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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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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부족한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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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홍상범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은영 교

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허진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주제 선정을 가능하게 해 주고 전문가 집단으로 신속대응팀 발전을 위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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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사과정 동안 그리고 논문을 쓰는 동안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나온 이 과정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에 좋은 양

분으로 쓰여 질 것임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임상에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

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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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

    신속대응팀은 일반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악화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중

재를 제공하여 비계획적 중환자실 입실, 심정지 및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을 감

소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전문의료지원팀이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간호사가 팀

의 리더가 되어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할 때 병동 의료진의 호출을 일차적으로 받으

며,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팀을 말한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전문 영역

으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바람직한 실무 수준을 제시하고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서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고,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

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근거에 기반한 직

무표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고 직무표준을 개발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시하고 직무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ᆞ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을 운영하는 기관의 벤치마킹, 신속대응팀 간호사 중 팀리더 간호사 개인면담을 통

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업무활동을 

토대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을 개발하였고,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전국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62명을 대상

으로 실무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은 9개의 영역에서 56개의 업무활동으 

로 파악되었다. 9개의 영역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업무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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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9개의 핵심역량으로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윤

리적 의사결정, 연구, 근거기반실무 및 리더쉽이다.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9개 표준(안), 16개의 기준(안)과 55개  

   의 지표(안)으로 구성되었다.  

3.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의 실무적합성 검증결과 모  

   든 항목의 실무적합성이 90% 이상이었다. 

4. 최종 9개 표준, 16개 기준, 55개의 지표로 구성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의 직무표준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업무를 규명

하여 직무표준을 개발한 선행연구와 달리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는 기관의 벤치마킹, 국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개인면담을 통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과 핵심역량을 확인하여 근거에 기반한 직

무표준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은 현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동 할 신속대응팀 간호사

가 병동 악화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 업무지침서로 활용되고, 바람직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의 수준을 확보하고 간호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향후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의 간호 민감성 성과(nursing sensitive outcome)를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본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 직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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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 RRT)은 일반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악화상태

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중재를 제공하여 비계획적 중환자실 입실, 심정지 및 사망

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전문의료지원팀으로(Devita et 

al., 2006),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nurse-led RRT)은 간호사가 팀의 리더가 되어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할 때 병동 의료진의 호출을 일차적으로 받으며,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팀을 말한다(Devita et al., 2017; Jenkins & Lindsey, 2010; Repasky & 

Pfeil, 2005).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팀의 리더로서 환자에게 전문적 임상

실무를 제공하고, 환자와 병동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며, 구

조실패 사례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과 질향상 활동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Alberto et al., 2014; 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국외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운영 결과 병원 내 심정지 

감소(Bader et al., 2009; Benson et al., 2008; Bertaut, Campbell, & Goodlett, 

2008; Chan et al., 2008; Hatler et al., 2009; Jamieson, Ferrell, & Rutledge, 

2008; Jolley, Bendyk, Holaday, Lombardozzi, & Harmon, 2007; Jones, Bleyer, 

& Petree, 2010; McFarlan & Hensley, 2007; Metcalf, Scott, Ridgway, & 

Gibson, 2008; Morse, Warshawsky, Moore, & Pecora, 2006; Scott & Elliott, 

2009; Sonday, Grecsek, & Casino, 2010; Thomas, VanOyen Force, 

Rasmussen, Dodd, & Whildin, 2007), 비계획적 중환자실 전동 감소(Bader et al., 

2009; Benson et al., 2008; Bertaut et al., 2008; Hatler et al., 2009; Jamieson 

et al., 2008; Jolley et al., 2007; McFarlan & Hensley, 2007; Metcalf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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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Morse et al., 2006; Sonday et al., 2010; Thomas et al., 2007), 병원 내 

사망률 감소(Bader et al., 2009; Benson et al., 2008; Bertaut et al., 2008; 

Jamieson et al., 2008; Jolley et al., 2007; Mailey et al., 2006; McFarlan & 

Hensley, 2007; Morse et al., 2006; Priestley et al., 2004), 재원기간의 감소

(Mailey et al., 2006; Metcalf et al., 2008) 및 병동 의료진의 만족도증가(Benson 

et al., 2008; Bertaut et al., 2008; Hatler et al., 2009; Jamieson et al., 2008; 

McFarlan & Hensley, 2007; Metcalf et al., 2008; Morse et al., 2006; Sonday 

et al., 2010; Thomas et al., 2007)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 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ic of Medicine, NAM)에서 다룬‘To Error 

is Human’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 오류로 인한 치명적 사건으로 사망한 환

자 수는 연간 44,000명에서 98,000명으로 이 중 예방 가능한 사건은 80%를 차지한

다고 하였다(Kohn, Corrigan, & Donaldson, 1999).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치명적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10만명 살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미국 전역의 병원에 신속대응팀 도입을 적극 권장하였다(Institute for 

Health Care Improvement, 2004). 특히 심정지 환자의 85% 이상이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기 6~24시간 전에 비정상적인 활력징후가 선행된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조기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병동에서 발생하는 구조실패(failure to rescue)의 문

제점이 드러나면서 신속대응팀의 도입이 더욱 강조되었다(Devita et al., 2004; 

Devita et al.,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대응팀은 2008년도 서울의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와 임

상 전문간호사로 구성된 팀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 전국 23개의 의료기관에서 신

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Lee & Choi, 2014).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환자안전수가 중 하나로 신속대응팀 수가를 개발하고 2022년 까지 신속대

응시스템 시범사업을 공고하였다(보건복지부, 제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8).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신속대응팀 시범사업은 신속대응팀의 구성인력과 장비를 

토대로 1.2.3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보험수가를 산정하였다. 1.2.3군의 필수조



- 3 -

건은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의 배치 유무로 1군은 전담의사와 전담간호사, 2.3군은 

전담간호사만 있는 경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223호, 2019). 따라서 

추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

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와 달리 신속대응팀 모델에 따른 효과 평가가 이루어져 있

지 않은 상태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신속대응팀 표준모델을 정

립하고 수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의 역할 정립과 자격조건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과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

동은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요구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명칭도 임상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으로 통일성이 없고, 

자격기준과 직급도 다양한 실정이다. 

    직무표준은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 직무 범

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ANA,1998). 

직무표준의 부재는 타 직종간과 업무를 할 때 역할 중복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할 수 

있고, 간호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황혜영, 2009).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

응팀 간호사의 성과를 입증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 수준으로 제도적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한 일반간호사의 직무와 구별되는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바람직한 실무 수준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의 업무활동 규명을 통한 직무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직무표준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시하고, 향후 실무적용과 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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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한다.  

둘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한다. 

C. 용어정의

1)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신속대응팀은 병동 환자의 악화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여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팀으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란, 신속대응팀 간

호사가 병동 의료진의 호출을 일차적으로 받고 중재를 제공하는 팀을 말한다(Devita 

et al., 2006; Devita et al., 201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속대응팀 시범수가 사업

에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인력기준은 신속대응팀 업무를 전담으로 하며 ①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② 응급실 또는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로 명기하였다(보건복지부, 2019-223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스크리닝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환자를 모니터링 하여 악화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를 제공하며, 또한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호출을 하면 일차적으로 이에 응하고 중재를 제공하는 팀을 말한다.    

2) 직무표준

직무표준은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 직무 

범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직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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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위 있는 진술문이다(ANA,1998; Gomez, Castner, & Hain, 2017). 본 연구에

서는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간호실무 핵심역량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하고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와 핵심역량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한국간

호평가원(2005)이 제시한 한국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및 대한간호협회(2012)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와 표준 내용을 통합하여 도출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간호사의 9개 핵심역량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윤리적 의사결

정, 연구, 근거기반실무와 리더쉽에 근거한 직무에 대한 진술문을 의미한다. 

3) 기준 

기준은 표준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직무표준의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

하고 측정 가능한 요소로서의 행위를 말한다(ANA, 1998).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4) 지표 

지표는 특정 기준의 성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관찰 또는 측

정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로(김인숙, 2003),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수행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직무 기준의 하위항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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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할 때는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여 명확한 정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대한간호협회, 2003; 박영애, 2006).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무표준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

사의 역할과 업무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급성 악화

환자에서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활동을 살펴보고, 직무표준

의 기준인 역량표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A. 급성악화 환자와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활동 

최근 인구의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 및 복합적인 질환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

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실 병상의 제한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 악화상태를 보여 심정

지, 예기치 못한 중환자실 입실,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adverse events)

을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Devita, et al., 2006; Jones, DeVita, & 

Bellomo, 2011). 많은 연구에서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심폐소생술, 비계획적 중

환자실 입실, 병원 내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6-24시간 전 비정상적

인 활력징후의 변화가 선행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악화환자의 조기 발견과 중재가 강조되고 있다(Harrison, Jacques, McLaws, 

& Kilborn, 2006; Hillman et al., 2002). 

신속대응팀은 악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심정지, 예기치 못한 중환

자실 입실,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1990년대 호주, 미

국 등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팀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판단하는 호출기

준(calling criteria)에 따라 병동 환자를 방문하고 적절한 중재를 수행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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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기준은 호흡수가 5회/분 미만 또는 36회/분 초과인 경우, 심박동수가 40회/분 미

만 또는 140회/분 초과인 경우, 수축기압이 90 mmHg 미만인 경우와 갑작스러운 의

식 변화가 있을 때이다(Devita et al., 2006). 

신속대응팀 구성원은 의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호흡치료사 등으로 다양하며, 신

속대응팀의 구성원과 모델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과 팀의 목표, 환자의 중증도, 해

당 기관의 제도적 자원 및 조직문화에 영향을 받는다((DeVita et al., 2007; Devita 

et al., 2017; Jones et al., 2011). 신속대응팀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신속대응팀 

모델이 결정되는데 국외에서는 의사가 리더인 신속대응팀 모델은 Medical 

emergency team으로, 간호사가 리더인 모델은 RRT 또는 critical care outreach 

team으로 알려져 있다(Devita  et al., 2006; Devital et al., 2017). 의사 주도 신

속대응팀은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치료와 중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one-stop shopping' 또는 "lamp down"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Devita 등

(2017)은 의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하여 신속대응팀을 호출해야 할 경우 병동 간호사는 의

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출이 지연되어 중재가 늦어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Devita et al., 2017).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간

호사가 리더가 되는 팀으로 "ramp up" 팀이라 부른다(Devita et al., 2017; Scherr, 

Wilson, Wagner, & Haughian, 201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환자의 요구에 대

한 신속한 평가를 시행하고, 악화환자의 상태를 안정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중환자실 치료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의사에게 협업을 요청하는 등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의 활용을 통해 병실

에서 신속한 ICU 수준의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Devita et al., 

2017).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병동 간호사들이 의사 주도 신속대응팀 보다 간호 

동료로부터 환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병동 악화가 

발생 한 경우 조기에 호출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Matthew, 2010). 또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들에게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권을 인정함으로

써 병원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Jenkins & Lindsey, 2010). 의사주도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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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운영결과를 비교한 Daniele 등(2011)의 체계적 문헌고찰연

구에서는 신속대응팀 모델에 따른 환자의 예후는 차이가 없으며, 간호사 주도 신속대

응팀 모델은 의사 주도 신속대응팀 모델에 비해 비용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Daniele, 

Bova, LeGar, Smith, & Shortridge-Baggett, 2011). 또한 Devita 등 (2017)은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특히 의사가 부족한 보건의료환경에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

였다(Devita et al., 2017). 

   최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의사인력 감소 등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반병동에서 악화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중재가 지연되어 사망률이 증가하

는 등의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hmed et al., 2014). 영국의 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의료계

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예후 및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 전문직

종간의 care model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그 일환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과 역할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NHS England, 2010). 이러한 보

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신속대응팀의 리더로서 전문간호사가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비용효과적, 환자예후 향상, 환자 및 의료진 접근 용이성 등의 긍정

적인 결과로 인하여, 신속대응팀의 리더가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인 신속대응팀 모

델이 증가하고 있다(NHS England, 2014).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이 기

존 100시간 이상에서 4주 평균 80 시간으로 감소되면서 현재 국내 병원에서의 의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이승홍, 2016). 따라서 국내에서도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모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외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간호

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 실무자로서 병동 악화환자를 사정하고 사

정한 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하여 감별진단과 간호진단을 내린다(Arashin, 2010; 

Chaboyer, Foster, Foster, & Kendall, 2004; Kapu et al., 2014; Morse et al., 

2006). 또한 급성 악화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요구가 반영된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환

자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간호중재와 치료를 수행한다(Albert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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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shin, 2010; Chaboyer et al., 2004). 중재와 관련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살펴보면, 간호사 주도 신소대응팀 간호사는 응급기도관리, 산소

요법, 중환자실 퇴실환자관리, 각종 검사와 처치, 처방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임종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치료계획을 상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Alberto et al., 2014;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교육측면에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질병과 

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Alberto et al., 2014;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병동 간호사에게는 환자의 악화상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한다(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Schatz, & Francis, 2014; Pedersen et al., 2016; Repasky & Pfeil, 2005; 

Sonday et al., 2010). 옹호자로서 응급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수행하고 환자

의 희망, 권리 및 존엄성을 보장한다(Arashin, 2010).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

고 환자와 가족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Arashin, 2010; Bouley, 2011; Chaboyer et al., 2004). 또한 의사를 비롯한 다

른팀 구성원과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며(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Bouley, 2011; 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et al., 2014; Priestley et al., 2004; Scott & Elliott, 2009; 

Smith & McSweeney, 2017; Sonday et al., 2010), 병동 의료진이 악화환자 치료

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한다(Chaboyer et al., 2004; 

Endacott & Chaboyer, 2006; Mitchell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Repasky & Pfeil, 2005).  연구자로서 간호사 주도 연구 또는 협동적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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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Endacott & Chaboyer, 2006;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임상실무에서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한다(Benson et al., 2008). 상담가로서 환자나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여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Eliott, 

Chaboyer, Ernest, Doric, & Endacott, 2012). 리더쉽과 관련하여 간호사 주도 신

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중재의 질 및 상급간호실

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더로서 질향상 활동을 수행하고(Guirgis et al., 2013; 

Jenkins & Lindsey, 2010; Mitchell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여한다(Jenkins & Lindsey, 2010; Pedersen et 

al., 2016). 또한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 할 경우 환경을 평가하고 가용 자원을 활용

하여 응급상황에서 치료와 중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Chaboyer et al., 2004).  

   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결과 환자의 치명적 사건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Bader et al., 2009; Benson et al., 2008; 

Bertaut, Campbell, & Goodlett, 2008; Chan et al., 2008; Hatler et al., 2009; 

Jamieson, Ferrell, & Rutledge, 2008; Jolley, Bendyk, Holaday, Lombardozzi, 

& Harmon, 2007; Jones, Bleyer, & Petree, 2010; McFarlan & Hensley, 2007; 

Metcalf, Scott, Ridgway, & Gibson, 2008; Morse, Warshawsky, Moore, & 

Pecora, 2006; Scott & Elliott, 2009; Sonday, Grecsek, & Casino, 2010; 

Thomas, VanOyen Force, Rasmussen, Dodd, & Whildin, 2007). Chan 등

(2008)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 결과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이 0.76배 감소

함을 보고하였고(Chan et al., 2010), Bader 등 (2008)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도입효과에 대한 전향적 전후비교연구에서는 비계획적 병원 내 사망률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도입 전보다 35%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before 61% vs. after 26%, 

p<0.005)(Bader et al., 2009). 또한 Priestley 등 (2004)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운영 결과 병원 내 사망률이 0. 52배 감소함을 보고하였다(Priestley et al., 

2004).  Sonday 등(2010)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효과를 1년차와 2년차 두 

기간으로 나누어 비계획적 중환자실 전동률을 비교한 결과, 1년차에 비해 2년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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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중환자실 전동은 8.6% 감소함을 보고하였다(Sonday, Grecsek, & Casino, 

2010). Benson 등(2008)과 Sonday 등(2010)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 전

후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병동의료진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Benson et 

al., 2008; Sonday et al., 2010). 또한 Bellomo 등(2003)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간호사는 병동 간호사의 악화환자와 관련된 지속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병동 간

호사들이 악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신속대응팀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고 하였다(Bellomo et al., 2003), 

   Devita 등(2017)의 저서인 ‘Textbook of Rapid Response Systems’ 에서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의 정책과 시스

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과 의사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또한 환자안전에 대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예로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병동 악화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

지 않도록, 의사와 먼저 상의하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병동의료진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호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병동의료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명령 프로

세스(chain of command process)와 의사결정 알고리듬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또는 2차 병원에서는 신속대응팀의 구성원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의사가 부족하여 병동악화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 곁에 올 수 없는 경우,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확립된 명령프로세스에 따라 병실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환자실 의사 또는 응급실 의사 등의 

의사와 협업할 수 있는 프로토콜 또는 알고리듬이 구축되어야 한다(Devita et al., 

2017). 

국내의 경우 신속대응팀은 2008년도 서울의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와 임상 

전문간호사로 구성된 팀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 전국의 2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산되어 수행되고 있다(Lee & Choi, 2014).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의거하여 제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8-2022)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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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 할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신속대응팀 시범사업 

시작을 공고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223호, 2019).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속대응팀 시범사업에는 반드시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와 악화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전산스크리닝 시스템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전산스크리닝 시스템이란 

비정상적인 활력징후와 검사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하여 악화 고위험 환자를 확인

하고 선제적인 중재를 제공한다. 이는 국외의 신속대응팀과 차이가 있는 업무활동으

로 국외의 신속대응팀의 경우 악화가 예상되는 환자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신속대응

팀을 호출기준이 있어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하여 신속대응팀 호출기준에 부합하면 병

동 의료진이 무조건(mandatory)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Huh et al., 2014). 그러나 국내의 경우 보건의료환경과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

해 현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19개의 전국 병원에서는 전산스크리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의 보건의료환경에 따라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의 직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 개발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

무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현재 국내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원 요구에 따라 임상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로 

명명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역할에 차이가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규명과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직무표준의 부재는 

타 직종과 업무를 수행할 때 역할이 중복되거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오복자 et 

al., 2006).  Quick 등(2015)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하고 

임상에서 실행할 때 역할에 대한 정의, 직무기술 및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이 개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Quick, Hall, & Jones, 2015).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전문 영역으로 바람직한 실무 수준

을 제시하고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주

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고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의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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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무표준

   간호의 전문화로 인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직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전

문 분야의 특성에 알맞은 일정하고 객관적인 직무표준이 요구되고 있다(변순자, 김희

경, 김애리, 하희선, & 전경옥., 2003). 직무표준은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하여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 직무 범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무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ANA, 1998). 이는 실무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적 수준 또는 목표를 나타내는 표준과 표준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ANA, 1998). 직무표준을 설

정 할 때에는 각 나라마다 의료환경이 다르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한 직

무표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간호 전문직과 일치하는 가치, 지식, 기술과 태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대한간호협회, 2003). 따라서 신속대응팀 간호사를 전문 

간호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 간호분야와 차별화된 직무와 이러한 직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과 표준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1987년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상급 간호실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어 1992년 전문간호사는 광범위한 간호대상자를 일반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간호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간호사라고 정의하면서, 전문간호의 기준과 이

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실무 및 규정을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2009).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각국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표준간호실무(standard of care)를 개발하여 간호실무의 영역과 인증된 실무표준에 

맞추어 간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간호협의회와 각국 간호협회에서는 지난 

세기 동안 간호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역량표준화

(competency standards)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Australian Nursing & 

Midwifery Council, 2006). 역량(competency)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에서 바

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찰 가능한 지식,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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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말한다(Benner, 1982). 직무와 관련하여 역량은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행동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며, 조직의 성과 기준에 연계하여 

측정할 수 있다(Moore, Cheng, & Dainty, 2002). 따라서 역량은 특정 직무와 역할

을 수행하는 동안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전문 표준으로 정의되며, 직무표

준의 기준으로 사용된다(O'connell, Gardner, & Coyer, 2014). Baldwin 등(2007)

은 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은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ldwin et al., 2007). 핵심역량은 여러 역량요소들 가운데 성과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량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지표를 

기준으로 직무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Gardner, Carryer, Gardner, & 

Dunn, 2006; 김금순, 강소영, 이영희, & 임경춘, 2014). 

