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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초기간호사정기록을 통한 

간호기록 완전성 요인 분석

연구배경

간호기록(Nursing Documentation)은 환자상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하며,

의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김기경 등, 2001) 의료분쟁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문서 중 하나로 완전하게 기록되어야한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행한 간호에 대한 기록을 시한 내 완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과정의 첫 단계인 초기간호사정기록을 통해 간

호사들의 기록양상을 분석하여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향상, 진료의 연속성 증진, 의료진간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간호기록을 이용한 다양한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201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

반병동으로 입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자료 검색시스템인

CDRS(Clinical Data Retrieval System)로 환자명단과 초기간호사정기록, 간호

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AS version 9.4와 R 2.1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vii -

연구결과

간호사의 임상경력, 담당환자수, 환자의 연령, 성별, 학력, 조사 대상자, 입원

경로에 따라 간호기록의 완전성과 불완전성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이러한 요인들이 간호기록 완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차 이하의 간호사 그룹보다 1년차 초과 3년차 미만인

간호사 그룹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1.28배, 5년차 초과 그룹에서 1.31배 높

았으며, 담당환자수가 14명 이상인 간호사그룹에 비해 8명 이하를 담당하는

간호사 그룹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2.78배 높았다. 또한 환자연령이 높아질

수록 완전성이 1.02배 높아졌으며, 남성보다는 여성환자에서 1.85배 높았고, 환

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간호기록의 완전성은 0.99배, 조사 시 응답자가 환자

가 아닐 때 0.83배, 환자가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보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

한 경우에서 완전성은 0.78배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는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간호 시

충분한 임상경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했을 때, 그리

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보다 완전하게 기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확인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기록 모니터링의 기초를 다지고,

간호기록 완전성 향상을 위한 경력별 맞춤 간호기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

호환경 개선 등 간호기록을 이용한 다양한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간호기록, 간호기록 완전성, 간호기록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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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간호기록은 환자상태와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서비스에 대한 상세기록이다.

또한 환자의 실재 또는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예방, 치료하고, 강점을

확인하며 안녕을 증진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접근법이다(김덕희 등, 2008).

간호기록은 어떤 의무기록보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하며, 의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김기경 등, 2001) 의료분쟁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

되는 문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간호사는 환자사정에서부

터 간호진단, 중재, 활동에 대한 환자의 반응 및 퇴원시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간호과정의 타당성 및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

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해야한다. 기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

게 얻은 의미있는 정보를 빠짐없이(Kroll, 2003), 구체적인 사실만을(Cahill,

1998; McCann, 2006) 적시에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얻은 모든 자료

를 전부 기록할 수 없으나 기록되어진 정보만큼은 완전해야하며, 그 기록을

통해 환자에게 행해진 간호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야하고, 불완전한 간호기록

은 법정에서 그 환자가 기준 미달의 간호를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

므로 기록은 완전해야 한다(임상간호사회, 2004).

완전한 간호기록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기록하

는 단계인 간호사정 단계부터 완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간호사정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정서적 측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순

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개별화된 환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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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중요한 단계(박경숙 등,

2000)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사정 단계에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

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기록을 완전하게 함으로써 종합적 간호과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간호사정단계에서부터 간호

사가 간호기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 보기위해 기록관련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의무기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홍준현, 최귀숙,

이은미, 1998), 간호과정에 따라 간호활동과 간호기록을 분석한 Mayers(1978),

Short(1997), 최자윤, 박미선, 김혜숙(2002), Haugsdal, Scherb(2003)의 연구,

간호기록의 완성도 연구(이인실, 2007; 최완희, 2007), 간호기록의 적시성 영향

요인연구(An M. J., 2016)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기록의 질은

기록자의 인식, 교육, 병원의 제도와 여건, 업무량, 기록자의 속성 등 수없이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지 간호기록에 대한 연구자체가 희소한 실정이고, 특히 서식형 기록을 통

해 간호기록을 분석하는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또한 간호기록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어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는데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서이아(2002), 최순자(2003), 이상미(2007), 고유경(2008) 등의 연구에

서 조직환경, 업무량, 간호사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이 간호업무성과나 간호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토대로 간호기록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과정의 첫 단계인 초기간호사정기록을 통해 기록 완전

성 요인을 분석하여 임상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향상, 진료의 연속성 증진, 의료진간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을 주

고, 간호기록을 이용한 다양한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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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환자의 초기간호사정기록을 통해 간호기록 완전성 요

인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향상, 진료의 연속성 증진, 의료진간 의

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간호기록을 이용한 다양한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간호사정기록의 적시성, 완결성을 확인한다.

