660 -8.730 4.957*** 2.739 -8.973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511 0.152 -1.713 0.531 0.156 -1.803
28∼36weeks 　 0.196** 0.061 -0.636 0.255* 0.077 -0.837

Gender (ref: female) 　 　 1.844** 1.225 -2.776 1.996** 1.324 -3.010
Insurance (ref: medical aid) 0.382 0.066 -2.219 0.492 0.079 -3.051
Year (ref: 2013) 　 　 0.997 0.666 -1.491 1.148 0.742 -1.775
Transfer (ref: no) 　 　 3.027 0.718 -12.753 5.779* 1.518 -22.006
Twin (ref: no) 　 　 1.224 0.582 -2.574 1.123 0.534 -2.365
Birth defect (ref: no) 　 　 1.588 0.512 -4.921 1.999 0.664 -6.018
Ventilator (ref: no) 　 　 10.514*** 4.252 -25.998 11.683*** 4.666 -29.254
TPN (ref: no) 　 　 0.284*** 0.166 -0.486 0.248*** 0.146 -0.422
Main Surgery (ref: no) 　 　 0.558 0.294 -1.059 0.544 0.28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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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139 0.477 -2.718 1.016 0.434 -2.379
2 　 　 5.353 0.843 -33.993 6.844* 1.142 -41.031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0.830 0.254 -2.710 1.051 0.398 -2.777
Teaching (ref: no) 　 　 1.804 0.750 -4.339 1.357 0.665 -2.770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198 0.362 -3.965 0.943 0.356 -2.502
Province 　 　 1.817 0.647 -5.101 1.228 0.529 -2.854

Nurse to patient ratio 　 　 0.933 0.767 -1.135 0.869 0.717 -1.053
Hospital size 　 　 1.001 0.998 -1.004 1.002* 1.000 -1.005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0106 (0.3788) 0.6202 (0.2807) 0.7477 (0.3068) 0.2624 (0.1829)
ICC 0.2350 0.1586 0.1852 0.0739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926.1 747.5 931.3 752.5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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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003 0.255 .0004 -0.143 0.836 .8650 -4.043 1.130 .0012 -2.906 1.337 .0375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1.067 0.746 -1.526 1.020 0.713 -1.461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090 0.571 -2.080 1.184 0.618 -2.270
28∼36weeks 　 1.001 0.561 -1.788 1.073 0.599 -1.920

Gender (ref: female) 　 　 0.981 0.768 -1.253 0.974 0.762 -1.244
Insurance (ref: medical aid) 0.346 0.082 -1.453 0.303 0.070 -1.317
Year (ref: 2013) 　 　 1.345* 1.049 -1.725 1.054 0.763 -1.457
Transfer (ref: no) 　 　 1.081 0.223 -5.239 3.402 0.843 -13.729
Twin (ref: no) 　 　 0.756 0.495 -1.154 0.804 0.527 -1.226
Birth defect (ref: no) 　 　 0.599 0.253 -1.415 0.581 0.246 -1.375
Ventilator (ref: no) 　 　 0.928 0.656 -1.314 0.936 0.661 -1.324
TPN (ref: no) 　 　 0.793 0.571 -1.101 0.799 0.576 -1.110
Main Surgery (ref: no) 　 　 1.578** 1.136 -2.191 1.561** 1.123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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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580 0.846 -2.950 1.310 0.698 -2.457
2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2.099 0.567 -7.762 1.922 0.546 -6.767
Teaching (ref: no) 　 　 2.978* 1.174 -7.556 3.685** 1.477 -9.197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272* 0.077 -0.957 0.186** 0.053 -0.655
Province 　 　 0.399 0.136 -1.172 0.340* 0.119 -0.976

Nurse to patient ratio 　 　 1.313*** 1.130 -1.525 1.291* 1.062 -1.571
Hospital size 　 　 1.002 0.999 -1.005 1.002 1.000 -1.005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8471 (0.5961) 1.8848 (0.6118) 1.1499 (0.4013) 1.0286 (0.3813)
ICC 0.3596 0.3642 0.2590 0.2382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713.3 1713.5 1699.0 1703.5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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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3.604 1.119 <.0001 23.420 6.917 .0007 31.843 5.561 <.0001 16.752 7.642 .0285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0.649 1.637 .6919 -1.106 1.630 .4976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6.279 3.167 .0478 7.274 3.054 .0173
28∼36weeks 3.678 2.864 .1996 4.316 2.773 .1199

Gender (ref: female) -0.180 1.178 .8783 0.051 1.179 .9656
Insurance (ref: medical aid) 4.876 6.084 .4230 4.280 6.096 .4828
Year (ref: 2013) 3.613 1.184 .0023 3.038 1.259 .0159
Transfer (ref: no) -7.303 3.486 .0432 -8.161 2.976 .0062
Twin (ref: no) -4.506 2.029 .0265 -4.646 2.001 .0204
Birth defect (ref: no) -6.066 4.038 .1332 -6.671 4.034 .0983
Ventilator (ref: no) 4.289 1.594 .0072 4.333 1.574 .0060
TPN (ref: no) 10.468 1.410 <.0001 10.175 1.345 <.0001
Main Surgery (ref: no) 　 　 8.985 1.539 <.0001 8.881 1.5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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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7.688 2.550 .0031 5.863 2.333 .0121
2 　 　 -3.581 7.875 .6494 -6.805 7.808 .3836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0.536 3.240 .8699 -0.190 2.230 .9320
Teaching (ref: no) 　 　 -2.442 2.372 .3165 -2.169 1.493 .1464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252 3.019 .9345 2.303 1.807 .2026
Province 　 　 -0.876 2.736 .7522 2.983 1.774 .0929

Nurse to patient ratio 　 　 0.790 0.592 .1864 0.787 0.494 .1113
Hospital size 　 　 0.015 0.007 .0448 0.004 0.004 .2703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23.286 (10.982) 9.059 (6.337) 15.757 (9.604) 3.8E-20 .
Patient 593.480 (21.368) 530.160 (19.101) 593.080 (21.411) 5.3E+02 (1.9E+01)

ICC 0.0378 0.0168 0.0259 0.0000 　
Model Fit statistics

AIC 14620.0 14452.6 14624.2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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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9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0.937 0.122 <.0001 -2.221 0.749 .0052 -0.699 0.630 .2750 -1.994 0.974 .0484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1000∼1499g 　 　 - - - - - -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881*** 1.356 -2.609 1.675** 1.216 -2.307
28∼36weeks 　

Gender (ref: female) 　 　 1.214 0.933 -1.580 1.217 0.938 -1.578
Insurance (ref: medical aid) 0.425 0.118 -1.533 0.355 0.098 -1.281
Year (ref: 2013) 　 　 0.932 0.716 -1.213 0.957 0.696 -1.318
Transfer (ref: no) 　 　 0.158* 0.038 -0.656 0.183** 0.054 -0.623
Twin (ref: no) 　 　 1.468 0.949 -2.272 1.420 0.920 -2.193
Birth defect (ref: no) 　 　 1.860* 1.045 -3.312 1.716 0.964 -3.056
Ventilator (ref: no) 　 　 8.902*** 4.649 -17.047 8.155*** 4.320 -15.394
TPN (ref: no) 　 　 0.373*** 0.262 -0.531 0.423*** 0.304 -0.590
Main Surgery (ref: no) 　 　 0.655* 0.431 -0.994 0.621* 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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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9.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2.923*** 1.623 -5.264 2.988*** 1.670 -5.347
2 　 　 5.745* 1.014 -32.544 4.811 0.871 -26.587
≥3 　 　 31.841** 3.324 -305.026 22.217** 2.750 -179.50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1.347 0.503 -3.608 1.213 0.455 -3.233
Teaching (ref: no) 　 　 1.031 0.375 -2.831 1.308 0.473 -3.61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709 0.973 -3.003 1.529 0.865 -2.701
Province 　 　 1.234 0.681 -2.236 1.250 0.673 -2.321