Finnell 등(2015)은 특정 전문간호사의 분야에서의 실무지침을 개발하는데 가이

드를 제시하면서 전문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 할 때 간호전문직 단체가 제시한 실

무 표준, 범위, 간호윤리강령 등을 직무표준 내용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Finnell, 

Thomas, Nehring, McLoughlin, & Bickford, 2015). 국가 또는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전문직 간호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항목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국간

호협회(ANA, 2010)에서는 미국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간호실무 표준과 

전문직 성과표준으로 나누어 간호표준을 개발하였다. 간호업무 표준에는 사정, 진단, 

결과확인, 계획, 수행, 평가를 포함하였고, 전문직 성과표준으로는 간호의 질, 수행평

가, 교육, 리더쉽, 윤리, 다학제적 협력, 근거기반실무, 연구수행의 8개의 표준을 포함

하였다. Campo 등(2016)은 미국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할 때 미국간호

협회가 제시한 표준 치침, 미국전문간호사의 범위와 실무표준, 응급상황에서 전문간호

사의 핵심역량 및 응급간호사 협회 윤리 등의 지침을 활용하여 응급전문간호사의 자

격과 역할을 정의하고 응급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을 역량표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실무표준으로는 사정, 감별진단, 의사결정, 치료/중재와 전

문직 성과표준으로는 기록, 협동, 옹호(patient advocate responsibilities), 실무근거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임상가, 멘토, 교육자, 연구자, 리더쉽, 다학제 간 팀구성원, 

상담자를 미국응급전문간호사의 기타역할로 제시하였다(Camp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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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 간호협회는 두 나라의 공통적인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실무의 표

준화를 위하여 두 나라의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한 역량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실무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고찰과 두 나라의 간호 

관련 정책과 기준 및 심층면담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간호사의 핵심 업무를 규명하여 

일반표준과 실무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3가지 전문간호사의 역량표준인 역동적인 

실무(Dynamic practice), 실무를 통한 전문적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whereby practice), 임상적 리더쉽(clinical leadership)를 개발하고 정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3가지 역량표준을 기틀로 하여 각각의 표준에 따른 활동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였다(Gardner, Carryer, Gardner, & Dunn, 2006). 이 실무표준은 호주의 상

담전문간호사의 실무표준 개발에 활용되었다(Fry et al., 2013).

 한국간호평가원(2005)은 한국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

공, 교육, 상담, 연구, 리더쉽, 자문 및 협동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수집, 임상

의사결정(진단, 계획, 평가), 치료적 중재, 응급상황 관리, 교육과 상담, 환경과 자원

관리, 전문직 발전참여, 조정, 협동, 연구의 11가지 일(직무, roles)과 43개의 일의 

요소를 제시하였다(한국간호평가원, 2005).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박영

애(2007)는 신생아 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하였고(박영애, 2007), 황혜영

(2009)은 보험심사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을(황혜영, 2009), 유명란(2013)등은 사단

의무근무대 간호장교 직무표준을 개발하였다(유명란 등, 2013). 그러나 김금순 등

(2013)은 한국간호평가원이 제시한 한국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은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이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직무와 일치하

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직무표준을 개발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핵심역량은 직무수행

과 다른 개념이므로 각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금순 등, 2013). 

한편, 미국 의학한림원(2007)에서는 다학제간 팀원으로서 21세기 보건의료 전문

직이 갖추어야 할 5개의 핵심역량인 환자중심간호, 다학제간 팀에서 일하기, 근거중

심실무 활용, 질 개선 적용, 정보학 활용을 제시하였다(Knebel & Greiner, 2003). 

환자중심간호는 환자의 차이, 가치, 선호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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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권을 주며,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

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학제간 팀에서 일하기 역량은 팀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으로 협업하며 치료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거중

심 실무활용 역량은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상의 근거 수준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과 가능한 범위 내에

서 근거기반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한다(Knebel & Greiner, 2003). 질 향상 적

용역량은 진료 중의 오류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표준화, 단순화와 같은 기본 안전 

설계 원칙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활용 역량은 정

보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지식관리, 오류를 완화하는데 힘쓰고 의사결정 지원정보 

기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Knebel & Greiner, 2003). 

Hamric 등(2013)의 전문간호사 핵심역량 모델은 전문간호사 역할 규명 또는 직

무표준에 널리 활용되는 모델로(Hamric, Hanson, Tracy, & O'Grady, 2013), 

Knowles 등(2000)은 종양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한 개념적 기틀로서 

Hamric의 모델을 사용하였고(Knowles, Kearney, & Webb, 2000), Cambitzi 

(1996)는 통증관리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직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이 

모델을 사용하였다(Cambitzi, 1996), Hamric(2013)이 제시한 7가지 전문간호사 핵

심역량은 직접임상실무, 가이드와 코칭, 자문, 근거기반실무, 협동, 리더쉽 및 윤리적 

의사결정으로 각 핵심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Hamric 등

(2013)이 제시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은 미국 의학한림원(2007)에서 제시

한 21세기 보건의료전문직이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또한 변화될 수 있으

며, 이에 실무표준은 발전하는 보건의료과 간호실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토되고 필

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된다(Finnell et al., 2015).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국내에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전문영역으로서 직무표준을 개발 할 때 국내의 보건

의료환경과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실무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할 

때 이론적 기틀로 널리 활용되며 핵심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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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ric 등(2013)의 전문간호실무 핵심역량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하고.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와 핵심역량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내용을 통합하여 간호

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표준으로 하였다. 

Hamric 등(2013)의 전문간호실무 역량모델은 기본기준과 7가지 핵심역량을 통

합한 개념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간호사는 일반간호사 및 타직종과 차별화 되는 역할을 가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문간호실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문간호실무 역량은 환경,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전문간호실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 맥락적 요인이 관리되어야 한다(Hamric et al., 2013). Hamric 등

(2013)이 제시한 핵심역량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전문적 간호실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 간호실무역량을 제외한 핵심역량을 수정, 

보완하였다. 처음 개발된 Hamric 등(1996)의 모델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직접임상

실무, 자문, 교육 및 상담, 연구, 리더쉽으로 6개의 영역이었으나 2013년 개정된 모

델에서는 연구역량을 삭제하고 근거기반실무와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추가하여 직

접임상실무, 자문, 교육 및 상담, 협동, 리더쉽, 근거기반실무, 윤리적 의사결정의 7가

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Hamric et al., 2013). 직접임상실무역량은 다른 핵심역량

을 실현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역량으로 Hamric 등(2013)은 전

문간호사에게 있어 전문가적 실무제공은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직, 간전간호를 

제공하는 직접간호실무로서 다른 핵심역량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역량이라고 하였다. Hamric 등(2013)은 직접 임상 실무역량를 전문적 임상실무 제

공, 환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 실무에 대한 평가, 건강과 질병치료의 다양한 접근방법 

사용의 6가지 특징으로 개념화 하여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영역에 대한 제시

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간호협회(2012)에서 제시한 국내 전문간호사

의 직무표준 중 직접임상실무역량에 해당하는 전문적 간호실무 영역의 사정, 진단, 계

획, 중재, 평가(김금순, 2012)를 직접임상실무 역량의 세부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국

내 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임상실무를 전문적 간호실

무로 명명하였다. 사정은 포괄적인 건강력 수집을 통해 환자의 요구 및 문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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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진단은 사정된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계획은 

진단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참여시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관

리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행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 기준

과 실무기준에 맞는 절차범위, 치료, 중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는 수행결과

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대한간호협회, 

201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선제적 간호회진 및 상급신체검진을 포함

하는 포괄적 자료수집을 통해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고, 사정된 내용을 통

합하여 유사한 임상증상과 관련하여 감별진단을 수행하고 간호진단을 내린다. 또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중재를 수행하며, 중재 후 악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변경하거나 종료한다(Guirgis et al., 2017; Jenkins 

& Lindsey, 2010).  이와 같이 환자에게 전문적 간호실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한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가 코칭 및 가이드 역량은 교육과 상담역량으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교육을 수행하고 대상자의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

기 위하여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Hamric et al., 2013). 

교육역량에는 교육을 대상자에게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대상자의 교육요구도 사

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다(Hamric et al., 201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

고 악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병동간호사의 교육요구를 사정하여 병동환자의 악화 

상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한다(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Schatz, & Francis, 2014; Pedersen et al., 2016; Repasky & 

Pfeil, 2005; Sonday et al., 2010). Jenkins와 Lindsey (2010)는 병동 악화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한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한 일환으로 간호사 주도 신

속대응팀 간호사의 교육역량을 강조하였다(Jenkins & Lindsey, 2010). Eliot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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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

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며 상담을 위한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Eliott, Chaboyer, Ernest, 

Doric, & Endacott, 2012). 

자문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건강관리팀의 질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다(Hamric et al., 

201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의료진이 악화환자를 치료할 경우 

필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한다(Chaboyer et al., 2004; 

Endacott & Chaboyer, 2006; Mitchell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Repasky & Pfeil, 2005). 또한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하여 진전된 치료가 필요할 경

우 다른 전문가팀(예: 중환자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한다(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자문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Priestley et al,. 2004).

Hamric 등(2013)은 리더쉽 역량을 변화촉진, 멘토링, 정치적 활동의 세 가지로 

개념화 하여 설명하였다. 변화촉진역량은 실무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

으로 정의하며, 질향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결과를 평가와 시스템을 평

가하고 재사정하여 필요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멘토링은 동료의 

안녕과 자아실현 및 성장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멘토로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역할모델로서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vism)은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고 실무 및 간호전문직을 옹호하는 활동을 의미하

며 정책개발 참여, 전문직 단체 활동, 전문간호자 직무표준 개발 등이 포함된다. 대한

간호협회(2003)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인 리더쉽 역량은 타인에게 존중

과 자신감의 영감을 주는 태도로 리드하며,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최고의 결과를 위하여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Hamric 등(2013)이 제시하는 변화촉진, 멘토링, 정치적 활동 이외에 환경과 자원관

리 영역도 포함된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팀리더로서 병동 악화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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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할 경우 병동의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을 평가하여(자원과 기술

의 적절성, patient mix, 가용한 장비 평가 등) 치료와 중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비품 및 특수기구 점검 등의 업무활동

을 수행한다(Haboyer et al., 2004). 

협동은 의사, 가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Hamric et al, 2013). Arahin 

(2010)은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 협동을 제시하였는데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다른 팀 구성원과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하며 협동하고, 치료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병동 의료진과 상의

하며(Benson et al., 2008), 다른 팀 구성원의 역할을 존중한다(Arashin, 2010).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은 정보에 근거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환자 치료에 대

하여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하는 것으로(Hamric et al, 

201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 및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

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정

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Arashin, 2010; Bouley, 

2011; Chaboyer et al., 2004). 또한 응급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수행하고 환

자의 희망, 권리 및 존엄성을 보장한다(Arashin, 2010).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 역

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핵심역량임

을 알 수 있다. 

근거중심 실무 역량은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최상의 근거 수준의 연

구와 임상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Hamric et al., 201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중재를 선택한다. 또한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Benson et al., 2008). 그 예로 패혈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지침을 활용하여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Guirgis et al., 2017). 따라서 근거중심 실무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

응팀 간호사가 전문적 간호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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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은 연구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결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공

동연구 또는 독자적 연구수행, 연구결과 발표 등이 포함된다. 현재 Hamric 등(2013)

이 제시한 핵심역량 모델에는 연구역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

르면 국외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의 활동 결과 원내 심폐소생술이 감

소하고 사망률의 감소를 보고하였다(Maharij et al., 2015). 국내의 경우 Choi 등

(2016)은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의 중환자실 퇴실 환자 관리가 중환자실 재입실률과 

병원 내 사망률의 감소를 보고하였고(Choi et al., 2016), Huh 등(2014)은 스크리

닝 시스템을 통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악화환자의 조기인지와 중재는 중환자실 재입

실률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uh et al., 2014). 이처럼 전문간호 영역으

로서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이

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직무표준은 역량표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역량표준을 선

정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보건의료환경과 변화하는 간호사의 역량을 잘 반영해야 

하고 간호전문직의 범위와 간호전문직의 가치, 태도, 기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이며 또한 신속대응팀 간호사로서의 전문영역, 즉 핵심역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직무표준의 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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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문간호사 핵심역량 문헌고찰 

저자(년도) 전문간호사 핵심역량

미국간호협회 (2010)

간호실무(사정, 진단, 결과확인, 계획, 수행, 평가)

전문적 수행(윤리, 간호의질, 수행성과, 교육, 근거기

반 실무, 협동, 연구, 자원활용)

호주와 뉴질랜드 간호협회

(2006)
역동적인 실무, 전문적 효능감, 임상적 리더쉽

미국 의학한림원(2007)
환자중심간호, 다학제간 팀에서 일하기, 

근거중심실무 활용, 질향상 적용, 정보학 활용

한국간호평가원(2005) 간호실무, 교육, 상담, 연구, 리더쉽, 자문, 협동

Hamric 등(2013)
직접임상실무, 가이드와 코칭, 자문, 근거기반

실무, 협동, 리더쉽, 윤리적 의사결정 



- 23 -

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의 개발 또는 역할을 규명할 때에 이론적 기틀로 

널리 활용되는 모델인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간호실무 핵심역량 모델<그림 

1>을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하고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와 핵심

역량에 대한 문헌고찰과 한국간호평가원(2005)이 제시한 한국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및 대한간호협회(2012)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와 표준 내용을 통합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Hamric 등(2013)은 직접임상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윤리적 의사결정, 근

거기반실무, 리더쉽 역량을 전문간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헌고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Hamric 등(2013)의 전문간호실

무 핵심역량 모델에는 직접 임상 실무역량를 전문적 임상실무 제공, 환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 실무에 대한 평가, 건강과 질병치료의 다양한 접근방법 사용의 6가지 특

징으로 개념화 하여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영역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간호협회(2012)에서 제시한 국내 전문간호사의 직무표

준 중 직접임상실무역량에 해당하는 전문적 간호실무 영역의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를 직접임상실무 역량의 세부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국내 전문간호사의 직무표준

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임상실무를 전문적 간호실무로 명명하였다. 앞서 문

헌고찰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 전문간호 영역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역량은 간호사 주

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Hamric 등(2013)이 

제시한 핵심역량 모델에는 연구역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연구역량을 추가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2>와 같다.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적 간호실무 핵심역량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

담, 자문, 협동,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기반실무, 리더쉽 역량에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

된 연구역량을 통합하여 최종 9개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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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mric’s model of advance practice nursing (2013)

<그림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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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의 규명을 통하여 직무표준

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B. 연구 절차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은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제시한 전

문간호사 직무표준개발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하였다(대한간호협회, 2003).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은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 간호사의 역할과 직무활동을 규명하는 명확한 정의를 진술하여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직무 경험과 전망을 통합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지니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성취 가능하고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간호표준 개발 기본원리에 

따른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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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연구절차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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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직무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해야 한다(대한간호협회, 2003). 그러나 현재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규

명과 직무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

사의 역할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헌,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및 국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의 확인을 통해 업무활

동을 확인하고, 확인 된 업무활동 중 공통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

여 최종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1 문헌을 통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과 직무를 규명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며 문헌검색을 수행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하여 사용

한 전자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ochrane library, Cummulal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Google scholar, KoreaMed 및 

RISS 이었다. 회색문헌으로는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ProQuest Dissertation & Theses Global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였고, 추가

적으로 참고문헌과 관련된 리스트를 확인하여 수기로 검색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한

간호협회, 미국간호협회, 영국간호협회, 호주 간호협회 사이트, 기타 간호전문가 협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 주제어로는 ‘rapid response team’, 

‘medical emergency team’, ‘critical outreach’, ‘advanced nursing practice’, 

‘nurse specialist’,‘nursing standards’및 ‘competency’로 전자데이터베이스 

특성에 적합한 연산자를 사용하였고, PubMed 전자데이터베이스의 경우 MeSH term

을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부록 1-1, 1-2>. 출판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

하였고, 출판 년도는 신속대응팀이 처음 소개된 년도인 1990년 1월 1일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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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28일로 설정하였다. 포함 문헌의 종류는 원저(질적과 양적연구 모두 포함)

뿐만 아니라, 체계적 문헌고찰, 서술연구, 책(book chapter), 사설(editorial)도 포함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따라 분석을 위한 문헌은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

량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고, 역할과 직무, 책임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활동을 확인할 수 없거나 특정 중재의 효과만을 기술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구체적 문헌 선정과정은 <부록 2>과 같다. 

1.2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 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국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

활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가 있는 19

개의 병원 팀리더 간호사에게 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병원의 문서

화된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고 메일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7개의 병원에서 메일에 회신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15일에서 11월 30일까지였다.

국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호사 주도

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12개의 국외병원의 신속대응팀 간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직무기술서 또는 역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7

병원에서 메일에 회신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2월 1일에서 12월 30일까

지였다. 

수집된 각 병원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내용은 공통적인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통합하였고, 통합한 내용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9개 핵심역량 영역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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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국내에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문헌은 없는 상태

로 직무분석 방법 중 최초분석법인 면접법을 사용하여 직무분석을 수행하였다. 면접

법은 해당직무에 대해 고도의 숙련 기술을 가진 직무담당자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

법(임승빈, 2002)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개인을 추출하는 의도적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개인면담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신속대응팀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한지 3년 이상의 각 병원의 팀리더 간호사로 하였

다.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최종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면담 수행 전 연구의 목적, 절차, 개인면담의 주요 질문내용, 자

료수집방법(기록, 녹취), 자료분석 후 이용계획, 자료보관 계획, 연구 참여 위험성 및 

보상 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30일까지였다. 연구 자료는 직접 면

담을 통해 수집되었고 면담 시작 시 연구자 본인이 왜 이 연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였다. 개인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자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기 위하여 질문할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면담

을 수행하였다. 면담의 첫 질문은 “신속대응팀 간호사로서 주로 해 온 간호활동이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며 참여

자의 언어와 표현 그대로를 경청하였다.  부수적인 질문은 “실제 수행하고 있지는 않

으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등 이었다. 면담장

소는 참여자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병원 회

의실 등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하였고 최대한 편하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애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며 면담 내용을 간단히 기

록하고 동시에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1회의 개인면담으로 이루어 졌으며 면

담시간은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

오지 않고 참여자의 경험이 충분히 표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하였고, 면

담종료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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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주제나 반복되는 패턴

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분류과정을 통해 텍스트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귀납적 

분석방법이다(Hsieh & Shannon, 2005). 이 방법은 많은 양의 자료를 분명한 연구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를 도출하는 것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문헌이나 기존 이론이 부족할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

이다(Hsieh & Shannon, 2005; Sandlowski, 2000). 현재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

응팀 간호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상태이므로 내용분석방법은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내용분석을 위하여 연구자는 

개인면담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였고, 분석은 이론이나 사전지식, 선입

견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 주어진 필사 자료에 근거하였다. 구체적인 질적 내용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에 대한 내용 범주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사정, 진단, 계획, 수

행, 평가를 포함한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연구, 근거기반실

무, 윤리적 의사결정, 리더쉽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2) 범주별 개방형 질문에 답한 대상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분

석 단위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와의 직무와 업무활동에 대한 내용

만을 선별하여 코딩 작업을 하였다. 

3) 의미 있는 표현 중에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주제를 확인하였다. 