둘째, 초기간호사정기록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초기간호사정기록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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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가. 초기간호사정기록

초기간호사정은 병원에 입원 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사정으로, 대부분

의 의료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발한 간호력 양식 또는 입원 사정 도구

등 구조화된 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한다(양선희 등,

2013). 본 연구에서의 초기간호사정기록은 입원 시 환자의 일반정보, 입원과

관련된 정보, 신체검진 내용, 간호 및 교육 내용을 기록하는 초기간호사정기록

으로 간호정보조사, 낙상위험요인평가 및 욕창위험도평가의 서식형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나. 간호기록의 완전성

기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얻은 의미있는 정보를 빠짐없이(Kroll,

2003), 구체적인 사실만을(Cahill, 1998; McCann, 2006) 적시에 작성하는 것인

데,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간호기록의 완전성이란 첫째, 초기간호사정기록을 미

비항목 없이 기록하였는가? 둘째. 시한 내에 초기간호사정을 기록하고 전자서

명을 하였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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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정의

간호기록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간호사요인과 환자요인으로 구분하

고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 간호사 요인

간호사요인으로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의 주진료과(Main Department), 간

호사의 임상경력(Nursing experience)은 Banner(1984)의 전문 간호직 재사회화

분류를 적용하여 상급초보자(advanced beginner) 단계 경력 1년 이하 간호사,

유능(competent) 단계 경력 2-3년 간호사, 숙련가(proficient) 단계 경력 4-5년

간호사, 전문가(expert) 단계 경력 5년 초과 간호사로 구분하였다. 근무번

(Shift)은 Day(06:00-14:00), Evening(14:00-22:00), Night(22:00-06:00)로, 주중

또는 주말 근무여부(Days of the week), 기록 당일 담당환자수(Number of

patients in charge)와 입원환자수(Number of patients in admission)로 정하였

다.

나. 환자 요인

환자요인으로 환자의 연령(Age), 성별(Sex), 학력(Education), 입원경로

(Admission root), 입원 및 수술력(History), 조사 대상자(Person subject to

investigation), 입원당일 통증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낙상위험도(Fall),

욕창위험도(Sore), 정서상태(Emotion), 지남력(Orientation)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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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변수 정의

간호사

요인

일반적

특성
임상경력 병원 입사 후 근무 년 수

근무특성

주중, 주말 근무 여부 주중: 월-금, 주말: 토, 일, 공휴일

근무번 Day, Evening, Night

환자수

담당환자수 근무 시 담당하는 총 환자 수

입원환자수 근무일에 입원하는 환자 수

환자

요인

일반적

특성

환자연령

환자성별

학력

입원

관련

입원경로 외래, 응급실 경유

입원 및 수술력 입원 또는 수술 과거력

조사 대상자 환자 평가 시 조사 대상자

중증도

통증여부(입원당일) 입원당일 간호사정 시 통증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일상생활수행정도

낙상위험도
고위험군: 14점 이상, 중위험군:

6-13점, 저위험군: 5점 이하

욕창위험도
고위험군: 19점 이하, 저위험군:

20점 이상

정서,

인지상태

정서상태 안정: 0-2점, 관리필요: 3-6점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

기록

요인
완전성

완결성
기록작성여부

미비항목여부

적시성
간호사 근무시간 내 기록여부

환자입원 24시간이내 전자서명여부

<표 1> 변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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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양선희 등(2013) 기본간호학에서 말하는 간호사정은 간호과정의 첫 단계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확인하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 간호과정의 모든 단계가 정확하고 실

제적인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호사정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기

사정(initial assessment)은 병원 입원 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으로, 초기

사정의 목적은 전체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간호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

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발한 간호력 양식 또는 입원

사정 도구 등 구조화된 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이 과정

에서는 대상자의 모든 건강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간호사정은 면담을 통한 건강력 수집, 신

체검진과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 검사결과 검토, 그리고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

을 고려한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와 질환에 관련된

적절한 신체사정 자료를 수집할 때 간호사의 경험과 지식은 적절하고 의미있

는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된다.