Nurse to patient ratio 　 　 0.949 0.822 -1.097 0.983 0.816 -1.184
Hospital size 　 　 1.000 0.999 -1.000 1.000 0.999 -1.000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3631 (0.1246) 0.4344 (0.1522) 0.2364 (0.0935) 0.2102 (0.0831)
ICC 0.0994 0.1166 0.0670 0.0601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615.3 1484.3 1617.6 1488.7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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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0.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359 0.225 <.0001 -2.217 0.874 .0154 -0.107 1.128 .9252 -1.650 1.216 .1835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1000∼1499g 　 　 - - - - - -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124 0.793 -1.594 0.984 0.705 -1.374
28∼36weeks 　

Gender (ref: female) 　 　 1.120 0.834 -1.506 1.138 0.852 -1.519
Insurance (ref: medical aid) 1.160 0.244 -5.515 1.147 0.243 -5.402
Year (ref: 2013) 　 　 1.272 0.945 -1.713 0.928 0.643 -1.340
Transfer (ref: no) 　 　 0.685 0.117 -4.032 0.420 0.085 -2.084
Twin (ref: no) 　 　 1.219 0.757 -1.962 1.245 0.783 -1.978
Birth defect (ref: no) 　 　 0.578 0.275 -1.211 0.700 0.349 -1.407
Ventilator (ref: no) 　 　 1.471 0.884 -2.449 1.238 0.760 -2.018
TPN (ref: no) 　 　 1.269 0.844 -1.908 1.593* 1.086 -2.338
Main Surgery (ref: no) 　 　 0.743 0.472 -1.171 0.788 0.5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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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0.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381 0.678 -2.810 1.324 0.663 -2.643
2 　 　 3.134 0.458 -21.435 3.070 0.497 -18.973
≥3 　 　 10.529* 1.706 -64.976 5.127 0.904 -29.075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0.383 0.052 -2.845 0.301 0.070 -1.289
Teaching (ref: no) 　 　 1.275 0.165 -9.822 1.427 0.321 -6.345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375 0.128 -1.096 0.561 0.251 -1.253
Province 　 　 0.336 0.108 -1.051 0.484 0.200 -1.171

Nurse to patient ratio 　 　 1.141 0.923 -1.412 1.284* 1.006 -1.638
Hospital size 　 　 0.999 0.998 -1.001 1.000 0.999 -1.001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5820 (0.4837) 1.5681 (0.4931) 1.2987 (0.4161) 0.5690 (0.1473)
ICC 0.3247 0.3228 0.2830 0.1475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279.3 1285.2 1284.9 1305.3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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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7.480 1.720 <.0001 20.908 9.340 .0253 51.230 8.371 <.0001 30.428 12.931 .0199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1000∼1499g - - - - - -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799 1.968 .3607 -1.504 1.944 .4392
28∼36weeks

Gender (ref: female) -4.132 1.678 .0139 -3.988 1.674 .0174
Insurance (ref: medical aid) 8.662 8.665 .3177 9.165 8.658 .2900
Year (ref: 2013) 4.147 1.688 .0141 2.359 2.125 .2677
Transfer (ref: no) 14.866 8.530 .0840 19.163 7.423 .0119
Twin (ref: no) -0.433 2.886 .8807 -0.687 2.879 .8115
Birth defect (ref: no) -3.942 3.909 .3133 -4.206 3.914 .2826
Ventilator (ref: no) 8.431 2.639 .0014 9.170 2.621 .0005
TPN (ref: no) 22.210 2.286 <.0001 20.884 2.189 <.0001
Main Surgery (ref: no) 　 　 12.569 2.565 <.0001 13.085 2.55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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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000g neonates in tertiary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5.804 4.204 .1677 -5.386 4.180 .1978
2 　 　 -12.052 11.939 .3129 -11.767 11.919 .3237
≥3 　 　 -8.232 11.822 .4864 -8.188 11.832 .4891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0.273 6.446 .9665 10.489 7.408 .1695
Teaching (ref: no) 　 　 -11.155 6.618 .1028 -24.026 7.649 .0043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8.569 3.857 .0313 -9.719 4.278 .0292
Province 　 　 -7.581 4.099 .0704 -6.657 4.632 .1586

Nurse to patient ratio 　 　 1.787 1.012 .0791 1.616 1.288 .2128
Hospital size 　 　 0.001 0.005 .9075 -0.004 0.005 .4874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71.762 (24.333) 123.720 (37.915) 37.536 (15.564) 56.561 (21.883)
Patient 1079.750 (41.403) 934.080 (35.899) 1077.170 (41.258) 935.260 (35.961)

ICC 0.0623 0.1170 0.0337 0.0570 　
Model Fit statistics

AIC 13740.9 13579.3 13733.6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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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2.791 0.107 <.0001 -2.653 0.308 <.0001 -3.820 0.420 <.0001 -3.307 0.453 <.0001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6.738*** 5.044 -8.999 7.404*** 5.565 -9.851
1000∼1499g 　 　 1.571** 1.173 -2.104 1.669*** 1.253 -2.224
1500∼2499g 　 　 0.713* 0.538 -0.945 0.707* 0.535 -0.935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783*** 1.287 -2.471 1.625** 1.176 -2.246
28∼36weeks 　 0.857 0.673 -1.091 0.925 0.727 -1.176

Gender (ref: female) 　 　 1.061 0.924 -1.219 1.072 0.934 -1.231
Insurance (ref: medical aid) 0.538* 0.307 -0.942 0.481** 0.278 -0.832
Year (ref: 2013) 　 　 0.984 0.857 -1.129 1.055 0.895 -1.244
Transfer (ref: no) 　 　 0.612 0.348 -1.075 0.435** 0.246 -0.772
Twin (ref: no) 　 　 1.020 0.784 -1.327 1.115 0.863 -1.442
Birth defect (ref: no) 　 　 2.066*** 1.657 -2.577 2.365*** 1.902 -2.940
Ventilator (ref: no) 　 　
TPN (ref: no) 　 　 0.734*** 0.611 -0.881 0.689*** 0.576 -0.823
Main Surgery (ref: no) 　 　 0.887 0.739 -1.064 0.905 0.755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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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2.165*** 1.647 -2.845 2.177*** 1.660 -2.854
2 　 　 6.012*** 3.511 -10.294 5.664*** 3.287 -9.761
≥3 　 　 14.452*** 7.239 -28.853 14.402*** 7.190 -28.848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1.638* 1.059 -2.534 1.587** 1.122 -2.246
Ownership (ref: public) 　 　 0.831 0.475 -1.455 1.121 0.716 -1.755
Teaching (ref: no) 　 　 1.683* 1.056 -2.682 1.359 0.931 -1.982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596* 1.013 -2.517 1.433 0.993 -2.066
Province 　 　 1.443 0.918 -2.268 1.513* 1.049 -2.181