4) 공통된 주제가 참여자들 진술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가를 빈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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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 

2.1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개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1단계에서 규명된 간호사 주

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간호사의 9개 핵심 역량표준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연구, 근

거기반실무, 윤리적 의사결정 및 리더쉽을 근거로 하여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으로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준(안)은 1단계에서 규명된 간호

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9개 핵심적 

역량표준을 근거로 하여 직무에 대한 진술문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후 개발된 직무표

준(안)에 대해 각각 영역에 대하여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기

준(안)을 개발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한 기준(안)에 대하여 달성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2.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검증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패

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

을 도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연구기법으로(이종성, 2001), 선행

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정책 개발 또는 실무 지침 개발 등의 분야에서 특히 유용하다

(Mead & Monseley, 2011; Rowe & Wright, 2001).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통해 본 연구

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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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패널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Lynn, 1986),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으로 신속대응팀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본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확

인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 4인, 신속대응체계 연구회 회 회장 

1인(의사), 신속대응체계 연구회 이사 1인(전문간호사) 및 상급종합병원 신속대응팀 

전담교수 2인(의사), 총 8명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전 각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연구의 주제, 목적, 설문횟

수 및 익명성 보장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서를 받

았다. 본 연구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에 대한 정의를 제

시하고 각각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타당하다’를 

4점, 타당하다는 3점, 타당하지 않다는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1점으로 평가하도

록 하였다.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의 각 항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제

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또한 

“타당하지 않다”와 “전혀 타당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 그 대안을 기술하도록 

하였다<부록3>.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기준은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가 0.8 이상인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결정하였다(Lynn, 1986; Hasson et 

al., 2000; 이은옥, 2007). 따라서 CVI가 0.8 미만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유를  기재

하게 하였고 의견을 정리하여 문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하는데 본 연구는 2차 델파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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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기준(안), 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2차 델파이를 수행할 때에는 1차 설문을 통해 얻어진 전문가들

의 의견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전자메일 

또는 연구자가 직접 전달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8부로 응답률 100%이었

다. 자료수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었다. 

2.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실무적합성 검증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에 대해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하

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위한 대상자는 신속대응팀에서 실무를 수행하

고 있는 전국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로 전국 21개 병원 중 전담 간호사가 없는 2병

원을 제외한 총 19개 병원의 신속대응팀 전담 또는 전문 간호사 62명 전수를 대상으

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에 대한 정

의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실무적합성을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적합하

다’를 4점, ‘적합하다’ 3점, ‘적합하지 않다’는 2점, ‘전혀 적합하지 않다’ 1

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3과 4에 표기한 경우 실무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적합하지 않다’ 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기한 경우 그 사유를 기

재하도록 하였다<부록 4>.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첨부하여 배부하고 또한 이메일을 통해 회수

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62부로 응답률 100% 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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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종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확정 

실무적합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을 확정하였다. 

C.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 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S2018-1810-0001))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

명성과 기밀성을 보장함을 설명하고 서면화 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 항목의 심

리적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연구대상자의 심

리 ·사회적 불편감을 자료수집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여, 대상자가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동의서와 설문지는 별도로 수거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전용함

에 담아 관리하였고, 연구에 관련된 연구자 외에는 설문지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

다. 연구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저장하였

으며, 문서작성과 자료를 관리할 때 암호화하여 연구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였다. 

D.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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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및 국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개인면담을 통해 확인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은 

공통된 업무활동은 통합하고, 중복된 업무활동은 삭제하여 최종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제시하였다.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을 위한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 기관 벤치마킹 자료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간호사 주도 신

속 대응팀 간호사의 9개 핵심역량 영역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참여 병원

에 대한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범위로 제시하였다.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을 위한 전국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 간호사의 팀리더 간호사의 개인면담 내용은 내용분석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통된 주제가 참여자들 진술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가는 빈도

로 표시하였다. 또한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원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빈도, 범위로 제시하였다. 

4)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은 CVI로 검증하였으며, CVI 0.8이상인 경우 내용타당도

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델파이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또

한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로 제

시하였다. 

5) 실무적합성 검증은 1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2점 타당하지 않다, 3점 타당하다, 4

점 매우 타당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무 

적합성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실무적합성 점수가 3점 이상인 경

우 실무적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무적합성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

다. 또한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원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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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54개, 국내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48개, 국외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53개, 국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55개, 총 210개의 업무활동이 확인

되었다. 그 중 중복된 항목 154개를 제외하고 최종 9개 영역의 56개의 업무활동이 

확인되었다<표 2>. 56개의 업무활동 중 국외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

무활동에만 해당되는 처방에 관련한 업무활동은 현재 국내의 보건의료환경에서는 법

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실무의 적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직무표

준 개발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 문헌을 통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문헌을 검색한 결과 국외저

널 492건, 국내저널 15건, 회색문헌 108건으로 총 615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 중복문헌 59건, 제목과 초록검토를 통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직무와 

관련 없는 문헌 각각 374건과 108건, 문헌 내용 전체 검토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활동을 확인할 수 없거나 특정 중재의 효과만을 기술한 문헌 60건, 총 601건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참고문헌과 관련된 리스트를 확인하여 수기 검색5건

을 추가하여 최종 19개의 문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부록 2>.

 최종 분석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에 

대한 결과는 <부록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나라는 미국 13건(Arashin et al, 2010; 

Benson et al., 2008; Bouley et al, 2011; Chan et al., 2008; Guirgis et al, 

2013; Jenkins,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et al; 2014; Morse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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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sky et al., 2005; Scott et al, 2011; Smith et al., 2017; Sonday et al., 

2010), 영국 2건(Endacott et al., 2006; Priestley et al, 2004), 뉴질랜드 1건

(Pederson et al., 2014), 호주 2건(Chaboyer, Ernest, Doric, & Endacott, 2012; 

Eliott et al, 2012), 아르헨티나(Alberto et al., 2014)가 1건으로 다양하였다. 연구 

설계는 기술연구가 12건(Alberto et al., 2014; Arashin et al, 2010; Bouley et al, 

2011;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Endacott et al., 2006; Jenkins, 

2010; Morse et al., 2006; Pederson et al., 2014; Repasky et al., 2005; Smith et 

al., 2017; Sonday et al., 2010)으로 가장 많았고, 전후비교 연구가 5건(Chan et al., 

2008; Guirgis et al, 2013; Kapu et al., 2014; Mitchell et al; 2014; Scott et al, 

2011), 실험연구가 1건(Priestley et al, 2004), 사례대조군연구(case control 

study)가 1건(Benson et al, 2014)이었다. 체계적 문헌고찰 분석 결과 총 9개 영역에

서 54개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도출하였다. 

1) 전문적 간호실무 

(1) 병동 악화환자 사정과 분류 

고위험 환자 사정과 분류와 관련하여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활동은 다

음과 같다. 고위험 환자 사정(Alberto et al., 2014; Arashin, 2010; Bouley, 2011; 

Chan et al., 2008; Eliott, Chaboyer, Ernest, Doric, & Endacott,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Kapu, Wheeler, & Lee, 2014; Repasky & Pfeil, 

2005), 모니터링과 감시(Alberto et al., 2014; Benson, Mitchell, Link, Carlson, 

& Fisher, 2008; Bouley, 2011; Repasky & Pfeil, 2005), 신체사정 (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Morse, Warshawsky, Moore, & Pecora, 2006), 과

거력, 현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수집 (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Morse et al., 2006) 및 병동순회 (Alberto et al., 2014; Benson et al., 2008)를 

통해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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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진단과 감별진단

간호진단과 의학적 진단과 관련하여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활동은 다

음과 같다. 사정한 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하여 감별진단과 간호진단을 내리고(Benson 

et al., 2008;Kapu et al., 2014), 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린

다(Arashin, 2010; Chaboyer, Foster, Foster, & Kendall, 2004; Kapu et al., 

2014; Morse et al., 2006). 

(3) 계획수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급성 악화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요구와 

중재들을 파악하고 회복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간호계획을 

수립한다(Alberto et al., 2014; Arashin, 2010; Chaboyer et al., 2004). 

(4) 중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와 악화상황에 따라 즉각적이고 적

절한 중재를 제공한다(Arashin et al, 2010;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구체적인 중재는 다음과 같다. 

   ➀ 응급기도관리

      기도흡인(Kapu et al., 2014), 기관절개관환자 관리(Pedersen, Psirides, & 

Coombs, 2016), 신속순서삽관에 따른 기관 내 삽관(Sonday, Grecsek, & 

Casino, 2010), 어려운 기도관리 장비의 사용 (Sonday et al., 2010), 산소요법 

변경(Pedersen et al., 2016), 양압인공호흡기(non-invasive ventilation )적용 

과 시작 (Pedersen et al., 2016), 기타 기도관리업무(Albert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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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등의 업무활동을 수행한다. 

➁ 처방업무

   약물처방 (Benson et al., 2008; Chan et al., 2008; Kapu et al., 2014), 약

물변경(Pedersen et al., 2016), 검사처방 (Benson et al., 2008; Chan et al., 

2008; Kapu et al., 2014; Morse et al., 2006), 수액처방과 변경(Kapu et al., 

2014;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활력징후 측정횟수의 변경

지시 등의 업무활동을 수행한다(Pedersen et al., 2016). Kapu 등(2014)은 수

액처방, 기본 검사 등 표준화 프로토콜 order는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

사가 도착하기 전 즉각적인 중재가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치명적 사건을 감소시킨

다고 하였다(Kapu et al., 2014). 

➂ 처치와 검사수행 

   중심정맥관 삽입 (Eliott et al., 2012; Kapu et al., 2014; Sonday et al., 

2010), 동맥관 삽입 (Eliott et al., 2012), 말초정맥관 삽입 (Pedersen et al., 

2016), 패혈증 평가와 미생물 배양 검사 (Eliott et al., 2012) 수행, 동맥혈 가스

분석 수행 (Alberto et al., 2014; Bouley, 2011; Eliott et al., 2012; Kapu et 

al., 2014), 심전도 (Kapu et al., 2014), 초음파 (Sonday et al., 2010), 흉강

천자 (Sonday et al., 2010), 상처간호(Alberto et al., 2014), 배액간호

(Alberto et al., 2014), 통증관리 (Alberto et al., 2014), 약물투여 (Kapu et 

al., 2014), 수액투여 (Kapu et al., 2014) 및 수혈 (Kapu et al., 2014)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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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응급간호 

   심폐소생술(Kapu et al., 2014; Repasky & Pfeil, 2005)과 필요할 경우 심

장전환술(cardioversion)을 수행한다(Eliott et al., 2012). 

➄ 중환자실 퇴실환자 관리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의 상태를 일정기간 추척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중재를 수행한다(Alberto et al., 2014;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Pedersen et al., 2016).

➅ 기타    

   병동에 약물과 특수 장비를 제공하고 (Pedersen et al., 2016) 기록을 수행한  

 다(Kapu et al., 2014).

(5) 평가

    수행한 중재에 대한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재수정한다(Arashin, 2010; Chan et al., 2008;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2) 교육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질병과 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수행한다(Alberto et al., 

2014;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Eliot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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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cott & Chaboyer, 2006;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또한 

병동 간호사에게 환자의 악화상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

행하고(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Schatz, & Francis, 2014; Pedersen et al., 

2016; Repasky & Pfeil, 2005; Sonday et al., 2010). 또한 코칭한다(Guirgis et 

al., 2013; Morse et al., 2006; Smith & McSweeney, 2017). 

3) 윤리적 의사결정

응급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수행하고 환자의 희망, 권리 및 존엄성을 보장

한다(Arashin, 2010).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rashin, 2010; Bouley, 2011; Chaboyer et al., 2004).

4) 협동

    의사를 비롯한 다른팀 구성원과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한다

(Arashin, 2010; Benson et al., 2008; Bouley, 2011; 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Eliott et al., 2012; 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Mitchell et al., 2014; Priestley et al., 

2004; Scott & Elliott, 2009; Smith & McSweeney, 2017; Sonday et al., 

2010). 또한 치료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병동 의료진과 상의하며(Benson et 

al., 2008), 다른 팀 구성원의 역할을 존중한다(Arashin, 2010).



- 42 -

5) 자문

    병동 의료진이 악화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한다(Chaboyer et al., 2004; Endacott & Chaboyer, 2006; Mitchell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Repasky & Pfeil, 2005). 예를 들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에게 처방권이 의료기관인 경우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 할 때 환자

에게 필요한 적절한 약이나 검사가 처방될 수 있도록 병동 의사에게 조언한다

(Pedersen et al., 2016). 또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팀(예: 중환자 전문의)에게 자문을 

의뢰한다(Chaboyer et al., 2004; Chan et al., 2008;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6)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방문날짜, 시간, 발생장소, 신속대응팀 호출 유

형,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정보 및 환자 결과 등과 같은 신속대응팀 활동과 

환자결과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한다(Endacott & Chaboyer, 2006; Jenkins & 

Lindsey, 2010;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또한 공동 또는 독

자적 연구를 수행한다(Endacott & Chaboyer, 2006;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7)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중재를 선택한

다. 또한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한다(Benson et al., 2008). 그 예로 패

혈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지침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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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Guirgis et al., 2017).

8)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Eliott, Chaboyer, Ernest, Doric, & Endacott, 2012). 

9) 리더쉽

    리더쉽과 관련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은 다음과 같다. 질

향상과 관련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신속대응팀의 효과와 결과를 측정

하고 병원 질평가에 참여한다(Guirgis et al., 2013; Jenkins & Lindsey, 2010; 

Mitchell et al., 2014; Morse et al., 2006; Pedersen et al., 2016). 신속대응팀 

활성화 환자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수행하고(Benson et al., 2008; Sonday et al., 

2010), 구조실패(failure to rescue) 사례에 대해 병동의료진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Endacott & Chaboyer, 2006; Scott & Elliott, 2009; Smith & McSweeney, 

2017). 또한 호흡 곤란, 저혈압, 흉통, 심장 부정맥, 출혈, 의식 수준의 변화, 저혈당 

반응, 발작 등의 임상치료(실무) 지침 또는 프로토콜(알고리즘)개발에 참여하고

(Benson et al., 2008; Guirgis et al., 2013;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병동악화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

의료 정책 수립에 참여(Jenkins & Lindsey, 2010; Pedersen et al., 2016)하는 등

의 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병동의 수용능력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원과 기술의 적절성, 가용한 장비 및 인력 등의 환경을 

평가하고, 적절한 역할 분배와 사례관리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치료와 중재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Chaboyer et al., 200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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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공평한 팀 관계를 형성하고(Endacott & Chaboyer, 2006), 역할모델링, 피드

백 제공 등을 통하여 병동간호사의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Jenkins & Lindsey, 

2010; Morse et al., 2006). 또한 보건의료정책 참여하고 전문가 집단의 대표로서 

활동한다(Chaboyer et al., 2004).

A.2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 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1) 국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내용분석 결과 

    국내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가 있는 19개 병원 중 7개 병원<부록 6>에서 직무기

술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한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형태는 3차병원이 85.7%, 2차병원이 14.3%를 차지하였고, 지역

은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울산, 경상남도로 다양하였다. 병상수의 범위는 931-2,700 

병상이었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기간의 범위는 2년 이상 3년 미만이 1병원(14.3%), 

3년 이상 4년 미만이 3병원(42.8%)으로 가장 많았고, 4년 이상 6년 미만이 2병원 

(28.6%), 9년 이상 10년 미만인 병원이 1병원 (14.3%)이었다<부록 7>.

    응답한 병원의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내용을 통합한 결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 9개의 영역인 전문적 임상실무, 교육, 상담, 자

문, 협동, 연구, 근거기반 실무, 윤리적 의사결정, 리더쉽에서 총 50개의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도출하였다.

2) 국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내용분석 결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12개 병원에 메일을 통해 직무기술서 또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요청한 결과 7개 병원<부록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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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에 회신을 하였다. 응답한 7 병원 중 4개 병원은 미국에 , 2개 병원은 영국에, 1

개 병원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었고, 신속대응팀의 간호사의 직위는 두개 병원을 제

외하고 5개 병원에서 전문 간호사였다<부록 8>. 응답한 병원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

응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내용을 통합한 결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

심역량 9개의 영역인 전문적 임상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연구, 근거기반 실무, 

윤리적 의사결정, 리더쉽에서 총 53개의 업무활동을 도출하였다. 

A.3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업무활동 확인

    전국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 중 3년 이상 된 병원은 12개 병원으로 그 

중 전담간호사가 없는 1병원을 제외한 총 7개 병원 신속대응팀 팀리더 간호사 11명

전수가 본 연구의 개인면담에 참여하였다. 

    개인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5세로 30대가 5명(71.4%)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1명

(14.3%), 석사가 3명(42.3%), 기타 석사수료 2명(28.6%), 석사과정 1명(14.3%)을 

차지하였다. 병원에서의 직위는 전담간호사가 6명(85.7%), 전문간호사가 1명

(14.3%)이었으며, 소속의료기관의 형태는 3차병원이 6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이 3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대전, 인

천, 울산은 각각 1명(14.3%) 이었다. 병상수의 평균은 1,444병상으로 최소에서 최대

범위는 931-2,700병상이었다. 참여대상자의 총임상경력의 평균은 8년으로, 범위는 

최소7년에서 최대 19년이었고, 신속대응팀 경력의 평균은 3년으로, 범위는 최소 3년

에서 최대 9년이었다.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명(71.4%)으로 

4명이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1명은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부록 9>. 

    개인면담 내용분석 결과는 <부록 10>과 같다. 참여자의 진술 중 빈도가 가장 많

은 진술은 스크리닝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병동 악화환자 선별(100%), 검사결과와 영

상결과 확인 및 해석(100%),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100%), 신체사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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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별진단(100%), 병동간호사 교육(100%), 악화환자의 치료와 중재에 대

해 담당의사, 간호사에게 자문제공(100%), 신속대응팀 관련 결과지표관리(100%)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진술을 범주화한 결과 가장 많은 주제는 전문적 간호실무

(100%), 교육(100%), 자문(100%), 리더쉽(100%)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으로 도

출된 결과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 9

개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55개의 구체적인 업무활동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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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역량

표준 
업무활동 

문

헌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국내 

신속

대응팀 

간호사 국내 
국

외 
I. 

전문적 

간호

실무 

1.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병동 악화환자 선별 ○ ○ × ○

2. 현병력, 과거력 및 가족력 사정 ○ ○ ○ ○

3. 진단적 검사를 확인하고 결과 분석 ○ ○ ○ ○

4. 환자와 가족의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 ○ ○ ○

5. 병동의료진 면담을 통해 자료수집 ○ ○ ○ ○

6. 선행적 간호회진(proactive rounding) ○ ○ ○ ○

7. 신체검진 수행 ○ ○ ○ ○

8.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생리적 상태 변화의 지속적 감시

○ ○ ○ ○

9.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진단 

   수립

○ ○ ○ ○

10. 감별진단 ○ ○ ○ ○

11. 환자, 가족 및 의료진과 협력하여 간호계획  

    수립

○ ○ ○ ○

12.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근  

    거 중심의 치료와 간호중재 계획

○ × ○ ○

13. 병동 악화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간호  

    계획 수립

○ ○ ○ ○

14. 병동 악화환자 상황에 따른 중재수행 ○ ○ ○ ○

15. 응급기도 환자 관리 ○ ○ ○ ○

16. 심정지 환자관리 ○ ○ ○ ○

17. 패혈증 환자관리 ○ ○ ○ ○

18. 쇼크환자관리 ○ ○ ○ ○

19. 의식저하환자관리 ○ ○ ○ ○

20. 중환자실 퇴실환자 관리 ○ ○ ○ ○

21. 진단적 검사 수행 ○ ○ ○ ○

                                                                   ○ 해당,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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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계속)

역량

표준 
업무활동 

문

헌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국내 

신속

대응팀 

간호사 국내 국외 
 22. 처치와 시술 수행과 관리 ○ ○ ○ ○

23. 약물과 검사 처방 ○ × ○ ×

24.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 평가 ○ × ○ ○

25.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 평가 ○ × ○ ○

26.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 보완 ○ × ○ ○

II. 

교육

27.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교육수행 ○ ○ ○ ○

28. 간호사 대상으로 교육수행 ○ ○ ○ ○

29. 교육프로그램 개발 ○ ○ ○ ○

III. 

상담

30. 환자, 가족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 ○ ○ ○

IV. 

자문

31. 병동의사에게 자문제공 ○ ○ ○ ○

32. 병동간호사에게 자문제공 ○ ○ ○ ○

33. 환자치료와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의뢰 

○ ○ ○ ○

V. 

윤리적 

의사

결정

34.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검사, 시술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적이고 근거   

     에 기반한 정보 제공

○ ○ ○ ○

VI. 