간호사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자료 출처이

자 일차적인 자원은 환자이며, 환자가 유아 또는 아동인 경우, 심한 통증이 있

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가족과 의미있는 타인이

중요한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고, 또한 의미있는 타인은 환자로부터 얻은 정

보를 더욱 명료화 시키고 구체화 해준다(이평숙, 1977). 또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자료수집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으로 인해 응

급실을 방문한 대상자는 외래환자 같은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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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할 때 자료의 완전성, 적절성, 사실성, 관련

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상자 자료는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건강과 안

녕을 극대화하기 위한 간호계획의 개발에 필요한 완전한 자료이어야 한다. 또

한 간호사는 대상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

나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대상

자의 행동을 해석하기 보다는 관찰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로부터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할 것인지는 간호사의 경험이 필요한

자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양선희 등, 2013).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발한

서식을 이용하여 기록하는데, 간호정보조사지는 간호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환자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접

근과 아울러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지이다(박경숙, 지성애, 정혜경, 2000). 간호정보조사지를 통

해 수집된 자료는 간호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고(한윤복, 전시자, 1993), 간

호실무의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진 상호간의 의사소

통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

정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박경숙, 지성애, 정혜경, 2000). 이에 간호

정보조사지는 면담자에게 질문의 순서나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제시하는 지침

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와 평소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

는 방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충족 과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Eggland, 1977).

또한 환자의 낙상예방을 위해 입원당시 낙상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낙상은

어느 곳에서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유

발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낙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

요인을 사정하여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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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

문에 낙상에 대한 초기간호평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도

입,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낙상예방과 같은 환자의 안전증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낙상간호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김금순 등, 2009).

다양한 의료기관에서는 낙상예방과 더불어 욕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

창 예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욕창 위험 평가를 통한 욕창 발생

위험군을 선정하여(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4) 다양한 욕창 예방

간호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발생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경희, 김금순, 2010; 최영은, 2010; Sung, Y. H., Park, K. H., 2011). 욕창발

생시기를 보면 입원 후 평균 4.85일(최은희, 박경숙, 최경숙, 1998)과 6.5일(송

미순, 최경숙, 1991)로 보고되는 등 욕창이 급성기인 입원 첫 주에 54.2%가 발

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이영희, 2001) 입원초기에 욕창발생에 대한 요인

을 사정함으로써 욕창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최선주 등, 200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4)에 따르면 욕창 사정 기록은 욕창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된 간

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의료진과의 의

사소통에 활용된다고 하였다(김금순 등, 2009, 재인용).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

가에서도 욕창 사정 기록이 중요한 평가 자료이며, 간호 관련 질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서(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4) 욕창 사정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입원당일 초기간호사정을 통한 정확하고 의미있는 자

료의 수집은 재원기간동안 환자에게 제공될 간호의 기초가 되므로 이 단계에

서부터 완전한 간호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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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기록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진행단계는 <그림 1>과 같다.

간호기록 완전성 요인 분석

국내외 의무기록 완전성/완결성 관련 연구 문헌 고찰

자료수집

통계적 분석

연구결과 도출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론 및 제언

간호기록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제시

그림 1. 연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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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201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

반병동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응급실, 중환자실, 일일병동, 분만실 등 특수부서로 입원한 환자 제외

3) 소아과, 정신과, 검진센터 등 일부 진료과로 입원한 환자 제외

위 기준에 의해 총 4,328명의 환자가 대상자로 선별되었다. 이 대상자들은

일반병동에 입원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입원이 아닌 내원에 해당하는 응급

실,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과 분만실, 당일 입·퇴원하는 일일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소아를 진료하는 소아과, 특수진료부서인 정신과와 검진센터로 입원한

환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제외되었다. 대상자 선정과정은 <그

림 2>와 같다.