Nurse to patient ratio 　 　 0.955 0.878 -1.039 0.927 0.843 -1.020
Hospital size 　 　 1.001* 1.000 -1.001 1.000 1.000 -1.001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6921 (0.1430) 0.4156 (0.0950) 0.4471 (0.0979) 0.2236 (0.0552)
ICC 0.1738 0.1122 0.1196 0.0636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7211.8 6215.9 7197.1 6211.2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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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3.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576 0.177 <.0001 -1.396 0.294 <.0001 -1.565 0.686 .0256 -1.271 0.754 .0960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1.547*** 1.240 -1.930 1.543*** 1.237 -1.925
1000∼1499g 　 　 1.189* 1.004 -1.409 1.191* 1.005 -1.412
1500∼2499g 　 　 0.804** 0.699 -0.925 0.804** 0.699 -0.925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803 0.630 -1.023 0.807 0.633 -1.028
28∼36weeks 　 0.768*** 0.677 -0.871 0.768*** 0.677 -0.871

Gender (ref: female) 　 　 1.081 0.985 -1.186 1.081 0.985 -1.186
Insurance (ref: medical aid) 0.808 0.515 -1.267 0.845 0.537 -1.328
Year (ref: 2013) 　 　 1.149** 1.048 -1.259 1.220** 1.066 -1.396
Transfer (ref: no) 　 　 1.093 0.769 -1.554 1.105 0.778 -1.571
Twin (ref: no) 　 　 0.800* 0.661 -0.968 0.799* 0.660 -0.966
Birth defect (ref: no) 　 　 0.793* 0.657 -0.957 0.794* 0.658 -0.959
Ventilator (ref: no) 　 　

TPN (ref: no) 　 　 0.925 0.817 -1.046 0.923 0.816 -1.044
Main Surgery (ref: no) 　 　 1.251*** 1.122 -1.395 1.249*** 1.120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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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3.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595*** 1.276 -1.994 1.600*** 1.279 -2.001
2 　 　 1.301 0.734 -2.307 1.304 0.735 -2.313
≥3 　 　 2.139 0.972 -4.705 2.305* 1.058 -5.025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0.386* 0.174 -0.857 0.358* 0.156 -0.820
Ownership (ref: public) 　 　 0.560 0.202 -1.552 0.659 0.228 -1.899
Teaching (ref: no) 　 　 3.209** 1.423 -7.239 2.961* 1.274 -6.881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245 0.545 -2.840 1.537 0.649 -3.640
Province 　 　 0.772 0.345 -1.731 0.969 0.418 -2.246

Nurse to patient ratio 　 　 1.064 0.994 -1.140 0.942 0.851 -1.043
Hospital size 　 　 1.000 0.999 -1.001 1.000 0.999 -1.001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2.3009 (0.4069) 2.3435 (0.4153) 1.9221 (0.3433) 2.0722 (0.3727)
ICC 0.4116 0.4160 0.3688 0.3865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2067.3 11952.6 12066.8 11954.7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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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4.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29.243 0.652 <.0001 12.715 1.740 <.0001 21.309 2.546 <.0001 9.890 2.986 .0011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22.807 0.794 <.0001 22.757 0.794 <.0001
1000∼1499g 23.423 0.598 <.0001 23.383 0.598 <.0001
1500∼2499g 6.025 0.478 <.0001 5.999 0.478 <.0001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8.815 0.864 <.0001 8.836 0.864 <.0001
28∼36weeks 5.569 0.445 <.0001 5.601 0.445 <.0001

Gender (ref: female) -1.225 0.318 .0001 -1.215 0.318 .0001
Insurance (ref: medical aid) -0.898 1.605 .5757 -1.004 1.605 .5317
Year (ref: 2013) 1.601 0.314 <.0001 1.257 0.408 .0021
Transfer (ref: no) 1.699 1.158 .1422 1.685 1.147 .1421
Twin (ref: no) -0.776 0.625 .2145 -0.795 0.625 .2035
Birth defect (ref: no) 2.525 0.605 <.0001 2.439 0.606 <.0001
Ventilator (ref: no)

TPN (ref: no) 10.189 0.419 <.0001 10.134 0.418 <.0001
Main Surgery (ref: no) 　 　 7.786 0.386 <.0001 7.802 0.38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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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4.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ventilator care neonate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4.048 0.804 <.0001 3.997 0.803 <.0001
2 　 　 7.291 2.039 .0004 7.241 2.039 .0004
≥3 　 　 7.326 2.890 .0112 7.236 2.890 .012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3.472 1.419 .0170 0.881 1.403 .5321
Ownership (ref: public) 　 　 -1.916 1.775 .2841 -2.000 1.758 .2593
Teaching (ref: no) 　 　 1.077 1.434 .4549 -0.327 1.413 .817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281 1.463 .3844 -1.505 1.454 .3040
Province 　 　 -1.313 1.427 .3606 -0.122 1.413 .9317

Nurse to patient ratio 　 　 0.884 0.254 .0005 0.413 0.283 .1457
Hospital size 　 　 0.004 0.002 .0277 0.004 0.002 .0269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28.492 (5.462) 25.734 (4.716) 19.686 (4.067) 20.335 (3.899)
Patient 537.040 (6.304) 354.070 (4.1560 536.400 (6.297) 354.130 (4.157)

ICC 0.0504 0.0678 0.0354 0.0543 　
Model Fit statistics

AIC 133386.7 127356.3 133359.2 127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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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5.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main surgery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008 0.223 <.0001 -0.922 0.746 .2259 -4.171 0.920 <.0001 -4.008 1.210 .0026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2.613* 1.023 -6.671 2.419 0.944 -6.198
1000∼1499g 　 　 1.648* 1.123 -2.420 1.592* 1.085 -2.337
1500∼2499g 　 　 1.095 0.761 -1.576 1.041 0.723 -1.498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759 0.400 -1.443 0.751 0.395 -1.430
28∼36weeks 　 0.742 0.529 -1.040 0.777 0.554 -1.090

Gender (ref: female) 　 　 0.934 0.726 -1.201 0.950 0.739 -1.222
Insurance (ref: medical aid) 1.368 0.408 -4.588 1.376 0.414 -4.577
Year (ref: 2013) 　 　 1.162 0.906 -1.492 0.945 0.691 -1.293
Transfer (ref: no) 　 　 1.081 0.494 -2.361 1.123 0.517 -2.440
Twin (ref: no) 　 　 0.611 0.366 -1.021 0.635 0.380 -1.061
Birth defect (ref: no) 　 　 1.651 0.762 -3.576 1.678 0.770 -3.659
Ventilator (ref: no) 　 　 0.709 0.368 -1.364 0.713 0.368 -1.380
TPN (ref: no) 　 　 0.687* 0.498 -0.948 0.697* 0.505 -0.961
Main Surgery (ref: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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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5.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main surgery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742 0.981 -3.095 1.619 0.912 -2.875
2 　 　 1.755 0.256 -12.029 1.676 0.240 -11.726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Ownership (ref: public) 　 　 2.900 0.959 -8.769 3.213 0.991 -10.425
Teaching (ref: no) 　 　 1.971 0.940 -4.135 2.036 0.924 -4.48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741 0.255 -2.159 0.740 0.237 -2.313
Province 　 　 0.759 0.294 -1.958 0.818 0.298 -2.244