연구

35. 주도적 간호연구 수행 ○ ○ ○ ○

36. 협력적 연구 수행 ○ ○ ○ ○

37. 학회 발표, 논문게재 등을 통해 연구

    결과 발표

○ ○ ○ ○

VII. 

협동

38. 병동의료진과 환자 상태, 치료계획 및 목표  

    에 대한 정보 공유

○ ○ ○ ○

39. 병동 의료진과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 ○ ○ ○ ○

VII. 

근거

기반

실무 

40. 최상의 연구결과 선택 ○ ○ ○ ○

41. 근거기반실무 수행 ○ ○ ○ ○

42. 근거기반 실무 수행 후 효과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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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계속)
      

역량

표준 
업무활동 

문

헌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국내 

신속

대응팀 

간호사 국내 국외 
IX. 

리더

쉽  

43. 질향상 활동 수행 ○ ○ ○ ○

44. 신속대응팀 활동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 ○ ○ ○

45. 정규회의를 통해 신속대응팀 활동 보고 ○ ○ ○ ○

46.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도출

○ ○ ○ ○

47.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 관리 ○ ○ ○ ○

48. 임상질지표(심폐소생술 지표 등)관리 × ○ × ○

49. 구조실패(failure to rescue) 사례에 대해    

    병동의료진에게 피드백 제공과 현장교육 수행

○ × ○ ○

50. 임상치료(실무)지침 또는 프로토콜(알고리듬)  

    개발과 수정에 참여

○ × ○ ○

5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 선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 ○ × ○

52.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활동 참여 ○ ○ ○ ○

53.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실무역량 교육, 전문단체 활동 등에 지속적으  

    로 참여

○ ○ ○ ○

54. 병동 악화환자의 전문적 간호실무를 위하여   

    간호사의 멘토 역할 담당

○ ○ ○ ○

55. 병동 악화환자 발생 시 필요한 자원 조정 ○ ○ ○ ○

56.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 관리 ○ ○ ○ ○

소계 54 48 5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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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 

B.1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개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

사의 핵심역량 개념적 기틀에 근거하여 직무표준(안), 기준(안), 지표(안)를 개발하였

다. 직무표준(안)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9가

지 핵심역량을 직무표준 영역으로 하여 직무에 대한 진술문 형태로 개발하였다. 개발

된 표준(안)의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표2>에서 제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의 업무활동 중 표준(안)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16

개의 기준(안)이 개발하였고, 개발된 기준(안)에 대하여 수행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53개의 지표(안)을 개발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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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  실무를 제공한다. 

기준 1. 병동 악화환자를 사  

정 한다.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

괄적인 자료수집을 수행한다.
지표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린다. 

지표 3. 임상증상과 관련된 유사질환에 대

해 감별진단을 내린다.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진단을 도출한다.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에 참여한다.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간호계획을 수립

한다.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와 치료  

목표를 설정한다. 
지표 7. 병동 악화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계획한다.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한다.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 간호를 수행한다. 

지표 9.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

한 중재를 수행한다.
지표 10.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1. 인공환기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2. 응급기도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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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

를  평가한다.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 정도를 평가

한다.  
지표 23.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 정도를 평가

한다.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 

보완한다.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바

탕으로 대상자를 교육한

다.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

을 교육한다.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

한다.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기준 7. 간호사를 교육한

다. 

지표 28. 병동간호사에게 병동 환자의 악화 상

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 29.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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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

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

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상

담을 제공한다.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지표 30. 환자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

다.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활

용하여 환자, 의료진, 또

는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돕는다.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

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지표 31.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지표 32.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

대응체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지표 33.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 분

야 전문가(예: 중환자실 의사 등)에

게 자문을 의뢰한다.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치료 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과 협동한다.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의 치

료 및 중재와 관련된 의료진

과 협동 관계를 구축하고 유  

지 한다.                 

지표 34.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표 35.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악화환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

한다. 
지표 36.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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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치료에 대

해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

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한다.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을 옹호한다. 

지표 37.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상태 변화, 검

사, 시술,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표 38.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한다. 

지표 39. 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간호를 선택

하고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표준 7.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

는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도모한

다.  

기준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

다. 

지표 40.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지표 41.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의사결

정이 필요한 경우 최상의 

근거수준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기준 13. 근거기반실무를 수

행한다. 

지표 42.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지표 43.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

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다. 
지표 44.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지표 45.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 후 

결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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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

호중재의 질 및 상급간호

실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

료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킨다. 

지표 46.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

을 도출한다. 
지표 47.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

한다. 
지표 48.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

와 관련된 임상치료(실무) 지침  

또는 프로토콜(알고리듬)개발과 수

정에 참여한다.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

다.

지표 49.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

킨다. 
지표 50.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모델이 

된다. 
지표 51.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

한다.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

련된 위기 상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과 기술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지표 52.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

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고 관

리한다. 
지표 53.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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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1)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 

    내용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8명의 전문가 패널은 여성 6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40.6세 이었다.  직위는 교수가 3명, 전문간호사가 5명이었으

며 최종학력은 박사가 3명, 석사가 5명이었다. 전문가 패널의 총 임상경력의 평균은 

17년 5개월이었고, 신속대응팀의 평균 경력은 9년 4개월 이었다<부록 11>.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총 2차에 걸친 델파이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간호사 주도 신

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종 9

개 표준, 16개 기준, 55개의 지표로 구성된 직무표준(안)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12-1><부록 12-2>.

(1) 표준(안)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직무표준(안)과 각 표준(안)의 정의에 대한 1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9

개의 직무표준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 근

거기반실무 및 리더쉽의 직무표준(안)의 CVI는 1.0, 표준 3 상담의 CVI는 0.8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안) 9개 항목 모두 CVI가 0.8 이상으로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설문항목으로 결정하였다. 

9개의 직무표준(안)에 대한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모든 항목의 CVI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9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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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안)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9개의 직무표준(안)에 대해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16개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 기준(안)을 개발하여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1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16개의 기준 항목의 CVI가 모두 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준(안) 16개 항목 모두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

로 판단하여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설문항목으로 결정하였다. 

기준(안) 16개 항목에 대해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수행한 결과 1차 델

파이 내용타당도 검증결과와 동일하게 CVI가 모든 문항에 대해 0.8 이상이었다. 따라

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에 대한 기준(안) 16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였다. 

(3) 지표(안)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16개의 직무 기준(안)에 대해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53개

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지표(안)을 개발하여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수

행하였다. 1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53개 지표(안)의 CVI는 모두 0.8 이상이

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안) 12, 지표(안) 28과 지표(안) 29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기준(안) 7에서 2개의 지표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수정 또는 추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지표(안) 12 ‘응급기도 환자를 관리한다’는 응급기도관리를 수행

한다’로 수정하였고, 지표(안) 28‘병동간호사에게 병동 환자의 악화상태에 대한 임

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병동간호사에게 교육을 실시한

다’로, 지표(안) 29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한다’는‘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한다’로 수정하였다. 기준(안) 7‘간호사를 교육한다’는 항목에 대해 ‘병동

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와 ‘교육 효과를 평가한다’의 지표 2개를 추가하

였다. 따라서 53개의 지표(안) 중 2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총 55개 지표(안)을 2차 델

파이 내용타당도 설문항목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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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내용타당도에서 도출된 지표(안) 55개 항목에 대해 2차 델파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수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CVI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지표(안) 

55개 항목 모두를 채택하였다. 

B.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실무적합성 검증결과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인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에 대해 실무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 14>과 같다.  

1) 실무적합성 검증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부록 13>과 같다. 평균연령은 33.7세로 남자가 

13명(21.0%), 여자가 49명(79.0%)이었다. 학력은 학사 29명(46.8%), 석사 16명 

(25.8%)이었고 기타로 석사과정 3명(3.4%), 석사수료 10명(16.1%), 박사과정 1

명(1.6%), 박사수료 3명(4.8%)이었다. 현재 직위는 전담간호사가 52명(83.9%), 

전문간호사가 9명(14.5%), 수간호사 1명(1.6%)이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총 임

상경력의 평균은 10.3년으로, 10년에서 15년 미만이 35.5%로 가장 많았다. 신속대

응팀 전담 간호사로서 임상경력의 평균은 3.2년으로, 임상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가 30.6%로 가장 많았다. 국내 전문간호사 자격증은 24명(38.7%)이 가지고 있었

고,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응급 3명, 노인 2명, 임상 2명 순이었다. 대상자가 소속된 병원의 의료기관의 형태

와 소재지는 3차 의료기관과 서울이 각각 87.1%와 43.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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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표준(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분석 결과 

실무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9개의 표준(안), 16개의 기준(안), 55개의 지표(안)

의 모든 항목의 실무적합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표준(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분석 결과 

표준(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분석 결과 9개의 표준(안)에 대한 평균 실무적합성

은 99.6%로 최소에서 최대범위는 98.4%~100%이었다. 실무적합성이 100%인 표준

(안)은 총 7개 항목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협동,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기반

실무, 리더쉽이었고 이중 전문적 간호실무(3.9±0.3)와 협동(3.9±0.3) 항목이 평균 

실무적합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3.8±0.4), 윤리적 의사결정(3.

8±0.4), 리더쉽(3.8±0.4) 순이었다. 평균 실무적합성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상

담(3.6±0.5, 98.4%)과 연구(3.6±0.5, 98.4%)이었다. 

(2) 기준(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분석 결과

기준(안)에 대해 실무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기준(안)에 대한 평균 실무

적합성은 99.0%로, 최소에서 최대범위는 91.9%~100%이었다. 16개의 기준(안) 중 

실무적합성이 100%인 기준(안)은 총 10개 항목이었으며 이 중 평균 실무적합성 점

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기준(안) 1 ‘병동 악화환자를 사정한다’(3.9±0.3)와 기준

(안) 10 ‘병동 악화환자 치료 및 중재와 관련된 의료진과 협동관계를 구축한다’(3.

9±0.3) 이었다. 실무적합성이 100% 아닌 기준(안)은 총 6개 항목으로 이 중 실무

적합성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기준(안)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3.5±0.

6, 93.5%), 기준(안)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3.5±0.6, 91.9%),  기준

(안)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3.5±0.6, 9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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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안)에 대한 실무적합성 분석 결과  

지표(안)에 대해 실무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55개의 지표(안)에 대한 평균 실무

적합성은 98.7%로, 최소에서 최대범위는 91.9%~100%이었다. 실무적합성이 100%

인 지표(안)은 총 38개로 이중 평균 실무적합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지표(안)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한다’(3.9±0.3), 지표

(안)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3.9±0.3), 지표(안) 9 ‘호흡곤란 환자가 발

생한 경우 적절한 중재를 수행한다’(3.9±0.3), 지표(안) 10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3.9±0.3), 지표(안) 12 ‘응급기도관리를 수행한다’(3.9±0.3), 지표

(안)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3.9±0.3), 지표(안) 36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 

치료계획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3.9±0.3), 지표(안) 37 병동의료진과 업

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악화환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3.9±0.3), 

지표(안) 38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지한다’(3.9±0.3)이었다. 

실무적합성이 100% 가 아닌 17개 항목 중 평균 실무적합성이 가장 낮은 지표

(안)은 지표(안)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3.3±0.7, 91.9%)이었다. 

   

B.4.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확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의 실무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실

무적합성은 표준(안) 9개, 기준(안) 16개, 지표(안) 55개의 모든 문항이 90%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이 

실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최종 표준 9개, 기준 16개, 지표 55개로 

구성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확정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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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확정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표준 기준   지표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실무를 제공한다. 

기준 1. 병동 악화환자를 사  

정 한다.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

괄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한다.
지표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린다. 

지표 3.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유사질환에  

대해 감별진단을 내린다.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진단을 도출한다.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에 참여한다.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간호계획을 수립

한다.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와 치료  

목표를 설정한다. 
지표 7. 병동 악화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계획한다.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한다.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 간호를 수행한다. 

지표 9.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

한 중재를 수행한다.

지표 10.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1. 인공환기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2. 응급기도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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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확정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계속)

표준 기준  지표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 정도를 평가

한다.  
지표 23.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 정도를 평가

한다.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 

보완한다.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바

탕으로 대상자를 교육한

다.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

한다.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기준 7. 간호사를 교육한

다. 

지표 28. 병동 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지표 29. 병동 간호사를 교육한다.

지표 30.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표 31.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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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확정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계속)

표준 기준  지표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

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

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상

담을 제공한다.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지표 32.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활

용하여 환자, 의료진, 또

는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돕는다.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

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지표 33.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자

문에 응한다. 
지표 34.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대응

체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지표 35.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

가(예: 중환자실 의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를 치료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협동한다.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 및 중재와 관련된 의

료진과 협동 관계를 구축

하고 유지 한다.          

지표 36.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표 37.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

여 악화환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지표 38.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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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확정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계속)

표준 기준  지표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는 환자치료에 대해 윤

리적 이슈를 확인 하고 환자

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한다.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지표 39.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 검

사, 시술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표 40.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한다. 

지표 41. 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

고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표준 7.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는 전문지식을 지속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활

동에 참여하여 전문가적 자

질을 도모한다.  

기준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지표 42.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

한다. 

지표 43.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

중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

요한 경우 최상의 근거수준

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합

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

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기준 13. 근거기반실무

를 수행한다. 

지표 44.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지표 45.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

다. 
지표 46.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지표 47.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 후 결과

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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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확정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계속)

표준 기준  지표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

호중재의 질 및 상급간호

실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킨다. 

지표 48.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

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

한다. 
지표 49.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한

다. 
지표 50.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와 

관련된 임상치료(실무) 지침  또는 프

로토콜(알고리듬)개발 및 수정에 참여

한다.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

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지표 51.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지표 52.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모델이 된

다. 
지표 53.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계와 관련

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련된 위기 상태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조

정하고 관리한다.

지표 54.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지표 55.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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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개

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

고 그에 따른 직무표준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시하고 향후 실무적용과 

직무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전문적 간호실무, 교

육, 자문, 상담, 리더쉽, 연구, 근거기반실무 9개 영역에서의 56개의 업무활동을 규

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9개의 표준, 16개의 기준, 55개의 지표로 구성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하였다.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

음과 같다.

A.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규명 

    본 연구결과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포

함하는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협동, 윤리적 의사결정과 질향상, 자원관리, 변화촉진, 

역할모델을 포함하는 리더쉽, 연구 및 근거기반실무 영역에서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Acute nurse 

practitioner 또는 clinical nurse practitioner로 활동하고 있으나(Benson et al., 

2008; Guirgis et al., 2013;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국내의 경우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특정 전문분야로 구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권인각 등(2003)은 국내 전문간호사들의 업무활동은 각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직접간호실무, 교육, 자문과 조정, 연구 및 행정 업무의 5개 

하부역할을 모두 수행한다고 하였다(권인각 et al., 2003). 또한 전문간호사의 법적지

위 확보를 위한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명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보고서

(2012)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사정, 임상의사결정(간호진단과 감별진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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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계획, 치료와 중재(응급상황관리 포함), 평가, 전문직 실무의 질, 교육, 협동, 윤

리, 환경과 자원관리, 리더쉽, 연구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를 보고하였다(김금순, 2012).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은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국내 전문간호사의 업무활동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근거기반실무와 윤리적 의사결

정 영역에서의 업무활동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3개의 국내 전문간호

사 분야 중 전문적 간호실무 영역에서 건강력 수집, 대상자의 상태변화 지속감시하기, 

신체검진하기, 검사결과 확인 및 해석, 건강문제 진단과 감별진단, 치료와 간호중재 

계획, 치료와 간호 수행결과 평가와 치료적 중재로는 진단적 검사 수행, 약물요법, 치

료적 처치, 시술, 특수간호(기도관리, 인공환기요법, 산소요법 등), 질환별 간호 제공 

및 응급상황관리로는 심폐소생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환자와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활동이 본 연구에서 규명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실무 

영역에서의 업무활동과 일치한다. 이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신속대응팀 

수가 관련 시범사업에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자격조건을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경력 

3년 이상과 중환자 또는 응급 전문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로 지정(보건복지부 공

고 제2019-223호, 2019)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환자와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활동과 차이가 있는 업무는 전문적 간호실무에서 스크리닝을 

통한 병동 악화환자 선별, 선제적 간호회진과 중환자실 퇴실 환자 관리이었다. 신속대

응팀은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후에 새로 도입된 전문영역으로, 도입

목적은 병동환자를 대상으로 악화 증상과 증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중재를 제

공함으로써 비계획적 중환자실 입실, 심정지, 병원 내 사망과 같은 치명적 사건을 예

방하는 것이다(Devita et al., 2017).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

활동은 타 전문간호사의 업무활동보다 예방적 측면에서의 업무가 더 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중 차이가 있었

던 업무활동은 전문적 간호실무 영역에서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한 병동 악화환자 선별

과 약물처방이었다. 병동 악화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동의료진이 악화

환자의 위험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시에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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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Devita et al., 2017). 외국의 경우 악화가 예상되는 환자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호출기준이 있어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하여 신속대응팀 호출기준에 

부합하면 병동 의료진이 무조건(mandatory)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Devita et al., 2017). 그러나 Buist 등(2002)은 의사들은 병동 악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통방식 대로 담당의사가 악화환자의 치료를 일차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RRT을 호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였고(Buist et al.,2002), 병동

간호사는 해당 의사의 지시 없이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였다

Foraida et al., 2003; Thomas, VanOyen Force, Rasmussen, Dodd, & Whildin, 

2007).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병동 악화환자 

가 발생할 경우 mandatory로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는 시스템이 아닌 스크리닝 시스템

을 도입하였다.  스크리닝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활력징후와 검사결과로 구성된 병동 

고위험 환자 선별프로그램으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전자 스크리닝 시스

템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악화환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환자의 간호회진과 신체검진, 또

는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악화환자에 대한 선제적 중재를 수행한다(Huh et al., 

2013). Huh 등(2014)은 국내의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의 스크리닝 통한 선제적 중

재가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킴을 보고하였다(Huh et al., 2013). 따라서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중 스크리닝을 통한 병동악화 환자 선별 업무는 

국외와 차이가 있는 중요한 업무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중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업무활동은 전문적 간호실무에서의 검사와 약물에 대한 처방권이다. 