일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원한 환자 (n=5,959)

대상자 선정 기준

1) 19세 이상 성인 환자

2) 응급실, 중환자실, 일일병동, 분만실 등 특수부서 제외

3) 소아과, 정신과, 검진센터 등 일부 진료과 제외

최종 대상 환자 (n=4,328)

그림 2. 대상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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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서울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기록 완전성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과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임상자료 검색시스템 CDRS(Clinical Data

Retrieval System)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단계는 다음

과 같다<그림 3>.

1) CDRS를 통해 201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원한 환자명단과 초기간

호사정기록지, 해당기간 근무한 간호사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최종 환자 4,328명의 환자명단에 환자번호를 기준으로 초기간호사정기록

지의 내용과 간호사정보를 추가하였다.

3) 자료분류도구를 통해 기록의 완전성 여부를 구분하여 최종자료를 완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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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30일 입원환자

5,959명

CDRS(Clinical Data Retrieval System)

해당기간 
근무간호사 정보 

추출

초기간호사정 추출

- 간호정보조사지

- 낙상위험요인평가지

- 욕창위험도평가지대상자 선정 기준

1) 19세 이상 성인 환자

2) 응급실, 중환자실, 일일병동,

분만실 등 특수병동 제외

3) 소아과, 정신과, 검진센터 등

일부 진료과 제외

대상 환자 4,328명

환자명단+간호정보조사+낙상위험요인+욕창위험요인

완전함 불완전함

자료분류도구

그림 3. 자료수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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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류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록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QA학회

의무기록 완결 점검표 <부록 1> JCI Standard 5th Edition MOI.12 <부록 2>,

의료기관평가인증(2주기)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12.2 <부록 3>에서 의무기록

관리의 공통된 기준으로 초기간호사정기록의 완전성여부를 구분하는 자료분류

도구를 구성하였다. 이를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한성

1. 담당간호사 근무시간 내 기록여부

1) Day: 06:00-13:59

2) Evening: 14:00-21:59

3) Night: 22:00-05:59

2. 환자 입원입실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전자서명 여부

완결성

1. 초기간호사정 작성여부

1) 간호정보조사지

2) 낙상위험요인평가지

3) 욕창위험요인평가지

2. 초기간호사정기 미비항목여부

간호기록 
완전성

모든 조건 
만족 시

그림 4. 자료분류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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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ite Inc., Cary. NC,

USA)와 R 2.13.0 (R Development Core Team, Vienna, Austria,

http://www.R-project.org)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1) 분석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변수에 따른 기록 완전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요인, 환자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과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분석을

통해 변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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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637명 담당간호사들의 임상경력은 최소 0년부터 최대 34년까지 분포하였으

며, 평균 임상경력은 5.6년(SD, 6.6년)이고, 그 비율은 5년 초과(30.6%), 1년 이

상 3년 이하(29.7%), 1년 이하(29.4%), 3년에서 5년 이하(10.4%)의 순이었다.

전체대비 경력 3년 이하의 간호사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 환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1±15.9세이고, 60-79세(42.3%), 40-59세(36.6%),

19-39세(15.5%), 80세 이상(5.6%)의 순이었으며, 40세에서 79세까지의 중장년

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자환자의 비율은 50.3%로 남자환자에 비해 0.6%정

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 간호기록의 일반적 특성

입원당일 환자평가기록 세 서식 모두 미비항목 없이 기록한 비율이 61.9%,

한 서식 이상 기록하지 않은 비율이 37.1%였다. 기록 중 96.3%가 시한 내 작

성하여 전자서명까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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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간호사 (n = 637)

임상경력 (년) 5.6±6.6

≤1 187 (29.4)

>1 and ≤3 189 (29.7)

>3 and ≤5 66 (10.4)

>5 195 (30.6)

환자 (n = 4,328)

나이 (세) 57.1±15.9

19-39 672 (15.5)

40-59 1,583 (36.6)

60-79 1,829 (42.3)

≥80 244 (5.6)

성별

남성 2,152 (49.7)

여성 2,176 (50.3)

간호기록 (n = 4,328)

미비항목 없이 기록함

한 서식 이상 기록 안함 1,599 (37.1)

세 서식 모두 기록함 2,679 (61.9)