Nurse to patient ratio 　 　 1.241** 1.085 -1.418 1.229* 1.031 -1.466
Hospital size 　 　 1.002 1.000 -1.004 1.002 0.999 -1.004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3821 (0.4267) 1.4972 (0.4625) 0.8185 (0.2720) 0.9355 (0.3088)
ICC 0.2958 0.3128 0.1992 0.2214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1693.4 1682.1 1685.0 1679.0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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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6.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main surgery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36.114 0.956 <.0001 15.046 5.231 .0041 34.069 4.597 <.0001 8.812 6.390 .1702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30.023 3.739 <.0001 29.643 3.736 <.0001
1000∼1499g 22.544 1.430 <.0001 22.645 1.410 <.0001
1500∼2499g 7.100 1.336 <.0001 6.946 1.322 <.0001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4.657 2.461 <.0001 14.499 2.441 <.0001
28∼36weeks 7.565 1.276 <.0001 7.697 1.270 <.0001

Gender (ref: female) 0.315 0.940 .7377 0.360 0.939 .7014
Insurance (ref: medical aid) -4.467 4.427 .3131 -6.287 4.400 .1533
Year (ref: 2013) 2.643 0.935 .0048 1.804 1.038 .0826
Transfer (ref: no) -2.553 2.849 .3708 -3.150 2.623 .2317
Twin (ref: no) -0.151 1.806 .9333 -0.060 1.797 .9734
Birth defect (ref: no) 1.225 2.912 .6740 1.201 2.914 .6802
Ventilator (ref: no) 5.575 2.463 .0237 5.755 2.442 .0186
TPN (ref: no) 8.342 1.140 <.0001 8.007 1.096 <.0001
Main Surgery (ref: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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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6.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main surgery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7.259 2.049 .0004 5.961 1.955 .0025
2 　 　 6.463 8.081 .4240 7.062 8.070 .3817
≥3 　 　 11.609 8.952 .1949 10.009 8.966 .2644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Ownership (ref: public) 　 　 -4.939 2.680 .0781 -2.999 2.265 .2002
Teaching (ref: no) 　 　 0.783 1.839 .6749 -1.081 1.559 .4976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2.481 2.561 .3450 -1.429 2.175 .5204
Province 　 　 -2.481 2.366 .3054 2.681 2.000 .1962

Nurse to patient ratio 　 　 0.854 0.498 .0917 0.966 0.463 .0441
Hospital size 　 　 0.006 0.005 .2594 0.009 0.004 .0507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6.934 (8.149) 23.947 (8.850) 9.919 (6.937) 7.346 (5.407)
Patient 482.360 (17.765) 310.930 (11.449) 482.480 (17.838) 312.840 (11.617)

ICC 0.0339 0.0715 0.0201 0.0229 　
Model Fit statistics

AIC 13686.4 13068.3 13689.9 1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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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7.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defect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444 0.299 <.0001 -1.838 0.964 .0652 -2.442 1.448 .1025 -3.197 1.834 .0920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0.934 0.094 -9.271 0.662 0.068 -6.445
1000∼1499g 　 　 1.652 0.368 -7.422 1.061 0.244 -4.618
1500∼2499g 　 　 0.936 0.391 -2.240 0.637 0.260 -1.559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0.802 0.071 -9.019 0.845 0.076 -9.415
28∼36weeks 　 0.403* 0.179 -0.908 0.544 0.247 -1.198

Gender (ref: female) 　 　 1.066 0.632 -1.799 1.004 0.596 -1.693
Insurance (ref: medical aid) 1.274 0.219 -7.433 2.162 0.326 -14.328
Year (ref: 2013) 　 　 0.983 0.576 -1.678 1.127 0.570 -2.230
Transfer (ref: no) 　 　 0.840 0.097 -7.260 0.615 0.066 -5.694
Twin (ref: no) 　 　 0.383 0.067 -2.200 0.587 0.112 -3.066
Birth defect (ref: no) 　 　

Ventilator (ref: no) 　 　 1.695 0.919 -3.127 1.726 0.939 -3.170
TPN (ref: no) 　 　 1.094 0.561 -2.134 1.075 0.551 -2.098
Main Surgery (ref: no) 　 　 1.849 0.710 -4.813 1.764 0.680 -4.581



- 132 -

Appendix 17.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defect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4.427** 1.581 -12.393 2.913 1.000 -8.487
2 　 　 0.225 0.011 -4.821 0.700 0.047 -10.456
≥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2.306 0.507 -10.497 2.915 0.532 -15.956
Teaching (ref: no) 　 　 2.621 0.997 -6.893 2.524 0.846 -7.535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3.070 0.711 -13.252 3.101 0.591 -16.268
Province 　 　 0.946 0.261 -3.431 1.114 0.263 -4.717

Nurse to patient ratio 　 　 0.851 0.668 -1.084 0.837 0.591 -1.183
Hospital size 　 　 1.001 0.997 -1.004 1.000 0.996 -1.004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6829 (0.7204) 2.0982 (0.8923) 0.8497 (0.4969) 1.1482 (0.7649)
ICC 0.3384 0.3894 0.2053 0.2587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473.4 481.7 471.3 482.9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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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8.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defect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18.386 1.033 <.0001 14.351 4.322 .0010 13.571 6.065 .0256 6.517 6.279 .2997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2500g)

<1000g 15.164 5.542 .0064 15.525 5.543 .0053
1000∼1499g 8.913 4.355 .0412 9.810 4.341 .0242
1500∼2499g 2.924 2.214 .1872 3.028 2.209 .1710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3.871 6.538 .5540 5.276 6.505 .4176
28∼36weeks 2.672 1.933 .1675 2.601 1.931 .1785

Gender (ref: female) -2.613 1.308 .0463 -2.661 1.302 .0415
Insurance (ref: medical aid) -5.273 4.173 .2069 -6.223 4.168 .1359
Year (ref: 2013) 1.505 1.342 .2625 -0.349 1.588 .8260
Transfer (ref: no) -3.225 5.902 .5851 -3.241 5.942 .5856
Twin (ref: no) 2.869 3.964 .4694 2.328 4.003 .5611
Birth defect (ref: no)

Ventilator (ref: no) 9.302 1.443 <.0001 8.959 1.447 <.0001
TPN (ref: no) 9.794 1.587 <.0001 10.165 1.603 <.0001
Main Surgery (ref: no) 　 　 8.666 2.785 .0020 8.656 2.79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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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8.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defect neonates in general hospitals(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8.059 2.542 .0016 7.329 2.557 .0043
2 　 　 9.027 6.294 .1521 8.858 6.250 .1570
≥3 　 　 24.870 8.849 .0051 24.249 8.796 .0060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 - - - - -
Ownership (ref: public) 　 　 -5.028 2.623 .0558 -1.666 2.316 .4722
Teaching (ref: no) 　 　 1.435 2.169 .5085 0.082 1.868 .9648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5.524 3.230 .0877 2.473 2.756 .3700
Province 　 　 1.604 2.962 .5883 3.249 2.529 .1993

Nurse to patient ratio 　 　 0.663 0.586 .2580 1.358 0.594 .0227
Hospital size 　 　 0.003 0.007 .6315 0.002 0.006 .6890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5.573 (6.440) 2.003 (2.663) 0.0 . 0 .
Patient 335.530 (20.437) 229.570 (13.870) 332.580 (19.929) 226.530 (13.574)

ICC 0.0163 0.0087 0.0000 0.0000 　
Model Fit statistics

AIC 4832.5 4648.5 4831.1 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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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9.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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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ince the Institute of Medicine issued the “To Err is Human” that required

health care providers to verify the quality of their health care service, researchers

have measured patient outcomes. Several studies have confirmed that not only

patient and hospital features, but also medical staff as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patient outcome (Kane, 2006). In addition, th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 emphasized that appropriate nurse staffing is the key factor in

quality care, which gravely affects patient outcome (ANA, 2012).