국외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대부분은 전문간호사로 처방권을 가지고 있어 병동

에서 악화환자가 발생할 때 적시에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Jenkins & Lindsey, 

2010; Repasky, & Pfeil, 2005; Sonda, Grecsek, & Casino, 2010; Wilson, 

2018). 국외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많은 병원들은 병동 악화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방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을 활용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Devita et al., 

2017; Guirgis et al., 2013;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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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가 발생 한 경우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동맥혈 

가스분석, 흉부 X-ray 및 기타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혈액검사를 처방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산소를 적용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흡입제와 기타 호흡곤란을 완화 해 줄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

식수준변화, 흉통, 발작, 출혈, 저혈압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하여 

병동악화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적시에 초기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방권과 관련된 권한은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다(Devita et al., 2017). 국내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비정상적인 활

력징후 또는 검사로 구성된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병동 악화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Huh et al., 2014). 그러나 현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에게 약물과 검사에 대한 처방권과 처치에 대한 권한이 

없어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악화환자를 선별하고 적시에 중재

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처치나 중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정지와 같은 치명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신속대응팀 시

범수가에 악화환자의 응급진단 목적으로 간이진단검사기계(point of care test, 

POCT)를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로 포함하였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223호, 2019). 이 장비는 병동에서 악화환자가 발생할 

경우 동맥혈 채취를 통한 동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하여 환자의 악화원인을 빠르게 파악

하여 즉각적인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에 동맥혈 가스

분석을 처방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의료법 제15조 제2항). 보

건복지부가 제시한 신속대응팀 시범수가 산정 기준에서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만 있는 

2군 또는 3군일 경우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악화환자를 조기에 인지한 후 환자의 상태

를 파악하기 위해 POCT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의사에게 동맥혈 가스분석에 대

한 처방을 받아야 하고, 이 후 의사가 병실에 와서 동맥혈 채취를 수행한 후에 신속대

응팀 간호사가 POCT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악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악화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별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처치나 중재가 적시에 수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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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악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활동으로 선행적 간호회진을 할 때 제세동

이 필요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제세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epinephrine과 같은 응급약물을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구두로 처방하거나 투약한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선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응급처치에 관한 간호사의 

의무규정은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종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

호사의 응급처치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문상혁, 2012).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 환자에 있어 제세동이 3분 이내에 수행되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Callaway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의료법에서 명기한 규제로 

인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발견하여 중재를 제공할 때 환자

의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과 같은 치명적 사건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의 예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에 대한 권한 확대와 프로

토콜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처방권과 처치에 대한 법적권한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B.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

   신속대응팀은 국내에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전문영역으로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해당실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핵심역량 표준을 도출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을 개발 할 때 이론적 기틀로 널리 활용되고, 또한 

핵심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Hamric 등(2013)의 전문간호실무 핵

심역량 모델을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하고,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

와 핵심역량에 대한 문헌고찰과 대한간호협회(2012)에 제시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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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준(안) 내용을 통합하여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리더쉽, 근거기

반실무, 연구, 윤리적 의사결정의 9개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핵심역량은 여러 역량요

소들 가운데 성과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량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근거로 직무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Gardner, Carryer, Gardner, & Dunn, 2006; 김금순, 2014). 국내의 전문간호사 

직무표준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박영애, 2006; 최송희, 2007; 황혜영, 2008)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05)이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

공, 교육 및 상담, 연구, 리더쉽, 자문 및 협동에 따른 7개 영역의 간호표준을 근거로 

하여 직무표준을 개발하였다. 김금순 등(2014)은 핵심역량은 간호사가 임상에서 요구

하는 특정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또는 이

를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지식, 판단, 기술의 결합 상태이므로 역할 또는 

직무수행과 다른 개념이나, 한국보건평가원(2005)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 핵심역량은 

분야별 전문간호사 직무와 일치하고 있고 핵심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

지 않아 직무표준을 개발할 때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김금순, 

2014).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실무특성을 잘 반영하고, 직무수행과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의 핵심역량을 직무표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표준은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 직무범위의 기

준을 정하는 것으로 실무의 질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직무에 대한 권위있는 진술문

이다(ANA, 1998; Gomez, Castner, & Hain, 2017).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

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리더쉽, 근거기반

실무, 연구, 윤리적 의사결정을 표준으로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박영애, 2006; 최송희, 

2007; 황혜영, 2008)에서 근거로 한 직무표준인 국내 전문간호사 핵심역량인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연구, 리더쉽(한국보건평가원, 2005)과 비교해 보면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협동, 연구, 리더쉽의 7개의 표준은 일치하나 근거

기반실무와 윤리적 의사결정은 추가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표준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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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국내의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과 차이가 있는 첫 번째 역량은 근거중심 실무 

역량이다. 근거중심 실무 역량은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 최상의 근거 수준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Hamric et al., 2013), Benson 등(2008)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는 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중재를 선택하며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Benson et al., 2008), 그 예로 패혈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지침의 사용은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Guirgis et al., 2017). 미국간호협회에서 미국 전문간호

사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된 간호표준에서도 근거기반실무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고(ANA, 2010), 미국 의학한림원(2007)에서 보고한 다학제간 팀원으로서 21세기 

보건의료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5개의 핵심역량에 근거중심실무 역량을 제시하였다

(Knebel & Greiner, 2003) 이처럼 근거중심 실무 역량은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거중심 실무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전문적 간호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역량이며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직무표준에 추가되어야 할 역량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와 환자의 선호도

를 통합하여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현재 임상간호사의 대다수는 근거기반 간

호실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윤주, 2012). 따

라서 교육과정 개설 등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전

문간호사의 핵심역량과 차이가 있는 두 번째 역량은‘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이다. 신속

대응팀에 의뢰된 병동 악화환자에서 연명의료중단(do not resuscitation [DNR])과 같

은 생애말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Bouley, 2011). 신속

대응팀 간호사는 삶의 최종 결정을 둘러싼 논의 중에 참여하며 위기상황에 당면한 환

자와 가족이 생애말기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치료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윤

리적 의사결정의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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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생애말기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 등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이 필요하다

(Bouley, 2011).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부터 본

격적으로 수행되면서(법률 제15542, 대통령령 제29662호) 신속대응팀에 의뢰된 병동 

악화환자에서 환자와 가족이 생애말기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의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수행하

고 환자의 희망, 권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은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 간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향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는 병동 악화환자를 대상으로 전

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실무를 제공하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

사의 핵심역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간호실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전문적 간호실무’영역에 사

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기준이 아닌 표준으로 제시한 국내의 선행연구(박영애, 

2006; 최송희, 2007; 황혜영, 2008)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국내의 전문간호사 직

무표준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박영애, 2006; 최송희, 2007; 황혜영, 2008)에 직무

표준으로 근거한 한국보건평가원(2005)이 제시한 전문간호사 핵심역량은 전문간호사

의 직무수행과 일치하고 있고(김금순, 2014) 이는 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표준

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사료된다. 국외에서 개발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 개발 

연구(Gardner et al., 2005; Gomez, Castner, & Hain, 2017)를 살펴보면, 본 연구

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간호과정인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문적 간호실무’ 표준에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항목을 표준이 아

닌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국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직무표준

(안)에 대해 실무적합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실무적합성 점수가 가장 높은 표준은 전

문적 간호실무와 협동이었다. Hamric 등(2013)은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중 모든 

역량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전문적 간호실무라고 하였다(Hamric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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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도 전문적 간호실무는 9개의 핵심역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

량으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요소임을 알 수 있다. 실무적합성 점수가 가장 높은 또 다른 표준은 

‘협동’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에 있어 의료진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evita et al., 2017; Simmonds, 

2005).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은 병원의 조직 문화 안에서 운영되고 평가되어 진다,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시스템 지원

과 의료진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Devita et al., 2017; Simmonds, 2005). 

협동은 병동 악화환자를 치료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동 의료진 또

는 신속대응팀 의사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Hamric et al., 2013), Devita 등(2017)

은 병동의료진과의 협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

동의료진과 환자상태에 대한 치료계획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악화환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리더쉽과 같은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Devita et al., 2017).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협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Devita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실무적합성 검증은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실무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평가한 것으로 실제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

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이 임상실무에서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며, 따라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학력은　학사가  46.8 %로, 석사 25.8%, 대학원 

과정  27.4% 이었고, 직위 또는 전담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현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자격조건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김광주 (1994)는 유럽국 전체와 미국 등이 전문간호사의 교육수준은 석사학위 수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전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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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가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과 경험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전

문가들과 같은 수준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광주, 이향란 & 김귀

분, 1996). 전문간호사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단시일에 이루

어 질 수 없고, 상급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이며 계획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이 필요하다(Hamric & Spross, 1988). Devita 등(2017)은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병

동 악화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즉 핵심역량을 기술하고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

과평가를 강조하였다(Devita et al, 2017). 따라서 국내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가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고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로

서 자격조건을 일원화하고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평균 임상경력은 

최소 2개월에서 11년으로 다양하고 50% 미만이 1년 미만인 경우인 것을 감안하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연차별 또는 역량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표준의 내용타당도 검증에 신속대응체계 연구회 회장, 신

속대응팀 의사를 포함하긴 했지만 이는 소수이며, 실무적합성 검증은 전국 신속대응팀 

간호사를 대상으로만 수행하였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이 임상

실무에서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의사, 간호사, 보건복지부 

등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의 직무표준을 개발한 첫 연구로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

명하고 직무표준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시하고 향후 실무적용과 직무평가

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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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실무, 연구, 교육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여 이를 근거로 

직무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

시하고 직무 평가의 근거가 됨으로서 병동 악화환자의 간호 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은 기존의 신속대응팀 간호사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의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병원 환경에 맞는 신

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기술, 업무지침서 작성, 인력수급 및 평가 등의 다양한 상황의 

간호실무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원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 다

양한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역량도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직무표준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개발함으로써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

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개념적 기틀로 직무표준

을 개발하였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사정과 같은 기본 기술과 역량 뿐만 아니라 직무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이 갖추어져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핵

심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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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연구 측면 

    보건의료 조직이 더 큰 효율성을 위하여 재구조화 되는 복잡한 의료건강전달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독창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의

료인력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환자 결과(outcome)간의 효과를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Mok, Wang, Cooper, Ang, & Liaw, 2015). 즉, 지속적으로 근거 기반 실

무를 통해 임상지식을 발달시켜 의료현장에 적용하고, 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의 

효과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여 일반대중과 보건의료인에게 전문간호사

의 효과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전문간호사 제도 안정과 확

산을 위해 전문간호사 성과 연구를 통한 역할 효율성을 입증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간호사 제도를 위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외의 경우처럼 전문간

호사의 성과와 비용 효과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고 직무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급성

악화환자에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간호 민감성 결과(nursing sensitive 

outcome)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전문 간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제 성과로 인해 전문 간호사

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간호수가를 확보함으로써, 병원 집단 내에서 전문 간호사의 실

제 가치를 향상시켜 실제 고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곧 간호전문

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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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규명하여 이를 근거로 

직무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바람직한 실무수준을 제

시하고 직무 평가의 근거가 됨으로서 병동 악화환자의 간호 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간호사 핵심역량과 대한간호협회에서 합의된 핵심역량을 근거로 하여 체계적 문

헌고찰,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기관의 벤치마킹, 신속대응팀 

간호사 중 팀리더 간호사 개인면담을 통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

동을 규명하고, 확인된 업무활동을 토대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

준(안)을 개발하여 델파이 방법으로 내용타당도 검증 후 실무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9

개의 핵심역량에 따른 56개의 업무활동이 규명되었다.  

2.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규명된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표준(안) 9개, 기준(안) 16개, 지표(안) 53개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표준(안)은 

2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9개 표준에 

근거하여 16개의 기준(안)과 55개의 지표(안)으로 구성된 직무표준(안)을 개발

하였다.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을 전국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에

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합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9개 

표준(안), 16개 기준(안), 55개의 지표(안)의 모든 항목의 실무적합성이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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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표준 9개, 기준 16개, 지표 55개로 

구성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긴호사의 직무표준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표준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기술, 업무지침서 작성, 

인력수급 및 평가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사 주도 신

속대응팀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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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실무, 교육 및 연구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1. 간호실무 

    2019년 4월부터 신속대응체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2008년도 2개로 시작된 

신속대응팀은 현재 23개로 증가하고 추후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병동 

급성악화환자에 있어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 실무측면에서 성공

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정책과 

더불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구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경영진과 의사의 공식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의사를 포함한 병동 의료진과의 상호 협력적인 체계 하에서 병동 악화환자가 발

생한 경우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호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의 모

든 의료진에게 신속대응팀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Devita et al, 2017). 또한 특정 수준에서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일차

적으로 중재를 제공하고, 병실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는 등 집중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프로토콜 또는 알고리듬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에게 프로토콜 범위 내에서 허용된 처방권

과 처치의 수행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에게는 처방권이 없는 상태로 악화환자를 선별하는 스크리닝 시스

템을 통해 악화 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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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치명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의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과 

같이 악화환자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토콜의 범위 내에서 처방과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여 병동악화 환자가 발생 한 경우 적시에 중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자격조건과 역량에 대한 명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는 전문간호사

로서의 업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미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같이 석사이상 전문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자격조건이 일

원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임상실무에 대한 임상실무에 대한 역량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다. 이는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의 임상경력은 만 2개월에서 11년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실

무 제공에 있어 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행정

도와 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량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2. 간호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가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신체사정과 같은 기본 기술과 역량 뿐만 아니라 직무에서 제시하고 있

는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이 갖추어져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효과 평가

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은 만 1년 미만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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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량별 맞춤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의 수행과 함께 효과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간호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이 실제 임

상현장에서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간호사 주도 신

솎대응팀의 효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연구로서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을 처음 시작하는 병원일 경우에는 신속대응팀 운영 전과 후의 병동

의료진 만족도, 환자의 예후와 관련된 결과 비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스크리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선제적 간호회진

(proactive rounding)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향후 수행 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

막으로 신속대응팀 시범사업에서 1군은 전담간호사와 의사, 2·3군은 전담간호사만으

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대응팀 모델에 따른 효과평가 연구를 추후 연구로 

제언한다. 

    셋째, 방법론적인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표준을 간호수가 산정에 반

영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직무표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간호 민감성 성과(nursing sensitive outcome)를 입증하는 연

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간호전문직과 간호학문에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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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Search Terms through searching in English

<부록 1-2> Search Terms through searching in Korean

     

Categories PubMed CINAHL Embace

Rapid

response

team

"Hospital RRT" [MeS

H]

"Medical

emergency team"

[tiab] OR “rapid res

ponse system"

[tiab] OR "rapid 

response team"[tiab]

OR "critical care outr

each"[tiab]

AB "Medical   

emergency team" 

OR AB “rapid 

response   system" 

OR AB “RRT" OR 

AB   "critical care 

outreach"

'point of care   

system'/exp OR 

'RRT'/exp OR 

'outreach':ab,ti OR

'medical emerge-

ncy team':ab,ti

Nurse-led Nurse Practitioners

[MeSH] OR “nurse 

specialist”[tiab]

OR Nurse[MeSH] OR 

nurs*[tiab] OR 

“nurse led”[tiab]

AB “Nurse prac-

titioner” OR AB

"nurse specialist"

OR TX “nurse

led”

'nurse practition-

er'/exp/mj OR

 'nurse practitio-

ner':ti,ab,kw OR 

'clinical nurse   

specialist'/exp OR 

'nurse specialist'

:ti,ab,kw

Categories   KISS,   RISS, DBpia

Rapid 

response team   

  신속대응팀 OR 조기대응팀 OR 의료비상팀

‘medical emergency   team’ OR RRT 



- 93 -

<부록 2> PRISMA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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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

참여자 설문지 안내문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병동 악화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하

나 현재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 정의 및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직무표준을 개발함으로

써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연구기법으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실무 지침 개발 등의 분야에서 특히 유용합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통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의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각 항목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총 2~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회 수행 후 합의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다시 설문지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설문지 구성은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에 따른 9개의 표준에 근거하여 기

준, 지표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직무표준, 기준, 지표에 대한 정의는 <표 A>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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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 이주리

연락처: 010-30**-****

이메일 주소: mug*****@hanmail.net

‣ 신속한 결과 처리를 위하여 E-mail를 통해 4월 25일(목)까지 회신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표 A>. 표준, 기준, 지표 정의 

구분 정  의 

표준 

표준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 중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 직무범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

으로 실무의 질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직무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문입

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

호사의 업무활동 확인, 국내외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국내 신속

대응팀 간호사 면담을 통해 역할 및 업무활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Hamric의 전문간호사 핵심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

무표준 9개 영역(직접임상실무, 교육, 상담, 협동, 자문, 연구, 근거기반실

무, 윤리적 의사결정, 리더쉽)을 도출하여 이에 해당하는 신속대응팀 간호

사의 직무를 진술문 형태로 기술하였습니다. 

기준 
기준은 표준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직무표준의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타당하고 측정 가능한 업무활동을 말합니다. 

지표 
특정 기준의 성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관찰 및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를 의미합니다. 

mailto:mug80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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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동 의 서

 

1. 나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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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

표준, 기준, 지표 각각의 항목을 읽고 타당도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매우 타당하지 않다.   2. 타당하지 않음.    3. 타당함.   4. 매우 타당함. 

- 1.2(타당하지 않음)에 체크해 주신 경우는 그 대안을 기술해 주시고, 또한 각  

   항목의 표준, 기준, 지표에 대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의견란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  

  실무를 제공한다. 
 기준 1. 병동 악화 환자를 사정한다.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한다. 
지표 2. 병동 악화 환자를 선별한다.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 진단을  

         내린다. 
지표 3.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유사질환에 대해   

            감별진단을 내린다.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진  

            단을 도출한다.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에  

            참여한다.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와 치료 목표를  

            설정한다. 
지표 7. 병동 악화 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  

            한 치료와 중재를 계획한다. 



- 98 -

<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지표 9.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중  

            재를 수행한다. 

지표 10.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1. 인공환기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2. 응급기도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 정도를 평가한

         다. 
지표 23.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

         다.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 및 중재를 수정   

             보완한다. 
[표준 1]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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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바  

  탕으로 대상자를 교육한다.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  

              다.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기준 7. 간호사를 교육한다. 

지표 28. 병동간호사에게 병동 환자의 악화상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한다.
지표 29.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  

              한다. 
[표준 2]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지표 30. 환자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표준 3]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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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응팀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  

  하여 환자, 의료진, 또는 시스템 관련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돕는다.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  

          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지표 31.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자문  

             에 응한다. 
지표 32.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대응체  

             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지표 33.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  

             게 자문을 의뢰한다. 
[표준 4]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를  

  치료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협동한다.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 치료와 중재와 관련된 의료

           진과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지표 34.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표 35.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화환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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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지표 36.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지한  

              다. 
[표준 5]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치료에 대해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  

  한다.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지표 37.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 검  
             사, 시술,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표 38.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한다. 

지표 39. 환자와 가족이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표준 6]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표준 7.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  

  적 자질을 도모한다.  
 기준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지표 40.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   

              한다. 
지표 41.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표준 7]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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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  

  호중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최상의 근거  

  수준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  

  를 고려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기준 13.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한다. 

지표 42.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지표 43.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

         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다. 

지표 44.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지표 45.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 후 결과를  

             평가한다. 
[표준 8]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에  

  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중재의 질 및 상급간호 실  

  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  

  휘한다.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킨다. 
지표 46.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  

             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지표 47.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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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타당도 대안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1 2 3 4

지표 48.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와     

               관련된 임상치료(실무)지침 또는 프로  

               토콜(알고리듬)개발과 수정에 참여한  

               다.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지표 49.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지표 50. 전문인으로서 병동 간호사의 역할모델이 

         된다. 
지표 51.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계와 관련   

              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련된 위기상태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조정. 관리한다. 
지표 52.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지표 53.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다. 

[표준 9]의 기준, 지표에 대해 수정. 보완 할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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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 내용타당도 설문지(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 특성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기재 또는 체크해 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2. 성별    1) 여자     2) 남자 

3. 직위                  

4. 최종학력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기타             

5. 총임상경력           년            개월 

6. 신속대응팀 임상경력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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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현장조사 설문지 

참여자 설문지 안내문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병동 악화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나 

현재 근거에 기반한 직무표준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직무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

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문지 구성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핵심역량에 따른 9개의 표준에 

근거하여 기준, 지표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간호사 주도 신속

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안)에 대한 적절성과 수행도 분석을 통해 실무적합성을 검

증하고자 합니다. 표준, 기준, 지표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속대응팀 전문간호사 이주리

이메일 주소: mug*****@hanmail.net

‣ 신속한 결과 처리를 위하여 E-mail를 통해 5월 10일(금)까지 회신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구분 정의 

표준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 중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 직무범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

로 실무의 질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직무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문

입니다. 본 연구는 Hamric의 전문간호사 핵심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신

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9개 영역을 도출하여 이에 해당하는 신속

대응팀 간호사의 직무를 진술문 형태로 기술하였습니다. 

기준
직무표준의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측정 가능한 업무활

동을 말합니다. 

지표 
특정 기준의 성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관찰 및 측

정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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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동 의 서

 

1. 나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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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의 각각의 항목을 읽고 실무적합성을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실무적합성>

1. 매우 적합하지 않음   2. 적합하지 않음    3. 적합함.   4. 매우 적합함

* 1 또는 2에 표시한 경우는 사유란에 이유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

사유란
1 2 3 4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  

       로 전문적 임상실무를 제공한다. 
 기준 1. 병동 악화환자를 사정한다.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괄적  

            인 자료수집을 수행한다.
 지표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린다. 
지표 3.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유사질환에 대해  

            감별진단을 내린다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  

            진단을 도출한다.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  

            에 참여한다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계획  

         을 수립한다.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와 치료목표  

            를 설정한다. 
지표 7. 병동 악화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  

            한 치료 및 중재를 계획한다.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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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

사유란
1 2 3 4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지표 9. 호흡곤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중재를  

            수행한다. 
지표 10.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1. 인공환기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지표 12. 응급기도관리를 수행한다.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한다.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   

              다.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정도를 평가  

             한다. 
지표 23.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한다.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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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

사유란
1 2 3 4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  

        바탕으로 대상자를 교육한다.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  

             한다.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지표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기준 7. 간호사에게 교육을 수행한다. 