적시성

적시에 기록 안함 161 (3.7)

적시에 기록함 4,167 (96.3)

<표 3> 일반적 특성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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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특성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

간호사특성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간호사의 임상경력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임상경력 1년차 이하의 간호사 그룹에서는 간호기록의 완전성

이 56.9%, 1년차 초과 3년차 이하의 간호사 그룹에서는 63.5%, 3년차 초과 5

년차 이하의 그룹에서는 64.4%, 5년차 초과 그룹에서는 65.4%로 임상경력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가 있었다. 근무번(p=.089)과 주중, 주말 근무

(p=.988)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담당 환자 수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8명 이하의 환자

를 담당한 그룹은 77.4%,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환자를 담당한 그룹은

61.5%, 14명 이상을 담당한 그룹은 50.0%로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입원환자수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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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록의

완전성

기록의

불완전성
χ² p-value

임상경력 (년) 22.55 <.001***

≤1 796 (56.9) 603 (43.1)

>1 and ≤3 795 (63.5) 457 (36.5)

>3 and ≤5 290 (64.4) 160 (35.6)

>5 798 (65.4) 429 (35.0)

근무번 4.83 .089

Day 192 (61.9) 118 (38.1)

Evening 2,443 (62.2) 1,487 (37.8)

Night 44 (50.0) 44 (50.0)

주중 주말 근무 0.00 .988

주중 2,144 (61.9) 1,320 (38.1)

주말 535 (61.9) 329 (38.1)

담당 환자 수(명) 24.91 <.001***

≤8 123 (77.4) 36 (22.6)

≥10 and ≤12 2,516 (61.5) 1,573 (38.5)

≥14 40 (50.0) 40 (50.0)

입원 환자 수(명) 11.51 .118

≤2 1,585 (63.2) 924 (36.8)

>2 and ≤5 982 (60.0) 655 (40.0)

>5 112 (61.5) 70 (38.5)

<표 4> 간호사특성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

(N= 4,32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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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특성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

환자특성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환자연령과 성별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환자연령이 많아질수록, 남자보다는 여자환자에서 기록 완전성의 비율이 높았

다. 환자의 학력에 따른 완전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초졸이하

(70.0%), 중졸이상 고졸이하(63.7%), 대학교 재학이상(57.7%) 순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기록 완전성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가

외래에서 입원장을 받아서 계획된 입원을 한 경우 63.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55.0%로 외래를 통한 입원 시 완전성이 더 높았으며, 입원경로에

따른 간호기록의 완전성에 차이가 있었다. 환자평가 시 조사 대상자에 따라

완전성의 차이는 유의하였고, 환자 본인이 조사의 응답자일 때(63.8%), 환자와

보호자 동시 응답(57.6%), 보호자 응답(51.7%) 순이었고, 환자가 응답자에 포

함됐을 때 높은 완전성을 보였다. 환자의 통증유무(p=.46), 독립성정도(p=.13),

지남력(p=.83)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낙상위험도

와 욕창위험도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는 유의하였고, 고위험군일수록

완전성은 높았다. 환자의 정서상태가 안정적일 때(62.1%) 완전성은 높았으며

정서상태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원 또는 수술

의 경험 유무에 따른 완전성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입원 또는 수술경험이

있을 때(66.1%) 기록의 완전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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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기록 완전성 기록 불완전성 χ² p-value

나이(세) 19-39 345 (51.3) 327 (48.7)

127.61 <.001***
40-59 963 (60.8) 620 (39.2)

60-79 1,203 (65.8) 626 (34.2)

≥80 168 (68.9) 76 (31.2)

성별 남성 1,195 (55.5) 957 (44.5)
73.10 <.001***

여성 1,484 (68.2) 692 (31.8)

학력 ≤초졸 395 (70.0) 169 (30.0)

37.88 <.001***중졸-고졸 1,267 (63.7) 721 (36.3)

≥대재 987 (57.7) 725 (42.3)

입원경로 응급실 2,304 (63.0) 1,352 (37.0)
12.53 <.001***

외래 375 (55.8) 297 (44.2)

조사 대상자 환자 2,180 (63.8) 1,236 (36.2)

79.19 <.001***
보호자 30 (51.7) 28 (42.3)