Studies on association between hospital nurse staffing and patient outcome have

been continually conducted. With reports of an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affing and mortality in acute surgery patients (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and correlation between nurses’ educational levels and mortality

(Aiken et al., 2003), research interest in this matter has been expanded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Cho et al., 2015), Belgium (Van den Heede et al., 2009),

and Europe (Aiken et al., 2014). Subsequently, the subjects of such stud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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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broadened from adults to children (Mark et al., 2007), and from patients in

the general ward to those in the intensive care unit (Numata et al, 2006) an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Cimiotti, Haas, Saiman, & Larson, 2006).

Korean studies primarily have examined acute care hospitals and reported that

nurse staffing affects mortality (Cho et al., 2015; Cho, Lee, Oh, & Kim, 2011),

pneumonia, sepsis, and urinary tract infection (Kim, Cho, Jun, Shin, & Kim, 2012),

and fall (Park, Jun, & Kim, 2003). Some Korean studies have examined nurse

staff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Cho, Hwang, & Kim, 2008) and nursing homes

(Kim, Lee, & Kang, 2014). Several Korean studies have also confirmed that nurse

staffing is an important factor for patient outcome, but most of these studies were

focused on adults with little attention to pediatrics as well as the intensive care

unit, where intensive nursing care is required. As the subjects and outcome

variables have been limited in Korean studies,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studying specific subjects and hospital care units that have received little research

interest.

Recently, there has been a rise of low birth weight infants due to an increase

of older pregnant woman and multiple births. Low birth weight infants are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immediately following at birth

or within 28 days of birth if treatment is required. Existing studies have reported

inconsistent results with regard to the effects of nurse staffing. Some studies

reported that higher nurse staffing reduced mortality (Callaghan, Cartwright,

O'Rourke, & Davies, 2003), while others reported they were unassociated

(Hamilton, Redshaw, & Tarnow-Mordi, 2007; Mark et al., 2007; Tucker, 2002).

Furthermore, while some studies reported that higher nurse staffing significantly

reduced nosocomial infection (Rogowski et al., 2013), others reported that they

were unassociated (Tucker, 2002). As patient outcome could be influenced by

medical staff and system of hospitals they were admitted to as well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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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of patient’s illness (Song & Song, 2013), researchers must analyze patient

outcome in accordance with nurse staffing wit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and hospital. Unfortunately, relevant studies have

reported inconsistent findings and rarely conducted a multi-layered analysis of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such studies should identify nationwide distribution by using

nationwide data rather than focusing on 1 to 2 hospitals. Foreign studies have

collected data by establishing a database through nationwide hospital network

(Kaplan et al., 2011; Rogowski et al., 2013). Brennan and Bakken (2015) reported

that big data and data science have a substantial potential in providing an

understanding of patient phenomena as well as a customized intervention strategy.

Furthermore, big data has been suggested to be used in nursing research as a

revolutionary research method (McConnell, Birkett, & Shattell, 2015).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patient outcomes in high-risk neonates, whose number is on the rise recently, by

catego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hospitals in national health data.

Methods

Desig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at utilizes secondary data in an

attempt to verify neonatal outcome in accordance with hospital nurse staffing.

Data source

We used the 2012-2013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which were

submitted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IRA) by

the NICU of hospitals nationwide, and institutional data that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IRB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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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University (2015-0032-3), we were provided with data necessary for big data

analysis of HIRA without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 were collected by

combining claim data of neonates who have stayed at a NICU for at least one

day with institutional data that registered a minimum of 1 NICU bed and 1 NICU

nurse. Neonates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that treat a minimum of 5 neonates

monthly and those who did not die on the day of admission were selected. The

final data comprised data of 46,200 inpatients in 77 hospitals.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Patient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birth weight, gestational age, gender, type of

insurance, year, transfer, twin, birth defect, ventilator care,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main surgery, and Charlson’s Comorbidity Index (CCI). Birth

defec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48 major birth defects suggested by the

National Quality Forum (2015), and main surgery was defined as heart, thoracic,

and vascular surgeries as per the KDRG classification suggested by HIRA (2011).

CCI was computed during primary and secondary diagnosis as per the ICD-10

code suggested by Quan et al. (2005). Hospital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type

of hospital, ownership, teaching, location, nurse-to-patient ratio, and hospital size.

Nurse staffing

Nurse staffing, as us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nurse-to-patient ratio, that is,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Measurement was made in units of time

(hours), and the number of required nursing hours of a patient was divided by the

productive nursing hours of a nurse. The number of required nursing hours of a

patient was calculated by adding the length of stay (LOS) of all hospitalized

patients in one year and multiplying it by 24. Full-time nurses work according to

the legal working hours, but the productive nursing hours is about 85%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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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working hours after excluding vacation, sick leaves,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tasks (Spetz, Donaldson, Aydin, & Brown, 2008). The nurses’

productive nursing hours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0.85 to 40 hours/week

(legal working hours) in 2012-2013.

Outcomes

Patient outcomes include mortality at NICU, nosocomial infection, and length of

stay (LOS). Nosocomial infection is defined as the state of being secondarily

diagnosed with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during hospital stay: sepsis, rotavirus

infection, or urinary track infection (UTI).

Data analysis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neonatal

outcom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mortality and

nosocomial infection (binary variable) and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LOS (continuous variable). Multilevel analyses predict the

dependent variables based on individual as well a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or hierarchical data, enabling the examination of their influences on the lower

level predictor variables nested within higher levels (Song & Song, 2013).

Results

In terms of nurse staffing at NICUs (Table 1),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was 4.47 persons (min-max: 1.60-8.09). The number was 4.90 persons

(1.58-8.92) in 2012, but slightly dropped to 4.05 persons (1.62-7.70) in 2013.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was slightly higher in general hospitals (4.63

persons) than tertiary hospitals (4.34 persons), but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hospitals located in Seoul, one nurse was in charge of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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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and the number increased to 4.95 patients in other metropolitan and 4.66

patients in provinces, showing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p<.0088).

Table 2 shows neonatal outcomes by patient characteristics. Mortality was

2.42%, nosocomial infection rate was 23.33%, and average LOS was 18.18days.

Neonates with birth weight <1000g or gestational age <28 weeks had the highest

mortality and longest LOS (p<.0001). Neonates with congenital birth defects had

low nosocomial infection rate, but had high mortality and LOS (p<.0001). Neonates

with ventilator, TPN, main surgery, or CCI of 3 or higher had significantly high

mortality and long LOS (p<.0001).

Table 3 shows neonatal outcomes by hospital characteristics. Mortality was

higher in tertiary hospitals than in general hospitals (p=.0005), and LOS was about

4 days longer in tertiary hospitals than in general hospitals (p=.0006). On the

other hand, nosocomial infect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eneral hospitals

than in tertiary hospitals (p=.0204). Hospitals located in other metropolitan had the

highest LOS (p=.0011), and nosocomial infection rate was high when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exceeded 7 (p=.0119). In terms of hospital size, mortality

(p=.0021) and LOS (p=.0087) were greater in hospitals with more than 1000 beds,

but nosocomial infect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st in hospitals with 300 to 699

beds (p=.0403).