지표 28. 병동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지표 29. 병동간호사를 교육한다. 

지표 30.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지표 31. 교육 효과를 평가한다.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지표 32. 환자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 지  

        식을 활용하여 환자, 의료진, 또는 시스템   

        관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돕는다.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  

          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지표 33.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자  

             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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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

사유란
1 2 3 4

지표 34.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대응  

             체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지표 35.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   

              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  

        환자를 치료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협동  

        한다.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 치료와 중재와 관련된 의  

            료진과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지표 36.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표 37.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악화환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지표 38.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지한  

              다.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 치료  

        에 대해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  

        리와 안전을 지지한다.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지표 39.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변화, 검   
              사, 시술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표 40.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 한다. 

지표 41 환자와 가족가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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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

사유란
1 2 3 4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최상의 근거수준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기준 13.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한다. 

지표 44.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지표 45.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  

              다. 
지표 46.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지표 47.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 후 결과를  

             평가한다.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  

        화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중재의 질  

        및 상급간호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의 질을 향  

          상시킨다. 
지표 48.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  

             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  

             한다.
지표 49.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한  

              다.
지표 50.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와   

              관련된 임상치료(실무)지침 또는 프  

              로토콜(알고리듬)개발과 수정에 참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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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다음 페이지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

사유란
1 2 3 4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  

           여 활동한다.

지표 51.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   

             다. 

지표 52. 전문인으로서 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  

             델이 된다. 

지표 53.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계와 관련  

             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련된 위기상태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과 기술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지표 54.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고 관리한  

              다.
지표 55.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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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설문지(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 특성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기재 또는 체크해 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2. 성별      1) 여자     2) 남자 

3. 최종학력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기타             

4. 소속된 의료기관의 형태와 병상 수 

 1) 3차병원(상급종합병원)      병상  2)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병상

 3) 기타       병상

5. 소속된 의료기관의 지역               

6. 직위      1) 전담간호사   2) 전문간호사   3) 기타            

7. 총임상경력           년            개월 

8. 신속대응팀 임상경력          년            개월  

9. 간호사(RN) 자격증 외 전문간호사 자격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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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업무활동 

저자(연도), 

나라, 

연구설계 

업무활동 

Alberto 

(2014)

Argentina,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고위험 환자 사정, 회진, 감시(surveillance), 중환자실 퇴실환  

  자 괸리, 병동 악화 환자의 치료 및 간호중재, 계획에 대해 상   

  의, 응급기도관리, 수액처방, 상처간호, 각종 시술, 통증관리, 임  

  종말기환자 관리

2. 교육: 환자와 가족를 지지하고 교육 수행
Arashin 

(2010)

USA,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신체검진, 자료 사정을 통해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사정  

  수행, 수집된 자료 해석, 환자사정 자료를 통합,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 원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의 즉  

  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료계획 수립.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중재 수행, 환자상태 및 중재결과 평가 

2. 교육: 병동의료진을 대상으로 악화 환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수행 

3. 윤리적 의사결정

   환자중심 치료, 환자의 요구, 권리 및 존엄성을 보장, 환자상   

   태, 계획 및 치료 및 간호중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4. 협동

   다른 의료진들과 그들의 역할 존중, 병동의료진과 환자 계획   

   과 치료에 대한 정보공유  
Benson 

(2008)

USA,

Case 

control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사전 예방적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자의 활력징후   

   검토, 자료분석, 간호회진수행, 집중감시, 약물처방, 진단적 검  

   사 처방 

2. 교육: 환자와 의료진에게 치료계획에 대한 교육 제공 

3. 협동: 악화환자에 대해 병동의료진과 정보공유, 병동 의료진의  

   의견 존중 

4. 근거기반실무 적용 

5. 리더쉽: 신속대응팀 활동 검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질향상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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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업무활동

        (계속) 
저자(연도), 

나라, 

연구설계 

업무활동 

Bouley 

(2011)

USA,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감시 및 필요한 검사 수행, 임종말기간호에 대한 상의

2. 윤리적 의사결정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치료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제공, 환자 및 가족에게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제  

  시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치료와 관련된 정보 공유 
Chaboyer 

(2004)

Australia,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과 환자상태 모니터링, 추적관찰, 병동 악화환자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치료계획 수립, 악화 환자의 상황에 따른  

  조기 중재 및 관리, 각종 시술과 검사 수행

2. 교육: 환자와 가족, 병동의료진을 지지하고 교육수행 

3. 협동: 병동 의료진과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공유

4. 자문: 악화 환자의 치료와 중재 결정에 대한 자문제공 

5. 리더쉽: 정책수립참여,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인적, 물적 자  

   원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Chan 

(2008)

USA, 

Cohort 

study 

Before 

after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검사 및 진단적 처치 처방, 병동 악화를 치료할 경우  

  기대되는 결과 판단(중환자실 치료 또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성). 다양한 중재수행(동맥혈 가스분석,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흡인, 패혈증 환자관리, 중심정맥관 삽입  

  등)

2. 교육: 병동의료진을 대상으로 악화환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수행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의 치료와 중재에 대해 상의 

4. 자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환자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환  

   자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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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업무활동

           (계속) 
저자(연도), 

나라, 

연구설계 

업무활동 

Eliott   

(2012)

Australia,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중환자실 퇴실환자관리,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신속하고 적절  

   한 중재 수행 

2. 교육: 환자와 가족 교육, 병동의료진을 대상으로 악화환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수행과 효과평가 

3. 상담: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제공 

4.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에 대한 의사소통 수행

5. 연구: 자료수집과 연구수행  

6. 리더쉽: 질향상 활동 수행 
Endacott 

(2006)

England, 

Descriptive 

cas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간호회진, 지속적 모니터링, 중환자실 퇴실환자 관리,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중재제공 

2. 교육: 환자와 가족 교육, 병동의료진을 대상으로 악화환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수행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에 대한 의사소통 수행

4. 연구: 자료수집, 공동연구수행, 독자적 연구수행 

5. 리더쉽: 구조실패 사례에 대해 벙동의료진에게 피드백 제공,    

   악화환자 치료에 대한 문제점 발견과 개선안 도출,  

Guirgis 

(2013)

USA, 

Before 

after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중재수행, 평가, 환자정보를 신속대응팀 기록지에 기  

   록

2. 교육: 환자와 의료진에게 교육 수행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협력적인 관계 구축 

4. 연구: 자료수집 

5. 리더쉽: 신속대응팀 활동 후 효과 평가, 임상지침 또는 알고리  

   듬 개발,  환자 질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여, 간호사의 역  

   할 모델로서 멘터 역할, 구조실패사례에 대해 병동의료진에게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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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업무활동

                       (계속) 
저자(연도), 

나라, 

연구설계 

업무활동 

Kapu

(2014)

USA,

Before 

after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계획, 진단, 중환자 치료, 흡인, 심폐소생술, 처치 및   

   시술, 검사수행, 약물요법, 수액요법, 혈액 투여, 심전도, 약물 및  

   진단적 검사 처방, 중환자실 전동여부 결정, 수액, 혈액, 검사    

   등과 같이 프로토콜에 의한 처방 수행, 환자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 

2. 교육: 간호사 및 가족 교육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에 대해 정보 공유,  환자치  

   료를 계획할 경우 협력적 관계구축 

4. 리더쉽: 악화환자 치료에 대한 업무 또는 치료과정에 대한 표준  

          화 

Mitchell 

(2014)

USA,

Before 

after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악화환자에 대한 사정과 적절한 중재제공 

2. 교육: 치료계획의 근거에 대해 가족와 병동의료진에게 교육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해 공유

4. 자문: 병동의료진에게 악화환자 치료에 대해 직접적 자문제공 

5. 리더쉽: 신속대응팀 위원회 개최, 질향상 위원회에 매년 마다     

   신속대응팀 활동결과 보고  

Morse 

(2006)

USA,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신체검진, 과거력 사정, 자료를 검토하고 과거 기록과 비교, 사   

   정된 자료를 토대로 진단수립, 검사처방, 중환자 치료 수행

2. 교육: 신규간호사를 지지하고 교육수행 

3. 자문: 환자의 상태에 대해 중환자 전문팀에게 자문의뢰 

4. 연구: 자료수집, 연구수행

5. 리더쉽: 환자 결과측정, 병동간호사의 멘토와 역할모델로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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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업무활동

               (계속) 
저자(연도), 

나라, 

연구설계 

업무활동 

Pedersen 

(2014)

New 

Zealand, 

Descriptive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중환자실 퇴실환자 관리, 환자사정,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적용   

   과 관리, 활력징후 측정 빈도 변경, 약물 조정, 응급기도관리 

2. 교육: 환자, 가족 및 병동의료진에게 교육수행,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평가 

3. 상담: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제공 

4. 자문: 악화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병동의료진에게 자문제공, 환자  

   상태에 대해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5. 연구: 자료수집, 연구수행, 연구결과 학회지 게재

6. 리더쉽: 정책개발에 참여, 치료의 질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Priestley 

(2004)

England,

RCT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간호회진, 치료계획 수립, 중환자실 입실여부 판단,    

   악화환자에게 적절한 중재 제공 

2.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해 정보 공유,     

   협력적 관계 구축 

3. 자문: 병동의료진에게 자문제공 

Repasky 

(2005)

USA,

Descriptive 

1. 전문적 간호실무

   환자사정, 비판적 의사결정, 심폐소생술, 호흡곤란 환자관리, 모  

   니터링 및 각종 처치 수행, 병원정책에 따라 의사와 상의 전에   

   먼저 수행할 수 있는 중재 수행(혈당측정, 저혈당 프로토콜 시   

   행, 혈압저하 환자에 대한 수액요법, 심전도 측정, 필요시        

   nitroglycerin 또는 nalaxone 투약 등)

2. 교육: 환자와 가족 교육, 병동의료진을 대상으로 악화환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수행과 효과 평가 

3. 자문: 병동의료진에게 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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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간호사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 업무활동

                 (계속) 
저자(연도), 

나라, 

연구설계 

업무활동 

Scott   

(2011)

USA

Before   

after study

1. 전문적 간호실무

   악화환자 선별 

2. 협동: 병동간호사와 환자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해 정보공유

3. 자문: 병동의사에게 악화환자 치료에 대한 자문제공

4. 리더쉽: 구조실패사례에 대해 병동의료진에게 피드백 제공

Smith   

(2017)

USA

Descriptive  

 

1. 전문적 간호실무

   선제적 간호회진(proactive rounding), 감시(surveillance), 

   활력징후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악화 고위험 조기에 선별, 악화   

   환자상태에 따른 프로토콜에 의한 중재 제공 

2. 교육과 상담: 병동간호사에게 교육과 상담제공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해 정보공유

4. 리더쉽: 구조실패사례에 대해 병동의료진에게 피드백 제공
Sonday 

(2010)

USA

Descriptive

1. 전문적 간호실무

  응급기도관리, 심폐소생술 리더, 악화환자 치료와 관련된 각종 처  

  치 수행 

2. 교육: 의료진에게 교육 수행 

3. 협동: 병동의료진과 협력적 관계 구축 

4. 리더쉽: 신속대응팀 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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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국내·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운영기관 벤치마킹 리스트 
(n=14)

No. 국 내  No. 국 외 

1 서울아산병원 8 Bronson Methodist Hospital 

2 서울대병원 9 Canada General Hospital

3 분당서울대병원 10 Chester County Hospital 

4 인하대학병원 11 Mayo Clinic Hospital
5 울산대학병원 12 Mid Cheshire Hospital

6 충남대병원 13 Mount Sinai Hospital

7 창원경상대병원 14 Southampton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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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국내 신속대응팀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n=7)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범위 

의료기관 형태 2차병원 1 (14.3)

 3차병원 6 (85.7)

의료기관 지역 서울 2 (42.8)

 경기도 1 (14.3)

 대전 1 (14.3)

 인천 1 (14.3)

 울산 1 (14.3)

 경상남도 1 (14.3)

병상 수 (병상) 1000 미만  3 (42.9) 931-2,700

 1000 이상 4 (57.1)  

신속대응팀 운영 1-2 1 (14.3)  2-10

3-4 3 (42.8)

5-6 2 (28.6)

9-10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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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국외 신속대응팀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n=7)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범위 

국가 미국 4 (57.1)

 영국 2 (28.6)

캐나다 1 (14.3)

병상 수 (병상) 1000 미만  2 (28.6) 300-1200

 1000 이상 5 (71.4)

신속대응팀 운영 3년 이상 7(100)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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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개인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11)

일반적 특성 구분 n (%) or 

Mean ± SD

Range  

(min-max) 
연령(세) 36.8±4.6 29-45

성별 남  2 (18.2)

 여  9 (81.8)

학력 학사  2 (18.2)

석사  7 (63.6)

기타(석사수료)  2 (18.2)

직위 전담간호사 10 (90.9)

전문간호사 1 (9.1)

총임상경력(년) 13.0±5.3 5.7-19.1

신속대응팀 전담간호사 근무경력 4.7±2.3 3-10.1

전문간호사 자격증 (유)  6 (54.5)

전문간호사 자격증 종류 중환자  4 (36.4)

응급 1 (9.1)

노인 1 (9.1)

현 근무기관 형태  3차 진료기관 8 (72.7)

2차 진료기관 3 (27.3)

병상 수(병상) 1249±605 586-2700

현 근무기관 지역 서울  5 (45.5)

경기도  2 (18.2)

대전광역시 1 (9.1)

인천광역시 1 (9.1)

울산광역시  1 (9.1)

경상남도 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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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개인면담 내용 분석 결과 
(n=11)

참여자의 진술 (빈도) 주제 빈도(%)

스크리닝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를 선

별(11), 선행적 간호회진 수행(11), 검사결과와 영상결과 

확인 및 해석(11),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11), 상급신체

사정 수행(11), 감별진단(11), 산소요법, 장비와 관련된 업

무(10), 심정지 환자관리(8), 패혈증 환자관리(5), 응급기

도관리(11), 중환자실 퇴실환자관리(10), 중재에 대한 효과

평가(10), 각종 검사보조, 동맥혈 체취(7), 위임된 동맥관 

삽입(3), 연명의료중단 계획 확인(6), 중환자 치료 후 중환

자실 입실 여부 계획(3)

전문적 

간호실무 

11(100)

병동 간호사에게 교육수행(11), 환자, 가족에게 교육 수행

(10), 교육 프로그램 개발(6), 교육 수행 후 효과 평가(4)

교육 11(100)

담당의사, 간호사에게 악화환자와 관련된 치료와 간호에 대

한 자문제공(11), 신속대응팀 업무와 관련하여 타부서에게 

자문제공(10), 필요한 경우 전문팀에게 환자상태 의뢰(4)

자문 11(100)

질향상 활동 수행(8), 신속대응팀 관련 지표관리(11), 원내 

심패소생술 지표 관리(8), 정규회의 시 신속대응팀 활동 보

고(8), 임상진료지침 개발참여(1), 신속대응팀 수가 개발에 

관련한 정책 참여(2),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용자

원 조정(6), 의료비품, 의료기기, 시설물의 관리, 점검 및 현

황 보고(10), 응급기구 세트 점검(11), 각종문서관리(11), 

스크리닝 전산 시스템 관리(8)

리더쉽 11(100)

환자상태에 대해 병동 간호사와 의사와 정보공유(10), 

병동의료진의 의사결정 존중(10) 

협동 10(90.9)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수행(8), 간호사에게 상담수행(3) 상담 8(72.7)

연구수행(6), 학회발표(6), 학회지 게재(3) 연구 6(54.5)

환자와 가족가 올바른 의사결정 하도록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4),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정보제공(3), 환

자의 의사와 권리를 지지하고 존중(3) 

윤리적 

의사결정 

4(36.4)

패혈증 환자를 치료할 때 최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고 결과 평가(1)

근거기반

실무 

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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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델파이 내용타당도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N=8)

일반적 특성 구분 Mean±SD or n (%) 최소~최대범위

연령(세) 40.6±5.0 36-50

성별 남  2 (25.0))

여 6 (75.0)

학력 석사 5 (62.5)

박사 3 (37.5)

현 근무기관 3차 진료기관  8 (100.0)

직위 전문간호사 5 (62.5)

교수(의사) 3 (37.5)

총임상경력(년) 17.5±3.9 13.1-25.0

신속대응팀 경력(년) 9.4±2.2 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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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a1st round,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이용함

(4점: 매우타당함, 3점: 타당함, 2점: 타당하지 않음, 1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실무를 제공한다. 

4.0 0.0 1.0

 기준 1. 병동 악화환자를 사정한다. 4.0 0.0 1.0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  

            한 포괄적인 자료 수집을 시  

            행한다.

3.9 0.4 1.0

 지표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4.0 0.0 1.0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 진단을 내린다. 

4.0 0.0 1.0

지표 3.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유사질

        환에 대해 감별진단을 내린다

3.8 0.5 1.0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진단을 도출한다. 

4.0 0.0 1.0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에 참여한다. 

3.8 0.5 1.0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3.9 0.4 1.0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와  

            치료 목표를 설정한다. 

3.9 0.4 1.0

지표 7. 병동 악화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계획한다. 

4.0 0.0 1.0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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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    

         인 간호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9.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중재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10. 산소요법 적용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11. 인공환기요법을 적용하고 관리  

             한다.

4.0 0.0 1.0

지표 12. 응급기도 환자를 관리한다. [문구수정]

응급기도관리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    

             한다. 

3.9 0.4 1.0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3.8 0.5 1.0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3.6 0.5 1.0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3.6 0.5 1.0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4.0 0.0 1.0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9 0.4 1.0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4.0 0.0 1.0

지표 23.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

4.0 0.0 1.0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  

             를 수정 보완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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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3.9 0.4 1.0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3.7 0.5 1.0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  

             도를 사정한다. 

3.6 0.5 1.0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3.6 0.5 1.0

지표 27. 교육 효과를 평가한다. 3.6 0.5 1.0

  기준 7. 간호사에게 교육을 수행한다. 4.0 0.0 1.0

[추가]

병동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 - -

지표 28. 병동간호사에게 병동 환자  

              의 악화상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한다.

[문구수정] 

병동간호사를 

교육한다. 

4.0 0.0 1.0

지표 29.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문구수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0 0.0 1.0

[추가]

교육 효과를 평가

한다. 

- - -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  

       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3.9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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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3.6 0.7 0.8

지표 30. 환자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3.6 0.7 0.8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 의  

        료진, 또는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돕는다.  

4.0 0.0 1.0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  

          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4.0 0.0 1.0

지표 31.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    

             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4.0 0.0 1.0

지표 32.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대응체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3.9 0.4 1.0

지표 33.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4.0 0.0 1.0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치료 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협동한  

         다.

4.0 0.0 1.0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 치료와 중재에   

           관련된 의료진과 협동관계를 구  

           축하고 유지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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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지표 34.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  

             료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한다. 

4.0 0.0 1.0

지표 35.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악화환  

             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36.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  

              를 유지한다. 

3.9 0.4 1.0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치료에 대해 윤리적 이슈를 확  

        인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  

        한다. 

4.0 0.0 1.0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4.0 0.0 1.0

지표 37.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   
              태 변화, 검사, 시술, 치료계  
              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3.8 0.5 1.0

지표 38.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한  

             다. 

4.0 0.0 1.0

지표 39. 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존중  

             한다. 

4.0 0.0 1.0

표준 7.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  

        적 자질을 도모한다.  

4.0 0.0 1.0

 기준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40.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  

              하고 수행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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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지표 41.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4.0 0.0 1.0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최상의 근  

        거수준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    

        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근  

        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4.0 0.0 1.0

 기준 13.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42.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3.9 0.4 1.0

지표 43.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다. 

4.0 0.0 1.0

지표 44.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  

             다. 

4.0 0.0 1.0

지표 45.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  

             후 결과를 평가한다. 

4.0 0.0 1.0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  

        와 간호중재의 질과 상급간호 실   

        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  

        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4.0 0.0 1.0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    

           의 질을 향상시킨다. 