환자와 보호자 469 (57.6) 345 (42.4)

기타 0 (0.00) 40 (100.0)

통증여부 없음 1,698 (62.1) 1,035 (37.9)

1.52 .46있음 884 (62.0) 542 (38.0)

입원 전 있었음 97 (57.4) 72 (42.6)

독립성 정도(점) 0-24 26 (66.7) 13 (33.3)

5.60 .13
25-49 29 (74.4) 10 (25.6)

50-74 57 (70.4) 24 (29.6)

≥75 2,567 (61.6) 1,602 (38.4)

낙상위험도 저위험 1,774 (61.8) 1,096 (38.2)

177.26 <.001***중위험 880 (66.4) 446 (33.6)

고위험 25 (78.1) 7 (21.9)

욕창위험도 저위험 2,647 (63.7) 1,509 (36.3)
213.60 <.001***

고위험 32 (71.1) 13 (28.9)

정서 상태(점) 0-2 2,665 (62.1) 1,625 (37.9)
14.31 <.001***

3-6 14 (43.8) 18 (56.2)

입원·수술력 없음 464 (48.0) 503 (52.0)
112.08 <.001***

있음 2,211 (66.1) 1,135 (33.9)

시간, 장소, 사람

지남력

없음 8 (61.5) 5 (38.5)

0.37 .83하나라도 없음 14 (56.0) 11 (44.0)

있음 2,657 (61.9) 1,633 (38.1)

<표 5> 환자특성에 따른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

(N=4,32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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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환자 요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간호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군 대비 간호기록이 완전한 군에서 1년차 이

하의 간호사 그룹보다 1년차 초과 3년차 미만인 간호사 그룹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1.28배, 5년차 초과 그룹에서 1.31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3년차 초과 5년차 이하 그룹에서는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1.24배 높아졌으

나 이는 p값 .0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담당환자수가 14명 이상인

간호사그룹에 비해 8명 이하를 담당하는 간호사 그룹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

이 2.78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1). 반면 10명 이상 12

명 이하의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 그룹에서는 1.10배 완전성이 높아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76). 한명의 간호사가 입원당일 환자평가

기록을 일관성 있게 작성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16배 완전성이

높아졌으나 이는 p값 .0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환자연령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완전성이 1.02배 높아졌으며, 남성보다는 여

성에서 1.85배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환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0.99배 낮아졌고, 평가 시 응답자가 환자가 아닐 때 완전성은 0.83

배 낮아졌다. 환자가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보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

우에서 완전성은 0.78배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요인별, 환자요인별 간호기록 완전성에 차이가 있었던 요인

중 낙상위험도와 욕창위험도, 환자의 정서상태와 입원·수술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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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OR(95% Cl) p-value

간호사 임상경력(년)

≤1(ref.)  -

>1 and ≤3 1.28 (1.08-1.52) <.01**

>3 and ≤5 1.24 (0.98-1.58) .13

>5 1.31 (1.10-1.56) <.05*

담당환자수

≤8 2.78 (1.28-6.04) <.01**

≥10 and ≤12 1.10 (0.60-2.04) .76

≥14(ref.) - -

세 가지 서식 작성자 동일 여부

동일함 1.16 (1.00-1.34) .051

동일하지 않음 - -

환자 나이 1.02 (1.02-1.03) <.001***

환자 성별 1.85 (1.61-2.11) <.001***

학력 0.99 (0.99-1.00) <.01**

입원경로

외래 - -

응급실 0.78 (0.64-0.96) <.05*

조사 대상자 0.83 (0.77-0.91) <.001***

낙상위험도 0.97 (0.93-1.01) .10

욕창위험도 0.93 (0.84-1.03) .14

정서 상태(점) 0.51 (0.25-1.09) .08

입원·수술력 0.99 (0.98-1.00) .07

<표 6>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N=4,32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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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 중요도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도 확인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분석과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분석으로 변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 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

(Prediction)을 수행하는 계량적 분석 방법이다. 의사결정나무는 분류 또는 예

측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분

석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최종후, 서두성, 1999).