The multilevel analys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neonatal

outcome were conducted by subdividing the subjects depending on birth weight,

use of ventilator, history of main surgery, and hospital type in order to ensure

homogeneity among patients. In this study, we only presented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level analysis on mortality, nosocomial infection and LOS for

neonates with birth weight <1500g. First, we identified the group level effect as a

null model prior to conducting a multilevel analysis on mortality (Table 4).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refers to the proportion of group-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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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in the total vari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categorical, it can be estimated by group variance/(group variance+(π2

/3))(Snijders & Bosker, 1999). ICC is interpreted to be appropriate for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because group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to predict the

dependent variables, as ICC indicates a larger intergroup variance as it nears 1. In

this study, ICC calculated to be ICC=0.5386/(0.5386+(3.14152/3))=0.1407, which

signifies that group level (hospital) variance accounts for 14.07% of total variance

that explain mortality. The findings of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ll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nurse staffing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rtality. Furthermore, nurse staffing and mortality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hen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dividing hospital types into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When we identified nosocomial infections and group level effects in neonates of

birth weight <1500g (Table 5), ICC was found to be 0.3776, indicating that

variance at the group level (hospital) accounted for 37.76% of total variance that

explain nosocomial infections of high-risk neonates. After controlling for all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nurse staffing and nosocomial infection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Furthermore, in tertiary hospitals, nurse staffing and

nosocomial infection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but in general hospitals, the

odds of nosocomial infe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by 1.291 (1.062-1.571) as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increased by 1.

We examined the LOS and group level effects for neonates of birth weight

<1500g (Table 6). ICC is estimated as group variance/(group variance+individual

variance)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continuous. In this study,

ICC=31.512/(31.512+660.970)=0.0455, showing that group level (hospital) variance

accounted for 4.55% of total variance that explain LOS of high-risk neonates. The

analysis showed that LOS increased by 0.98 days when the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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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nurse increased by 1 (p=.0418). However, when we analyzed the association in

terms of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nurse staffing and LO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Discus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nurse staffing at NICU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on neonatal outco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staffing and neonatal outcomes after controlling for the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 per nurse at NICU was 4.47 (min-max: 1.60-8.09). The

number was 4.90 (1.58-8.92) in 2012, but slightly dropped to 4.05 (1.62-7.70) in

2013, and it was slightly higher in general hospitals (4.63) than in tertiary

hospitals (4.34). However, the greatest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found in this

study (8.1 persons) was at a tertiary hospital, which was higher than the number

predicted (6 persons) by Cho et al. (2006).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hospital that influence neonatal outcome, tertiary

hospitals had significantly higher mortality risks than general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had higher nosocomial infection risks than tertiary hospitals.

Tertiary hospitals have higher mortality risk due to a higher concentration of

patients, while general hospitals are demanded to review their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and reinforce infection management. Teaching hospitals had significantly

higher nosocomial infection compared to non-teaching hospitals in the subgroups

of birth weight <1500g and ventilator users, calling for reestablishment of infection

protocol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in teaching hospitals. For neonatal

outcomes of birth weight <1500g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of hospital,

mortality was higher in hospitals in other metropolitan than hospitals in Seoul, and

nosocomial infe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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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regional differences in neonatal health outcomes are a result of a lack of

treatment guideline, calling for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guideline.

When we adjusted the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nurse staffing was

not associated with mortality. Prior studies on this matter have reported

inconsistent findings. While some studies reported that higher nurse staffing

reduces mortality (Callaghan et al., 2003), others suggested that the two were not

associated (Hamilton et al., 2007; Mark et al., 2007; Tucker, 2002).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interpreted to be in line with such inconsistency, but they also

point to the need of more reliable measurement methods and analysis for

evaluating quality of care in the neonatal population.

The contradictory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interpreted from multiple

aspects. First, we could examine them in terms of risk adjustment. The risk

adjustment measurement used in neonatal outcome research has not been

standardized yet (Patrick, Schumacher, & Davis, 2013). Hence, the present study

utilized CCI, which is used as a strong predictor of mortality risk in adults

(Charlson, Pompei, Ales, & MacKenzie, 1987). If adjustment was not adequate

even with CCI, the initial risk, which represents patients’ health status at the time

of admission, could be used. Recently, studies utilize Vermont Oxford

Network-Risk Adjustment (VON-RA), which uses clinical data, such as Apgar

score, and delivery method (Iezzoni, 2013). Using these tools and additional

prenatal examinations may further adjust initial risk.

When we controlled for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nosocomial infection, lower nurse staffing

significantly increased nosocomial infection, or the two were not associated. This

is similar to the findings of prior studies that have reported that lower nurse

staffing either significantly increased nosocomial infection (Rogowski et al., 2013)

or was not associated with nosocomial infection (Tucker, 2002).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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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inconsistent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nosocomial

infection at NICUs in this study should be proceeded with caution, and a more

reliable measurement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assess nosocomial infections.

NICU is designed to care for severely ill neonates within 28 days of birth,

regardless of the type of disease. Hence, NICU patients are highly heterogeneous,

which makes it inappropriate to subdivide them according to their diagnosis. The

major diagnosis in this study were various diseases that required consultation

from many departments. When we subdivided the subjects to enhance

homogeneity, neonates of birth weight <1000g in tertiary hospitals, neonates of

birth weight <1500g of general hospitals, and neonates that underwent main

surgery in general hospitals had significantly higher nosocomial infection with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We suggest future studies to develop

new adjustment methods that group diseases of similar severities based on

diagnosis-related groups classific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nosocomial infection with lower nurse staffing in

certain subgroups is presumably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prevention of

infection is difficult with inadequate direct nursing hours that enables nurses to

detect symptoms such as fever during ventilator, central-line catheter, and

pre-postoperative wound care of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neonates that

underwent major surgeries. Hence, tertiary hospitals should endeavor to increase

nurse staffing for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general hospitals should

increase nurse staffing for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neonates undergoing

main surgery in order to prevent nosocomial infections.

In this study, we adjusted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in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LOS and found that lower nurse staffing in

birth weight <1500g, main surgery in general hospital, and congenital birth defect

in general hospital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LOS. This is presumably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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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creased work load for nurses with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in their

direct supervision. In the future, hospitals should attempt to reduce LOS by

allocating an adequate number of nurses for neonates of birth weight <1500g and

those who have underwent main surger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ould not exclude

administrative nurses, such as NICU managers and education nurses, in the total

number of nursing personnel, and new nurses and experienced nurses were treated

equally as we did not examine nurses’ educational levels, clinical experience, work

load, and proficiency. Second, we selected several variables for risk adjustment

based on several literatures, but they were insufficient for clearly assessing patient

outcomes. Future studies should add initial risk adjustment at birth in consultation

with medical charts or apply diagnosis-related grouping for various neonatal

diseases so adjust for severity. Third, although we used nationwide data, the data

had the typical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data, such as inappropriate reporting,

due to a lack of comprehensiveness among different types of data and the fact

that the data provided insurance claim information for health care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data were subdivided based on ICD-10 codes, but could not be

further subdivided, and health status at birth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mother were not available, as they are not included in administrative data.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develop measures to more effectively and

comprehensively utilize administrative data as well as clinical data.