4.0 0.0 1.0

지표 46.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  

             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  

             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4.0 0.0 1.0

지표 47.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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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직무표준(안)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변경내용 
1st rounda

Mean SD CVI 

지표 48.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   

              호중재와 관련된 임상치료   

              (실무)지침 또는 프로토콜   

              (알고리듬)개발과 수정에 참  

               여한다. 

4.0 0.0 1.0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활동한다.

4.0 0.0 1.0

지표 49.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  

             상시킨다. 

3.9 0.4 1.0

지표 50. 전문인으로서 병동 간호사의  

              역할모델이 된다. 

3.8 0.5 1.0

지표 51.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  

             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  

             립에 참여한다. 

3.9 0.4 1.0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련된 위기   

            상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52.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  

              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53.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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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2> 직무표준(안) 델파이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2nd  rounda

Mean SD CVI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   

        실무를 제공한다. 

4.0 0.0 1.0

 기준 1. 병동 악화환자를 사정한다. 4.0 0.0 1.0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수  

            집을 수행한다.

3.9 0.4 1.0

 지표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4.0 0.0 1.0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 진단을 내린다. 4.0 0.0 1.0

지표 3.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유사질환에 대해 감별진단  

            을 내린다

3.8 0.5 1.0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진단을 도출  

            한다. 

4.0 0.0 1.0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에 참여한다 3.8 0.5 1.0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3.9 0.4 1.0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 및 치료 목표를 설정한  

            다. 

3.9 0.4 1.0

지표 7. 병동 악화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계획한다. 

4.0 0.0 1.0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8 0.5 1.0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9.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중재를 수행  

            한다. 

4.0 0.0 1.0

지표 10. 산소요법 적용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11. 인공환기요법 적용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12. 응급기도관리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a2nd round,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이용함

(4점: 매우타당함, 3점: 타당함, 2점: 타당하지 않음, 1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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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2> 직무표준(안) 델파이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2nd  rounda

Mean SD CVI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한다. 3.9 0.4 1.0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3.8 0.5 1.0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3.6 0.5 1.0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3.6 0.5 1.0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4.0 0.0 1.0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9 0.4 1.0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4.0 0.0 1.0

지표 23.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 4.0 0.0 1.0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 보완한다. 4.0 0.0 1.0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바탕   

        으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3.9 0.4 1.0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3.7 0.5 1.0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3.6 0.5 1.0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3.6 0.5 1.0

지표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3.6 0.5 1.0

  기준 7. 간호사를 교육한다. 4.0 0.0 1.0

지표 28. 병동 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4.0 0.0 1.0

지표 29. 병동 간호사를 교육한다. 4.0 0.0 1.0

지표 30.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4.0 0.0 1.0

지표 31.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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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2> 직무표준(안) 델파이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2nd  rounda

Mean SD CVI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3.9 0.3 1.0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3.6 0.7 0.8

지표 32. 환자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3.6 0.7 0.8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활용하  

        여 환자, 의료진, 또는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돕는다.  

4.0 0.0 1.0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  

          을 의뢰한다. 

4.0 0.0 1.0

지표 33.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자문에 응한  

         다. 

4.0 0.0 1.0

지표 34.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대응체계에 대  

             한 자문에 응한다.

3.9 0.4 1.0

지표 35.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  

              한다.

4.0 0.0 1.0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치  

         료 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협동한다.

4.0 0.0 1.0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 치료와 중재와 관련된 의료진과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4.0 0.0 1.0

지표 36.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과 목표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한다. 

4.0 0.0 1.0

지표 37.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화환  

             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38.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지한다. 3.9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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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2> 직무표준(안) 델파이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2nd  rounda

Mean SD CVI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치료에 대해 윤  

        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    

        한다. 

4.0 0.0 1.0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4.0 0.0 1.0

지표 39. 환자 및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 검사, 시술,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8 0.5 1.0

지표 40.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 한다. 4.0 0.0 1.0

지표 41 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     

              할 권리를 존중한다. 

4.0 0.0 1.0

표준 7.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지속적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도모한다.  

4.0 0.0 1.0

 기준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42.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43.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4.0 0.0 1.0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  

        호중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최상의 근    

        거수준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  

        를 고려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4.0 0.0 1.0

 기준 13.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한다. 4.0 0.0 1.0

지표 44.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4.0 0.0 1.0

지표 45.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상의 근  

              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다. 

3.9 0.4 1.0

지표 46.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4.0 0.0 1.0

지표 47.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 후 결과를 평가한  

             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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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2> 직무표준(안) 델파이 2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2nd  rounda

Mean SD CVI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중재의 질과 상급간호 실무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4.0 0.0 1.0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킨다. 4.0 0.0 1.0

지표 48.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  

             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4.0 0.0 1.0

지표 49.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50.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 및 간호중재와 관련된 임  

             상치료(실무)지침 또는 프로토콜(알고리듬)개발  

             과 수정에 참여한다. 

4.0 0.0 1.0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4.0 0.0 1.0

지표 51.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3.9 0.4 1.0

지표 52. 전문인으로서 병동 간호사의 역할모델이 된다. 3.8 0.5 1.0

지표 53.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계와 관련된 보건   

             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3.9 0.4 1.0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련된 위기상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54.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인적, 물  

              적 자원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4.0 0.0 1.0

지표 55.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다. 4.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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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실무적합성 검증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2)

일반적 특성 구분 M±SD or n (%) 최소~최대범위

연령(세) 33.7± 4.4 27-45

성별 남 13 (21.0)

여 49 (79.0)

학력 학사 29 (46.8)

석사 16 (25.8)

기타(대학원 과정)  17 (27.4)

직위 전담간호사 52 (83.9)

전문간호사  9 (14.5)

수간호사 1 (1.6)

총임상경력(년) 10.3±4.7 2.0-19.2

5년 미만 8 (12.9)

5년~10년 미만 20 (32.3)

10년~15년 미만 22 (35.5)

15년 이상 12 (19.4)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 경력(년)

3.2±2.9 0.1-11.1

1년 미만 19 (30.6)

1년~3년 미만 15 (24.2)

3년~5년 미만 16 (25.8)

5년 이상 12 (19.4)

전문간호사 자격증(유) 24 (38.7)

현 근무기관 3차 진료기관 54 (87.1)

2차 진료기관 8 (12.9)

현 근무기관의 소재지 서울 27 (43.5)

경기도 8 (12.9)

인천 5 (8.1)

대전 3 (4.8)

울산 2 (3.2)

부산 5 (8.1)

경상남도 10 (16.1)

전라북도 1 (1.6)

충청북도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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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실무적합성 검증 결과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a 

(%) M±SD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를 대  

       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실무를  

       제공한다. 

100.0 3.9±0.4

 기준 1. 병동 악화환자를 사정한다. 100.0 3.9±0.3

 지표 1. 병동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수집  

            을 수행한다.

100.0 3.9±0.3

 지표 2. 병동 악화환자를 선별한다. 100.0 3.9±0.3

 기준 2. 사정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간호 진단을 내린다.  96.8 3.7±0.6

지표 3.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유사질환에 대해 감별진단  

            을 내린다

100.0 3.7±0.5

지표 4. 실제적, 잠재적 간호문제에 대해 간호진단을 도출  

            한다. 

 98.4 3.5±0.5

지표 5. 의사와 상의를 통해 의학적 진단 수립에 참여한다. 100.0 3.7±0.5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 계획을 수립한  

         다. 

 98.4 3.7±0.5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 및 치료 목표를 설정한  

            다. 

100.0 3.6±0.5

지표 7. 병동 악화환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계획한다. 

100.0 3.8±0.4

    지표 8.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100.0 3.6±0.5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100.0 3.8±0.4

지표 9.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중재를 수행  

            한다. 

100.0 3.9±0.3

지표 10.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100.0 3.9±0.3

지표 11. 인공환기요법을 적용하고 관리한다.  98.4 3.8±0.4

지표 12. 응급기도관리를 수행한다. 100.0 3.9±0.3

지표 13. 심정지 환자를 관리한다.  90.3 3.7±0.7

a실무적합성 

 4점:매우 적합함, 3점:적합함, 2점:적합하지 않음, 1점:전혀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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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실무적합성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a

(%) M±SD

지표 14. 패혈증 환자를 관리한다. 100.0 3.8±0.4

지표 15. 쇼크환자를 관리한다. 100.0 3.9±0.4

지표 16. 의식수준저하 환자를 관리한다. 100.0 3.8±0.4

지표 17.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관리한다.  98.4 3.7±0.5

지표 18. 약물요법을 수행한다.  96.8 3.6±0.6

지표 19. 진단적 검사를 수행한다.  96.8 3.5±0.6

지표 20. 처치와 시술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96.8 3.5±0.6

 기준 5. 치료와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100.0 3.8±0.4

지표 21. 치료와 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00.0 3.7±0.4

지표 22. 계획된 목표에 대해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100.0 3.7±0.5

지표 23. 치료 및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 100.0 3.7±0.5

지표 24.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보완  

             한다. 

100.0 3.7±0.4

표준 2. 교육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바  

        탕으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100.0 3.8±0.4

  기준 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93.5 3.5±0.6

지표 25. 환자 또는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91.9 3.4±0.6

지표 26. 환자 또는 가족을 교육한다.  91.9 3.5±0.6

지표 27. 교육효과를 평가한다.  91.9 3.3±0.7

  기준 7. 간호사를 교육한다.  98.4 3.7±0.5

지표 28. 병동 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98.4 3.6±0.5

지표 29. 병동 간호사를 교육한다.  98.4 3.7±0.5

지표 30.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95.2 3.5±0.6

지표 31. 교육 효과를 평가한다.  93.5 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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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실무적합성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a

(%) M±SD

표준 3. 상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대상자를 파악  

        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98.4 3.6±0.5

  기준 8. 대상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91.9 3.5±0.6

지표 32. 환자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91.9 3.5±0.7

표준 4. 자문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활  

        용하여 환자, 의료진, 또는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돕는다.  

100.0 3.7±0.4

  기준 9.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100.0 3.7±0.5

지표 33. 의료진에게 병동 악화환자에 대한 자문에 응  

             한다. 

100.0 3.8±0.4

지표 34. 타부서 또는 타의료기관에게 신속대응체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00.0 3.7±0.5

지표 35. 병동 악화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  

              문을 의뢰한다.

100.0 3.7±0.5

표준 5. 협동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치료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협동한다.

100.0 3.9±0.3

  기준 10. 병동 악화환자 치료와 중재와 관련된 의료진   

            과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100.0 3.9±0.3

지표 36. 병동의료진과 환자상태와 치료계획 및 목표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100.0 3.9±0.3

지표 37. 병동의료진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화환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100.0 0.9±0.3

지표 38. 신속대응팀 의사와 협동관계를 유지한다. 100.0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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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실무적합성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a

(%) M±SD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 치료에 대  

        해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한다. 

100.0 3.8±0.4

  기준 11.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100.0 3.7±0.4

지표 39.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변화, 검사, 시  
             술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00.0 3.7±0.5

지표 40.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존중한다. 100.0 3.7±0.5

지표 41 환자와 가족가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  

             할 권리를 존중한다. 

100.0 3.8±0.4

표준 7. 연구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지  

        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도모한다.  

 98.4 3.6±0.6

 기준 12.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98.4 3.5±0.6

지표 42.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98.4 3.5±0.6

지표 43.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98.4 3.5±0.6

표준 8.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최상의  

        근거수준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합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다. 

100.0 3.7±0.5

 기준 13.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한다. 100.0 3.6±0.5

지표 44. 최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100.0 3.7±0.5

지표 45.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다. 

100.0 3.7±0.5

지표 46.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100.0 3.7±0.5

지표 47.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 후 결과를 평가  

             한다. 

100.0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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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실무적합성 검증 결과(계속) 

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실무적합성a

(%) M±SD

표준 9. 리더쉽 

        간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는 병동 악화환자  

        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중재의 질 및 상급간호  

        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  

        을 발휘한다. 

100.0 3.8±0.4

 기준 14.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킨  

           다. 

100.0 3.8±0.4

지표 48. 환자안전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100.0 3.7±0.4

지표 49. 신속대응팀 활동 평가 지표를 관리한다. 100.0 3.8±0.4

지표 50. 병동 악화환자의 치료와 간호중재와 관련된  

              임상치료(실무)지침 또는 프로토콜(알고리  

              듬)개발과 수정에 참여한다. 

100.0 3.7±0.5

 기준 15.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활동  

           한다.

100.0 3.8±0.4

지표 51.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100.0 3.8±0.4

지표 52. 전문인으로서 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델이 된  

             다. 

100.0 3.8±0.4

지표 53. 병동 악화환자와 신속대응체계와 관련된 보  

              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100.0 3.6±0.8

  기준 16. 병동 악화환자와 관련된 위기상태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조  

           정하고 관리한다. 

100.0 3.7±0.5

지표 54. 병동 악화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100.0 3.6±0.5

지표 55. 비품약품, 의료기기, 문서를 관리한다. 100.0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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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for Nurse-Led 

Rapid Response Teams 

                                                 Lee, Ju Ry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The nurse-led Rapid Response Teams (RRTs) should 

identify their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and develop job standards that 

would ensure desired working levels and demonstrate their performance in a 

new area of expertise necessitated by chang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However, no job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AIM: This study’s purpose was to identify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and 

develop job standards to ensure the desired working level of nurse-led 

RRTs  and to lay the basis for task evaluation.    

METHOD: This methodological study identified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led RRTs through literature reviews, benchmarking of 

domestic and foreign nurse-led RRT institutions, and personal interviews 

with team leaders of nurse-led RRTs. Based on identified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draft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were developed, and their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using the Delphi method. Sixty-two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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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ational Nurse-Led RRTs were tested for practical suitability. 

RESULTS: Fifty-six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were identified for 

nurse-led RRTs in the following nine core competency areas: advanc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consultation, collaboration, ethical 

decision-making, research,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The 

practical suitability verification of the nurse-led RRTs showed that all items 

in the draft job standards were more than 90% suitable. Finally, job 

standards comprising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nurse-led RRTs.

CONCLUSION; The finalized job standards will be used as guidelines for 

nurses who will work in nurse-led RRTs in the future, and will serve as 

basic data to secure the desired level of nursing and assess the nursing 

quality. It is also likely serve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nurse-led RRT 

curriculu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s should be actively used to 

verify the nursing sensitive outcomes in the future.     

                                            

Keyword: Standards, nurse specialists, hospital rapid response team,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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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Rapid Response Team (RRT) was introduced for the early detection 

of deterioration of ward patients and to provide timely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events such as unplanned intensive care unit (ICU) 

admissions, in-hospital mortality, and cardiac arrests (Deveta et al., 2006). 

In a nurse-led RRT, the team leader (a nurse), receives a primary call from 

the ward staff in cases of patient deterioration, and provides appropriate 

interventions (Jenkins & Lindsey, 2010; Repasky & Pfeil, 2005). Such teams 

provide advanced clinical nursing practice for deteriorating ward patients,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patients and ward staff, constructive feedback 

on failure to rescue cases, and also work toward improving the quality of 

patient care (Benson, Mitchell, Link, Carlson, & Fisher, 2008).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ported that nurse-led RRT models reduce patient 

mortality (Benson, Mitchell, Link, Carlson, & Fisher, 2008).

    In 2008, the RRT was first introduced as a team consisting of doctors 

and clinical nurse specialists at tertiary hospitals in Seoul - Korea, that 

currently has RRTs in 23 medical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Lee & 

Choi, 2014). As interest in patient safety has now increas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developed a medical insurance fee for RRTs to 

enhance the safety of hospitalized patien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The RRT pilot project 

implemented from April 2019, stipulated three types of groups based on 

personnel and equipment, for which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differentially. The presence of a dedicated nurse in the RRT is the 

prerequisite for the three groups. While the first group has a dedicated 

physician and nurse, the second and third groups have only a 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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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ment No. 2019-223, 2019). 

The number of hospitals operating RRTs and the role of nurses in the RRT 

are therefore, both expected to increase.

    The RRT model’s effectiveness has not been evaluated in Korea. To 

establish a standard RRT model suitable for the healthcare environment in 

Korea, members’ roles and qualif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Job standards provide a basi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work by 

defining the expected roles, objectives, and job scope criteria for performing 

roles in the workplace (ANA, 1998). The absence of job standards can lead 

to overlapping roles or conflicts between tasks and work, as well as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nursing (Huang et al., 2009). Therefore, for the 

RRT nurses to demonstrate outcomes and obtain institutional placement, it is 

necessary to first develop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for general nurses, after considering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Korean healthcare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that would ensure that the RRT nurses have the desired level of 

practice and professionalism.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s conceptual framework is based on Hamric’s model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2013) (Figure 1), that we integrated with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on the duties and core competencies of the 

RRT nurses, and the scope and standard(s) for advanced practice nursing 

work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KNA, 2012). Consequently, the 

nine core competencies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educa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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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ollaboration, leadership, evidence-based practice, research, and 

ethical decision making were derived (Figure 2).

  

METHODS 

    This study used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develop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by identifying their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ese job 

standards wer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used by the International 

Nursing Council (ICN) (KNA, 2003) for developing job standards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The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for RRT nurses 

was conducted in two steps. The specific research procedures and strategies 

for each step are shown in Figure 3. 

    

Step 1. Identification of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in nurse-led 

RRTs

    To develop job standards, a clear definition of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must exist (KNA, 2003). 

Currently, role definitions and job analyses have not been performed for 

nurses in nurse-led RRTs. Hence,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of these 

nurses were identifi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g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RRT nurses’ job description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RRT nurses. We integrated and eliminated duplicates identified 

using multiple methods, and the final identified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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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lassified into nine core competencies that constitut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1.1 Identification of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in nurse-led RRT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the roles and duties of RRT nurses in previous studies, we 

conducte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electronic databases used for 

literature search were PubMed, Cochrane library,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cy (CINAHL), Google scan, KoreaMed, and 

Relational Inquiry and Storage System (RISS).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and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PQDT) Global were searched for grey literature and hand-searched by 

checking additional reference lists. The literature was also retrieved from 

sites like the KNA, the American Nursing Association (ANA), the British 

Nursing Association, the Australian Nursing Association, and other 

associations of nursing professionals. 

The search terms included controlled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erms for the PubMed database, with Emtree and free-text terms for the 

EMBASE database. The search strategy was customized for each database 

using the appropriate controlled vocabulary that was associated with the 

search terms (Appendices 1-1, 1-2)

Published languages were limited to English and Korean, and the year of 

publication was set from January 1, 1990 (implementation of the first RRT) 

to December 28, 2018. The types of literature encompassed both original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 well a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descriptive studies, books, and editorials. According to the 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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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of this study, the literature for analysis should describe the 

nurses’ competencies in nurse-led RRTs as well as their role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 detail. Therefore, it excluded studies that did not identify 

the roles of nurses or described only the effects of certain interventions. 

The specific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is shown in Appendix 2.

1.2 Identification of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in nurse-led      

     RRTs through benchmarking of domestic and foreign nurse-led RRT     

     organizations

To identify the roles and determine the existence of job descriptions for 

nurses in nurse-led RRT hospitals operating in Korea, the nurse team 

leaders from 19 hospitals as on November 2018 were contacted via mail or 

phone and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hospital's documented 

job description data was collected through e-mail from November 15 to 

November 30, 2018. Similarly, to investigate the role of nurses in the 

overseas nurse-led RRTs, nurses from 12 foreign hospitals were requested 

for data on their job descriptions afte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hrough e-mail.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1 to 

December 30, 2018. The documents on job descriptions of nurses in various 

the nurse-led RRT hospitals were integrated into common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e job description contents were then divided into nine 

core competencies, that constitute the conceptual basis of this study.

1.3 Identification of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in nurse-led      

     RRTs in Korea 



- 151 -

Since there is no literature on the roles and duties of nurses in the 

nurse-led RRTs in Korea, we conducted our job analysis using the personal 

interview method . that involved visiting and interviewing highly skilled 

personnel regarding their respective tasks. The intentional extraction method 

was used to select individuals known to have the expertise desired by the 

researchers.