의사결정나무는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로 가지(branch)를 뻗어나가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의

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을 통한 변수중요도는 <그림 5>와 같다. 분석

에 사용된 변수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변수는 환자의 입원·수술력이였고, 환

자의 성별, 간호사의 임상경력, 환자의 나이 순이었다. 이 분석은 63.9%의 예

측도를 보였으며, 입원·수술의 경험이 있고, 여성 환자일 때, 간호사의 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환자의 나이가 평균연령보다 높았을 때 간호기록의 완전성을

잘 설명한다고 보았다.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분석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나무들이 많이 있

는 모형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다

수 만들어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유진은, 2015). 본 연구의 랜

덤포레스트 분석결과는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측도 68.5%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점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환자의 통증유무를 기준으로 상위 5개의 변수중요도를 살펴보면, 환자 나이,

간호사의 임상경력, 간호사의 근무요일, 입원환자수, 환자의 학력 순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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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사결정나무 변수 중요도

그림 6. 랜덤포레스트 변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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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간호기록의 질은 기록자의 인식, 교육, 병원의 제도와 여건, 환자수, 기록자

의 속성 등 수없이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홍준현, 최귀숙, 이은

미, 1998).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시간, 적은 인력으로 간호기록

을 하는 데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였고(Mayers, 1978), 8시간의 근무 중 약

27%에 해당되는 2.5시간을 간호기록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하였다(Short,

1997). 또한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이용하여 간호중재의 수행 빈도를 조사

한 연구에서 간호기록은 486개 간호중재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최자윤, 박미선, 김혜숙, 2002), 전문간호사의 간호업무를 조사한 연구에서

도 기록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ugsdal, Scherb, 2003). 이렇

게 간호기록 작성이 간호사 활동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지만 간호사들

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록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환자간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기록은 간접간호영역으로, 직접간호활동에 비하여 차선

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Stevens S, Pickering D, 2010). 이는 본 연구의

간호기록 작성여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간호기록 작성율이 61.9%로 비교

적 낮은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이 간호기록을 하는 것에 어

려움을 느끼는 것은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아야하고, 고도의 기술과 집

중을 요하는 업무, 책임감, 중환 발생 등 어려운 일들을 자주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 다발적으로 돌보아야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한 간호에 대해 시한 내 기록을 완결하는 어려움을 겪

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임상간호사회(2004)에서는 간호기록을 간호행위가 일어난 직후에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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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야 하며, 결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환자의 반응을 예상하여 작성해서

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작성된 간호기록 중 96.3%가 시한 내

기록되었다고 확인되었고, 이렇게 기록의 적시성이 높은 이유는 각종 평가에

서 시한 내 기록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구가 시행된 병원에서는 매월 의무기록과 간호

기록을 점검하여 기록을 환자 입원 전에 작성하였거나, 환자 입원 후 24시간

안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환자가 입원했던 부서로 그 정보를 보내 간호기

록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전자의무기록 후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

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형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기록 작성 후 전자서명까지 완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데 본 연구에서는 95.9%가 시한 내에 간호기록을 작성하여 전자서명까지

완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료법과 병원 내 규칙에 따라 강제적으

로 관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간호기록의 적시성과 완결성으로 정의되어지

는 완전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간호사 관련 변수 중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간호사의 임상경력으로 1년차 이하의 간호사군에서 간호

기록 완전성(Completeness)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완전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7>, <부록 8>. 이는 의사

나무결정 분석과 랜덤포레스트 분석의 공통된 중요 변수로 확인된 간호사 임

상경력이 쌓일수록 간호업무성과나 간호의 질(서이아, 2002; 최순자, 2003; 이

상미; 2007)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많은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록 8>의 임상경력 5년차, 12년차, 17년차, 21년차, 28년차

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임상경력과 간호기록

의 완전성간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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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상경력별로 자세한 간호기록 패턴연구와 경력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담당환자수가 적을수록 기록의 완전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담당환자수가 적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다고

한 고유경(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 수에

따른 간호기록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일

입원환자수가 많은 것보다는 입원환자수를 포함한 전체 담당환자수가 간호사

의 업무와 간호기록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자요인에 의한 간호기록 완전성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록의 완전성

이 높아지고, 남자보다 여자환자에서 1.85배 높았다. 또한 외래를 통해 입원한

환자에서 간호사 임상경력간 간호기록 완전성의 차이가 있었으나 응급실 경유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서는 경력간 완전성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응급

실 경유 입원한 환자군에서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0.78배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응급실을 통한 환자입원은 외래를 통한 계획된 입원보다

예측이 어려워 간호기록의 완전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호

업무의 특성상 각각의 업무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예측하여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한 An M.