Conclusions

This study verified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patient outcomes in

high-risk neonates, a patient group that is on the rise recently. The findings

indicated that nurse staffing was not associated with mortality. On the other hand,

nosocomial infe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number of patient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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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in neonates of birth weight <1000g in tertiary hospitals, neonates of birth

weight <1500g in general hospitals, and neonates who have undergone main

surgery in general hospitals. Furthermore, LO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in birth weight <1500g,

main surgery, and congenital birth defect groups. These findings point to the need

to develop more reliable measurement methods and analysis in assessing health

outcomes of the neonatal population, such as risk adjustment. Furthermore, these

findings verify that appropriate nurse staffing is an important factor for preventing

nosocomial infections and shortening LOS for infants of birth weight <1500g and

those who undergo main surger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asserted

the significance of appropriate nurse staffing in NICU and that it attempted

pediatric outcome research based on big data and multileve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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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nurse staffing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unit: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Categories
Total 2012 2013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Type of

hospital
Tertiary 4.34 1.10 .3523 4.80 1.35 .5616 3.88 1.01 .2276

General 4.63 1.58 5.01 1.78 4.24 1.51
Ownership Public 4.62 1.32 .6426 5.10 1.48 .5847 4.14 1.24 .7515

Private 4.44 1.35 4.85 1.58 4.03 1.29
Teaching

　
No 4.51 1.50 .8347 4.92 1.69 .9014 4.10 1.44 .7839

yes 4.45 1.23 4.88 1.48 4.01 1.15
Location Seoul 3.83 1.06 .0088 4.13 1.32 .0081 3.53 0.94 .0268

Other metropolitan 4.95 1.23 5.40 1.34 4.49 1.36

Province 4.66 1.45 5.17 1.69 4.16 1.33
Total 4.47 1.34 4.90 1.56 4.05 1.27

min 1.60 1.58 1.62

max 8.09 8.92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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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outcome variables at the individual level

Variables Categories
Mortality rate

Nosocomial

infection rate
Length of stay

% p % p mean SD p

Birth weight <1000g 26.82 <.0001 24.90 <.0001 47.20 33.30 <.0001

1000g∼1499g 3.99 22.44 44.86 21.07

1500g∼2499g 0.93 15.85 21.31 13.81

≥2500g 1.24 26.23 12.12 11.44

Gestational

age

<28weeks 24.71 <.0001 26.05 <.0001 48.86 33.40 <.0001

28∼36weeks 2.11 18.06 24.41 18.33

≥37weeks 1.14 27.30 11.16 10.41

Gender Male 2.43 .9390 24.03 <.0001 17.62 17.28 <.0001

Female 2.42 22.44 18.89 18.61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2.40 .0071 23.32 .7031 18.17 17.90 .1577

Medical aid 4.34 24.08 19.35 16.91

Year 2012 2.55 .0879 23.20 .5137 19.22 18.62 <.0001

2013 2.30 23.46 17.19 17.11

Transfer No 2.46 .0061 23.66 <.0001 18.12 17.87 .0007

Yes 1.48 15.75 19.54 18.34

Twin No 2.39 .1322 23.81 <.0001 18.12 20.83 <.0001

Yes 2.81 17.13 23.06 21.48

Birth defect No 2.18 <.0001 23.94 <.0001 18.29 20.61 <.0001

Yes 6.52 13.20 21.97 25.43

Ventilator No 0.17 <.0001 23.77 .0010 10.94 9.50 <.0001

Yes 7.29 22.38 31.37 30.65

TPN No 1.86 <.0001 23.41 .3871 14.04 16.92 <.0001

Yes 5.34 22.94 37.56 33.20

Surgery No 2.15 <.0001 23.15 .0021 12.21 11.22 <.0001

Yes 5.31 25.32 32.12 30.95

CCI 0 2.20 <.0001 22.70 <.0001 17.94 17.66 <.0001

1 5.62 38.40 22.56 21.20

2 15.09 25.16 29.10 23.72

≥3 34.48 31.03 32.97 26.29

Total 2.42 23.33 18.18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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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outcome variables at the hospital level
(unit: % or days)

Variables Categories
Mortality rate

Nosocomial
infection rate

Length of stay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Type of

hospitals
Tertiary 3.61 2.10 .0005 18.68 18.54 .0204 22.39 5.52 .0006

General 1.94 1.86 30.57 25.33 17.95 5.33
Ownership Public 2.48 1.52 .5008 20.72 20.42 .5232 20.43 5.39 .9369

Private 2.91 2.26 25.02 23.17 20.29 5.98

No 2.31 2.12 .0732 19.03 20.27 .0888 19.60 6.24 .3715Teaching

Yes 3.20 2.11 27.94 23.69 20.82 5.56
Location Seoul 2.76 2.08 .0609 20.44 20.51 .3633 20.73 6.12 .0011

Other metropolitan 3.68 2.39 29.74 25.64 23.46 5.14

Province 2.26 1.86 23.36 21.94 17.65 4.94
NICU

beds
<10 2.87 2.63 .4055 25.98 27.37 .3798 17.36 6.25 .0388

10∼19 2.54 1.94 26.72 22.75 20.33 5.16

≥20 3.31 2.17 18.54 18.56 22.30 6.13
NICU

nurse
<10 1.74 2.17 .1997 29.27 29.76 .1358 14.13 5.45 <.0001

10∼19 2.85 1.96 25.92 21.77 20.35 4.52

20∼29 3.11 2.65 28.86 24.38 23.27 5.31

≥30 3.51 2.14 11.71 12.49 23.38 6.31
Bed
operation
rate

<90 2.44 1.90 .2340 24.71 23.26 .1739 19.11 6.33 .3829

90∼110 2.63 1.94 17.51 17.75 20.60 5.92

≥110 3.39 2.48 29.50 24.89 21.28 5.25
Nurse to

bed ratio
<1.0 3.30 2.12 .0225 24.22 22.50 .7997 22.12 5.34 .0006

1.0∼1.49 2.05 2.01 23.44 23.91 17.05 5.48

≥1.5 0.85 0.41 34.69 12.22 15.83 2.49
Nurse to

patient

ratio

<3 3.16 2.10 .4387 19.01 21.57 .0119 21.07 7.61 .7223

3∼4.9 3.11 2.02 20.29 20.77 20.85 5.71

5∼6.9 2.23 2.22 27.38 23.23 19.26 5.73

≥7 2.82 3.14 56.93 13.33 19.51 3.14
ICU bed <25 0.80 0.61 .0045 24.11 29.03 .2196 17.55 6.00 .0089

25∼49 2.27 2.25 24.11 28.00 17.03 5.06

50∼74 2.71 1.69 28.67 22.04 20.63 4.88

≥75 4.14 2.54 15.04 14.41 23.33 6.87
Hospital

size
<300 0.40 0.37 .0021 3.99 5.83 .0403 16.95 8.40 .0087

300∼699 1.90 1.81 30.47 25.72 17.62 4.95

700∼999 3.28 2.03 25.34 21.93 21.42 5.18

≥1000 4.12 2.39 10.44 7.77 23.74 7.16

Total 2.83 2.15 24.24 22.63 20.31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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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2.124 0.107 <.0001 -3.778 0.650 <.0001 -2.687 0.461 <.0001 -4.501 0.836 <.0001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4.708*** 3.594 -6.167 4.697*** 3.589 -6.146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150 0.469 -2.822 1.575 0.599 -4.140
28∼36weeks 　 0.501 0.206 -1.219 0.712 0.272 -1.859