J.(2016)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기록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요인과 환자요인을 살펴본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한 19세 이상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환자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제외된 소아환자, 특수부서, 진료과로 입원한 환자를 포함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기록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양화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9 -

둘째, 입원 당일만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간호기록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제

한적이다. 이에 입원에서 재원, 퇴원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서울 소재 일 상급병원의 간호기록만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의 기록

형태를 정확하게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간호사들의 기록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확대 연구를 통해 간호기록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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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201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

반병동으로 입원한 4,3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37명의 담당간호사가 간호정

보시스템에 기록한 입원당일 초기간호사정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간

호기록 완전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기록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도는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사의 임상경력과 환자

의 나이였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는 임상경력이 쌓일수록, 담당환자수가 적을수

록,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자보다는 여자환자일 때, 학력이 높은 환자

군보다 낮은 환자군에서, 환자가 직접 조사에 응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얻고,

환자가 외래를 통한 계획된 입원을 했을 때 간호기록을 완전하게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기록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록 모니

터링과 피드백으로 간호사들에게 기록 시 각성과 자극을 주고, 임상경력별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고, 간호환경 개

선 등 간호기록을 이용한 다양한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일부 부서에 입원한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간호기록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임상상황이나 부서에서의 반복연구를 제언한

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기록의 입력 형태를 좀 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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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기록의 입력 형태를 시간별, 행위

별로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 업무의 특성은 하나의 업무

로 국한되는 일이 없으며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다양한 기록의

입력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장의 간호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임상현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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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ursing Documentation includes detailed, accurate, and meaningful

contents (Kim Ki-Young, 2001) so that it should be recorded completely

like the most importantly reviewed document, when medical disputes occur.

However, due to various reasons, nurses appeal to difficulties of writing

documents about their nursing performance on time completely. As this

reason, the study identified factors to influence completeness of the nursing

documents by analyzing the records of nurses through initial nursing

record, which is the first step of the nursing process, and it could help

ultimately improve safety of patients, enhance continuity of diagnosis, and

develop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and then this research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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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ly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to use the nursing documents.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selected research subjects as adult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general wards of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from June 1 to

June 30 in 2016 and their attending nurses. This study collected lists of

the patients, initial nursing assessment records, and data of the nurses

through CDRS (Clinical Data Retrieval System) that is a searching system

for clinical materials. This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by utilizing

SAS version 9.4 and R 2.13.0.

Result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plete nursing documentation

and incomplete nursing documentation, depending on the nurse’s clinical

career, age of the patient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research

subjects, and hospitalization course (p<.001). This study found that the

factors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completeness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Compared to a group of nurses who have worked under an

year, a group of nurses who have worked for 1 to 3 years showed 1.28

times higher completeness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and a group of

nurse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5 years showed 1.31 times higher

completeness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Compared to a group of nurses

who attended over 14 patients in charge, a group of nurses who attended

fewer than 8 patients in charge showed 2.78 higher completen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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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documentation. Also, as the patients are older, the completeness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became 1.02 times higher. When the patients

were female, the completeness became 1.85 higher than the patients were

male. Then, this study found that the completeness became significantly

lower. As educational backgrounds of the patients were getting higher, the

completeness became 0.99 times lower. When respondents were not

patients at the time of this research, the completeness became 0.83 times

lower. When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through an emergency room

rather than outpatients, the completeness became 0.78 times lower.

Conclusions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nursing documentation could be more

completed when a nurse attended the optimal number of patients with

enough clinical career as attending a patient who needs various complex

nursing, and when their conditions were more stable and more predictable.

Based on the identified research results, it could be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help various purposes to use the nursing documentation such

as constructing foundations for monitoring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developing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by

each career in order to enhance completeness of the nursing documentation,

and improving nurs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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