Gender (ref: female) 　 　 1.288* 1.062 -1.563 1.297** 1.069 -1.573
Insurance (ref: medical aid) 0.442 0.189 -1.033 0.485 0.206 -1.140
Year (ref: 2013) 　 　 0.969 0.798 -1.177 1.097 0.870 -1.384
Transfer (ref: no) 　 　 0.583 0.248 -1.374 0.496 0.219 -1.127
Twin (ref: no) 　 　 1.308 0.956 -1.790 1.294 0.946 -1.771
Birth defect (ref: no) 　 　 1.918** 1.238 -2.972 1.965** 1.269 -3.042
Ventilator (ref: no) 　 　 11.207*** 7.041 -17.838 11.496*** 7.190 -18.382
TPN (ref: no) 　 　 0.389*** 0.300 -0.505 0.394*** 0.305 -0.509
Main Surgery (ref: no) 　 　 0.790 0.605 -1.031 0.785 0.6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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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ortalit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2.511*** 1.656 -3.805 2.566*** 1.696 -3.882
2 　 　 8.854*** 3.118 -25.138 8.179*** 2.863 -23.362
≥3 　 　 17.248** 2.990 -99.499 12.178** 2.333 -63.569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1.243 0.779 -1.984 1.632* 1.003 -2.654
Ownership (ref: public) 　 　 0.821 0.443 -1.525 1.157 0.606 -2.208
Teaching (ref: no) 　 　 1.924* 1.143 -3.238 1.342 0.778 -2.316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1.465 0.903 -2.378 1.841* 1.107 -3.063
Province 　 　 1.468 0.897 -2.404 1.674 0.999 -2.807

Nurse to patient ratio 　 　 0.935 0.845 -1.035 0.883 0.772 -1.010
Hospital size 　 　 1.000 1.000 -1.001 1.000 0.999 -1.000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0.5386 (0.1389) 0.5719 (0.1494) 0.4063 (0.1144) 0.3944 (0.1151)
ICC 0.1407 0.1481 0.1099 0.1071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3783.9 2934.7 3783.6 2934.3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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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1.362 0.175 <.0001 -1.447 0.479 .0034 -1.151 0.685 .0974 -0.928 0.867 .2882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1.148 0.934 -1.410 1.159 0.943 -1.424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1.257 0.780 -2.026 1.242 0.771 -2.001
28∼36weeks 　 1.058 0.676 -1.654 1.046 0.669 -1.636

Gender (ref: female) 　 　 1.016 0.875 -1.180 1.018 0.876 -1.182
Insurance (ref: medical aid) 0.704 0.330 -1.502 0.647 0.306 -1.368
Year (ref: 2013) 　 　 1.227** 1.055 -1.427 1.146 0.931 -1.410
Transfer (ref: no) 　 　 0.886 0.366 -2.148 1.007 0.420 -2.414
Twin (ref: no) 　 　 0.744* 0.582 -0.951 0.749* 0.586 -0.958
Birth defect (ref: no) 　 　 0.752 0.502 -1.127 0.758 0.506 -1.135
Ventilator (ref: no) 　 　 1.235* 1.003 -1.520 1.232* 1.000 -1.516
TPN (ref: no) 　 　 0.876 0.714 -1.075 0.868 0.707 -1.065
Main Surgery (ref: no) 　 　 1.283* 1.054 -1.560 1.301** 1.070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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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nosocomial infection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OR 95% CI OR 95% CI OR 95% CI
CCI (ref: 0)

1 　 　 1.517* 1.027 -2.240 1.412 0.953 -2.094
2 　 　 0.894 0.249 -3.205 0.633 0.165 -2.434
≥3 　 　 10.438* 1.654 -65.856 4.691 0.734 -29.973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0.352** 0.164 -0.757 0.319** 0.139 -0.729
Ownership (ref: public) 　 　 0.462 0.174 -1.232 0.448 0.155 -1.291
Teaching (ref: no) 　 　 2.852** 1.292 -6.294 3.069* 1.305 -7.219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757 0.342 -1.673 0.801 0.337 -1.904
Province 　 　 0.509 0.232 -1.115 0.530 0.227 -1.239

Nurse to patient ratio 　 　 1.144* 1.030 -1.272 1.071 0.923 -1.242
Hospital size 　 　 1.000 0.999 -1.001 1.000 0.999 -1.001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1.9957 (0.4033) 2.0808 (0.4229) 1.5627 (0.3270) 1.8188 (0.4045)
ICC 0.3776 0.3875 0.3220 0.3560 　
Test‡(p value) (<.0001) (<.0001) (<.0001) (<.0001)
Model Fit statistics

AIC 4675.4 4646.4 4671.7 4651.1 　
*p<.05, **p<.01, ***p<.001 †report to estimate, SE, and p value ‡Test for Ho: random effect intercept varian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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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Fixed effects 　 　 　 　 　

Intercept 45.102 0.797 <.0001 22.309 4.066 <.0001 39.122 3.3681 <.0001 17.587 5.322 .0010
Patients characteristics

Birth weight (ref: 1000∼1499g)

<1000g 1.576 0.926 .0888 1.464 0.925 .1138
1000∼1499g

1500∼2499g - - - - - -
Gestational age (ref: ≥37weeks)

<28weeks 6.440 2.203 .0035 6.178 2.179 .0046
28∼36weeks 4.562 2.064 .0272 4.245 2.041 .0376

Gender (ref: female) -1.433 0.674 .0337 -1.415 0.674 .0360
Insurance (ref: medical aid) 3.999 3.425 .2430 4.052 3.424 .2367
Year (ref: 2013) 3.031 0.680 <.0001 2.185 0.816 .0075
Transfer (ref: no) 0.443 2.763 .8727 1.100 2.617 .6747
Twin (ref: no) -1.790 1.085 .0990 -1.922 1.083 .0759
Birth defect (ref: no) -2.307 1.787 .1968 -2.522 1.787 .1582
Ventilator (ref: no) 6.652 0.898 <.0001 6.742 0.897 <.0001
TPN (ref: no) 12.508 0.900 <.0001 12.237 0.885 <.0001
Main Surgery (ref: no) 　 　 10.389 0.901 <.0001 10.417 0.9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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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among birth weight <1500g neonates (continued)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CCI (ref: 0)

1 　 　 -0.921 1.794 .6079 -0.940 1.786 .5988
2 　 　 -7.635 5.120 .1360 -7.717 5.116 .1315
≥3 　 　 -0.824 8.600 .9237 -0.902 8.601 .9164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0.638 1.789 .7227 0.545 1.867 .7712
Ownership (ref: public) 　 　 -2.915 2.260 .2018 -2.984 2.378 .2138
Teaching (ref: no) 　 　 -1.170 1.865 .5327 -1.686 1.952 .3906
Location (ref: seoul)

Other metropolitan 　 　 -0.694 1.819 .7040 -0.514 1.933 .7913
Province 　 　 -2.929 1.839 .1161 -0.462 1.928 .8113

Nurse to patient ratio 　 　 1.391 0.403 .0006 0.975 0.476 .0418
Hospital size 　 　 0.004 0.002 .0465 0.005 0.002 .0196
Random effects 　 　 　 　 　 　 　 　 　 　 　 　
Variance (SE) 　

Hospital 31.512 (7.652) 37.775 (8.406) 21.744 (5.954) 25.577 (6.530)
Patient 660.970 (13.054) 578.410 (11.422) 660.060 (13.038) 578.710 (11.434)

ICC 0.0455 0.0613 0.0319 0.0423 　
Model Fit statistics

AIC 48625.6 47974.1 48615.1 479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