The participants in the personal interview were nurses and team leaders 

with RRT experience exceeding three years in nurse-led RRTs. After the 

researchers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study to the participants, they 

confirm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and obtained consent.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during January 4 to 

January 30, 2019. To build a rapport with the study participants,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iew, the researchers shared how they had developed 

interest in the subject. 

During the personal interviews, the researchers asked questions to banish 

their preconceptions or prejudices. The interview began with the researcher 

posing an open question such as, "Please tell me, what nursing activities or 

roles you have been playing as a RRT nurse," and paying attention to the 

participants' language and wording. The incidental question was, "What are 

some activities that you don't actually do but think are necessar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an enclosed area (such as a conference room in 

a hospital) where participants were assured of privacy. They were 

encouraged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feel comfortable, and comment 

as freely as possible. To ensure accuracy of the data,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simultaneously recorded with the interviewee’s consent. 

These meetings took about 45 minutes to an hour. The data collection lasted 

until it was determined that no new data were available an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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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fully expressed. Information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was confirmed by phone or e-mail after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a method that uses inductive 

analysis to identify topics or repetitive patterns, and interprets text content 

subjectively through a systematic classification process (Hsieh & Shannon, 

2005). When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or existing theories on phenomena 

to be explored, this method is very effective for efficiently classifying large 

quantities of data for clear research purposes and eliciting categories of 

similar meanings (Hsieh & Shannon, 2005; Sandlowski, 2000). Since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duties and roles of nurses in nurse-led RRTs 

in Korea,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suitable for this study. The 

specific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dures are as follows. 1)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RRT nurses, which i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nine areas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consultation, collaboration, research, evidence-based practice, 

ethical decision-making, and leadership were established. 2) While 

repeatedly reading the statements of those who answered the open questions 

by category, the sentences were coded based on an analysis of only the 

duties and roles of the nurses. 3) Similar contents were classified in 

meaningful expressions and common themes were identified. 4) 

Participants’ statements were used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common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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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of nurse-led RRTs

2.1 Development of draft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Based on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identified in 

Step 1, draft job standards comprising standards, criteria, and indicators 

were developed. These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a statement based on 

the nine core competencies of nurses in nurse-led RRTs, that form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2 Content validity of draft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The experts’ content validation was verified using the Delphi method, 

followed by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verify the contents 

of the draft standards. A panel of experts were provided drafts of standards 

(definitions), criteria, and indicators, and the content validity for each was 

assessed using a four-point Likert scale (4: very valid, 3: valid, 2: not 

entirely valid, and 1: not at all valid). It was also requested that each draft 

item ( standards, criteria, and indicators) should be freely recorded along 

with opinions on classification and statements that need to be corrected or 

have problems. It was also required to describe alternatives for answers like 

"unreasonable" and "not entirely valid” (Appendix 3). The content validity 

was considered reasonable when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was 0.8 

or higher (Lynn, 1986; Hassa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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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erification of the practical suitability for draft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A verification of the practical suitability was conducted for the draft job 

standards whose criteria and indicators had already been verified for content 

validity. Sixty-two dedicated or clinical nurse specialists actually working in 

RRTs at 19 of the 21 hospitals nationwide (excluding two hospitals not 

exclusively dedicated to nurses), participated in the verification of practical 

compatibility. They assessed each criteria’s practical suitability using a 

four-point Likert scale with as 4 points for very suitable, 3 points for 

suitable, 2 points for not suitable, and 1 point for not suitable at all. The 

data was distributed and retrieved via e-mail with the participants’ consent. 

A total of 6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with a 100 % response rate 

during April 20 to May 10, 2019.

2.4 Confirmation of nurse’s final job standards in nurse-led RRTs

 The final job standards were finalized based on the verification of 

practical suitability results.

RESULTS 

A. Result of identification of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Fifty-four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were found in 

literature, 101 through benchmarking of domestic and foreign nurs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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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Ts, and 55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nurse-led RRT 

nurses, yielding a total of 210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After excluding 

154 duplicate items <Table 2> from the above total, 56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were identified and divided into the final nine areas. From these 56 

activities, prescription related ones, applicable only to foreign RRT nurses’ 

duties, and which are not legally enforced in the Korean healthcare 

environment were excluded from the job standard development.

B.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of nurse-led RRTs

1. Development of the draft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The 16 draft criteria were developed focusing on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at could evaluate the achievement of the draft standards. The 53 

draft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evaluate the attainment of the draft 

developed criteria (Table 3). 

2. Result of content validity of draft job standard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t panels. 

 The panel of 8 experts who validated the contents consisted of 6 

women and 2 men with an average age of 40.6 years, and included 3 

professors and 5 clinical nurse specialists. Their final academic achievements 

comprised 3 doctorates and 5 master’s degrees. The average total clinical 

career of the expert panel and the RRTs was 17.5 years and 9.4 months, 

respectively <Appendi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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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ults of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The draft job standards developed through the second round of 

verification and with a CVI of 0.8 or higher were examined by an expert 

panel, who approved a final set of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The set draft job standards were confirmed, and their specific 

contents have been listed in Appendix 11-1 and 2.

3. Results of the practical suitability test of the nurses’ draft job standards 

in nurse-led RRTs.

 This study used fieldwork to test the draft job standards of nurse-led 

RRTs identified through the validation of the content by expert groups. The 

specific results are shown in Appendix 14.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listed in Appendix 

13. The average age was 33.7 years, with 13 men (21.0 %) and 49 women 

(79.0 %). Their final academic achievements were 29 bachelor’s degree 

(46.8%), 16 master’s (25.8 %), and 46 graduate courses (27.4%). The 

average total clinical experience at medical institutions was 10.3 years, with 

35.5 % of them having 10 to 15 years or less. the average clinical career of 

RRT nurses was 3.2 years, with 30.6 % having less than a year’s clinic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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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ults of a practical suitability analysis of the draft job standards

 The analysis of practical suitability showed that the conformity of 

practice of all items in the drafts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was 90% or mor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1) Results for draft standards 

 Based on conformity analysis with the draft standards, the average 

practical suitability of the nine standards was 99.6%, ranging from a 

minimum of 98.4% to a maximum of 100%. Standards with 100% practical 

suitability were: advanc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collaboration, ethical decision-making,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The standards with the highest average scores for practical 

suitability were advanced nursing practice (3.9±0.3) and collaboration 

(3.9±0.3), followed by education (3.8±0.4), ethical decision making 

(3.8±0.4), and leadership (3.8±0.4). Counseling (3.6 ± 0.5) and research 

(3.6 ± 0.5) had the lowest average practical suitability score with 98.4% 

practical suitability. 

(2) Results for draft criteria; 

 An analysis of practical suitability of the 16 draft criteria yielded an 

average practical suitability of 99.0%, ranging from 91.9% to 100%. Ten 

criteria out of the 16, had the highest practical suitability (draft) of which 

the average practical conformity score was highest, particularly in criteria 1 

“Assessing the deteriorating ward patients” (3.9 ± 0.3) and criteri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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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medical team involved in 

treating and mediating the deteriorating ward patients” (3.9 ± 0.3). 

(3) Results for draft indica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actical suitability on draft indicators, the 

average practical suitability of the 55 indicators was 98.7%, ranging from 

91.9% to 100%. A total of 38 draft indicators had 100% practicality, and the 

average score of the most practical index was 3.9 ± 0.3 for the following 

specific draft indicators: 

Indicator 1,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is carried out for patients at 

high risk of deterioration in the ward”; Indicator 9, “Patients with dyspnea

—provide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nursing”; Indicator 10, “Operating 

and administering oxygen therapy”; 12, “Conducting emergency airway 

management”; Indicator 15, “Care of shock patients”; Indicator 36, 

“Sharing information on patients’ condition and treatment drafts and goals 

with the ward medical team”; Indicator 37, “Cooperating with the RRT 

doctors by establishing a task collaboration system”; and Indicator 38, 

“Working with the hospital staff.” Among the 17 items that did not score 

100%, the draft indicator with the lowest average practical suitability was 

indicator 27, “Evaluation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3.3±0.7 and 91.9 

%).

4. Confirmation of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The verification of the practical suitability of the draft job standards of 

nurse-led RRTs revealed that the conformity of practice was 90%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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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ll the questions on the drafts of the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Since the nurses’ draft job standards in the developed nurse-led 

RRTs was deemed suitable for practice, these were finalized, according to 

the original draft <Table 4>.

DISCUSSION 

 This methodological study to develop job standards for RRT nurses was 

first tried in Korea. It attempted to identify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develop appropriate job standards, present desirable working 

levels, and lay the basis for future practical application and task assessment. 

Based on this research, 56 tasks were identified in nine areas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nsultation, collaboration, counseling, ethical 

decision-making, leadership,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 and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consisting of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were developed. Specific discussion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Identification of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led R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nurses in nurse-led RRTs 

performed their work in the areas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assessment, 

diagnosis, planning, performance, and evaluation), education, consultation, 

counseling,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including 

quality improvement, resource management, change promotion, and role 

models). While in foreign countries, RRT nurses serve as acute car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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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tioners or clinical nurse practitioners (Benson et al., 2008; Guirgis et 

al., 2013; Jenkins & Lindsey, 2010; Kapu et al., 2014; Piers, 2016), in 

Korea, they are not classified into specific areas of expertise. Kwon (2003) 

stated that domestic advanced practice nurses performed all five subordinate 

roles in direct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nsultation and collaboration, 

research, and administration, although their nursing activities varied in 

different areas (Kwon et al., 2003). The KNA’s Activity Report (2012), 

that defined the scope of duties of 13 advanced practice nurses to secure 

their legal status, reported the scop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duties in 

assessment, clinical decisions (including nursing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plan, treatment and interventions (including emergency situation 

management), evaluation, quality of advanced practice, education, 

collaboration, ethics, environmental and resource management, and research. 

The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presented in this study include the 

entire scope of domestic advanced practice nurses'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and have been added to the 

evidence-based practice and ethical decision-making areas. In particular,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in the area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critical and emergency advanced practice nurses in 13 areas of 

domestic advanced practice nurses. 

    The results are in the same context as the RRT nurses in the pilot 

project related to the RRT insuranc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9. designating the RRT nurses’ qualifications as those 

with more than three years’ experience in an ICU or emergency room or 

those licensed as critical care or emergency advanced practice nurses. 

However,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at differed from those of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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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nurses in th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were screening 

deteriorating ward patients, proactive rounding, and care of patients 

discharged from ICUs. The RRT is a newly launched specialized area, that 

follow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13 areas in Korea,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adverse events such as unplanned ICU 

admissions, cardiac arrests, and hospital death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timely interventions for deteriorating ward patients (Devita et al., 2017). It 

is therefore, believed that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leading 

RRTs are more preventive than those of other advanced practice nurses.

Our study revealed that domestic and foreign nurse-led RRTs performed 

different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such as the screening of deteriorating 

ward patients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prescribing practices. To 

improve the outcomes of deteriorating ward patients, it is most important for 

the hospital staff to recognize the deteriorating symptoms at an early stage 

and call the RRT on time (Devita et al., 2017). Foreign countries’ RRT call 

criteria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eteriorating patients, and a 

system is established that requires mandatory RRT calls in the event of a 

deterioration patient who is satisfied with the ward’s RRT call criteria 

(Devita et al., 2017). Buist et al (2002) clarified that ward doctors were 

negative about mandatory RRT calls, and not about providing primary 

treatment to deteriorating ward patients (Buist et al., 2002). Many previous 

studies had reported that even the ward nurses were reluctant to make the 

mandatory RRT call without instructions from the ward doctor, when patients 

deteriorate (Foraida et al., 2003; Thomas, VanOyen Force, Rasmussen, Dodd, 

& Whildin, 2007). Therefore,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Korea, a 

screening system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s) was adopted 

rather than a system of mandatory RRT calls, when patient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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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s. This is a hospital ward high-risk patient screening system consisting 

of early recognition of abnormal vital signs through laboratory results by 

RRT nurses, who primarily select deteriorating patients through electronic 

screening, and conduct pre-emptive interventions such as proactive 

rounding, physical examinations, laboratory tests at patients’ bed side, 

consultation with ICU physicians, etc., if necessary (Huh et al., 2013). Hu et 

al. (2014) reported that the clinical nurse specialists’ preemptive 

intervention of screening improves patient outcomes. Hence, the task of 

screening deteriorating ward patients is one of the important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at differentiates domestic nurse-led RRTs in Korea from 

those in foreign countries.

    Another differentiation revealed by our study was that since most 

foreign nurse-led RRTs had prescription rights as advanced practice nurses, 

they could provide timely interventions when a ward patient’s condition 

deteriorated (Jenkins & Lindsey, 2010; Repasky & Pfeil, 2005; Sonda, 

Grecsek, & Casino, 2010; Wilson, 2018). Many foreign hospitals operating 

nurse-led RRTs are expanding their nurses’ authority by enforcing 

protocols like prescription rights to identify the deteriorating condition of 

patients early, and provide timely interventions (Devita et al., 2017; Guirgis 

et al., 2013; Kapu et al., 2014; Pedersen et al., 2016). For example, in the 

case of dyspnea patients, RRT nurses can prescribe laboratory tests such as 

arterial blood gas analysis and chest X-rays, identify the cause through a 

physical examination, administer or adjust oxygen flow rates as necessitated 

by the patient's condition, and prescribe inhalants or drugs for reducing 

dyspnea. To facilitate timely initial interventions without delay when ward 

patients’ condition deteriorates, RRT nurses are also provided with specific 

treatment protocols or algorithms in situations such as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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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level, chest pain, seizures, shock etc., and their authority to 

make these prescriptions is legally guaranteed (Devita et al., 2017). 

Domestic RRT nur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patient outcomes 

by early recognition of abnormal vital signs and deterioration through a 

screening system that includes laboratory results (Huh et al., 2014). 

However, RRT nurses in Korea do not have legal prescription rights Nurses 

from the domestic RRT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patient's 

outcomes by early recognition of the patient’s deteriorated condition 

through a screening system consisting of abnormal vital signs or laboratory 

results (Huh et al., 2014). However, nurses in the domestic Nurse-led 

RRTs currently do not have the right to prescribe or specific treatment 

protocols applicable to patients’ deteriorating situations. Consequently, 

interventions to deteriorating patients could be delayed, resulting in adverse 

events such as cardiac arrests or in-hospital deaths. Therefore, to 

successfully improve patient outcomes, it is believed that legal authority for 

prescriptions and treatments that can be implemented under the protocol and 

the expanded authority in the tasks of RRT nurses should be guaranteed.

B. The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for nurse-led RRTs

    Nurse-led RRTs being a new professional area in Korea, first introduced 

in 2008, this study integrated the Hamric model of advanced practice 

nurses’ core competencie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RRT nurses’ 

roles, duties, core competencies, and job scope; and standard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presented by KNA (2012). to derive core competency 

standards for RRT nurses' practice in Korea. As a result, the following nine 

core competences were derived: advanc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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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ling, consultation, collaboration, leadership, evidence-based practice, 

research,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re competencies are critical contributors of performance among 

several competency factors. Hence it was recommended to develop job 

standard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professional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Gardner, Carrier, Gardner, & Dunn, 

2006). ANA’s nursing standards are split into practice standards for 

nursing practice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standards based on advanced 

practice nurses’ core competencies (ANA, 2010). Campo et al. (2016) 

developed standards of practice for emergency nurse practitioners based on 

core competencies, scope, and ANA’s practice standards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USA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Nursing 

Associations considered their respective countries’ health and medical 

environments, and developed competency standards for standardizing their 

common advanced practice nurses’ roles and practices.. They conducted 

research on the competency standards to develop job standards(Gardner, 

Carryer, Gardner, & Dunn, 2006), that have been used to develop standards 

for advanced practice-based nurse-counselors in Australian (Fry et al., 

2013). It can be confirmed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 job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core competen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area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s shown in 

this study.

    In our study, advanced nursing practice and collaboration received the 

highest scores in the practical suitability test of the draft job standards for 

nurses in the national nurse-led RRTs. Hamric et al (2013) too, 

corroborated that advanced nursing practice was the most important core 

competency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Similarly our study too,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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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that advanced nursing practice is the most central among the 9 

core competences for domestic nurse-led RRTs, and essential in their job 

as advanced practice nurse. Another standard with the highest practicality 

score was collaboration.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medical staff impact patient outcomes. Since nurse-led 

RRTs are operated and evaluated within a hospital's organizational culture, 

collaboration between the hospital's support services and the medical staff 

are important for their success (Devita et al., 2017; Simmonds, 2005). 

Devita et al (2017) stated that in order to improve collaboration with the 

hospital staff, RRT nurses should share with ward staff information on 

treatment plan and goals,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work system to 

perform actual duties for patients whose conditions have deteriorated. It also 

highlighted the need for non-technical skills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and leadership (Devita et al., 2017). Therefore, the nurse-led RRTs should 

strive to evaluate and improve non-technical skills (Devita et al., 2017). Our 

study’s practical compatibility verification evaluated practitioners’ 

subjective thinking through a questionnaire using a 4-point Likert scale. 

Further research will therefore be needed to ascertain the extent to which 

job standards developed in practice are actually being implemented in clinical 

practice for nurse-led RRTs.

    As a result of our study, domestic RRTs nurse perform dutie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would require core competencies to 

successfully perform their duties. However, the current qualifications of RRT 

nurses in Korea vary according to hospital. Kim (1994) argued that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to play the desired role, they must meet other 

professionals’ standards in every respect, including education level and 

experience. For example, in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 166 -

advanced practice nurses must possess a master's degree or equivalent 

qualifications (Kim, 1994). Devita et al. (2017) highlighted that for RRT 

nurses to successfully perform their role of improving the outcomes of ward 

patients who are deteriorating,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ir core competencies,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education(Devita et al., 2017). The core competences 

required for successfully performing advanced practice nurses’ duties 

cannot be accomplished in a short time but can be improved through 

advanced training; systematic, intensive, and planned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Hamric & Cross, 1988). Therefore, domestic RRT nurses will 

also need to make efforts to augment their qualifications and improve their 

core capabilities as advanced practice nurses.

    In our study, the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job standards included 

RRT doctors but they were a small minority, and only RRT nurses were 

included in the practical suitability verification.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RRT nurses’ job standards in clin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for 

experts, including doctors, nurse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o work together in hospitals to arrive at a consensus through public 

hearings. Despite such limitations, our study is the first to develop job 

standards for nurses in domestic nurse-led RRTs, and it is significant in 

identifying the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RRT nurses and developing 

job standards for desirable working levels that will provide evidence for 

future practical application and job evaluation. 

The significance of nursing practice, research, and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 167 -

1) Nursing practice aspec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improve nursing quality and secure 

expertise regarding deteriorating ward patients by presenting a desirable 

working level of RRT nurses by identifying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and 

developing task standards based on them. The job standards for RRT nurses 

could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new as well as existing RRT nurses 

when performing professional and effective nursing. It will also serve as 

basic data for nursing practices in various situations, such as job skills, 

preparation of task instructions, manpower supply, and evaluation of RRT 

nurses in various hospital environments. Currently, RRT nurses work under 

a variety of titles, including clinical nurse specialty, dedicated nurses, and 

general nurses, depending on the hospital, and their competencies vary. This 

study could provide basic data in preparing the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s 

of nurses in RRTs by developing job standards based on the necessary core 

competencies for RRT nurses.

2) Nursing education aspects 

    Our study developed job standards for nurses in nurse-led RRT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ir core competencies. For RRT nurses to 

manage high risk patients and provide appropriate intervention to ward 

patients who are deteriorating, they should have knowledge of basic skills 

such as physical examinations, as well as core competencies pertaining to 

their jobs. The job standards of RRT nurses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identify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to perform their duties and could 

serve as a basis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i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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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ies.

3) Nursing research aspects 

    Clinical knowledge needs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medical sites 

through evidence-based practice, and the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care 

provi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health 

care personnel by conducting specific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and role 

of nursing provided by professional care providers. In foreign countries, role 

efficiency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nurses to stabilize and spread the professional nursing care 

system. While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professional 

nursing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performance and cost effectivenes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Korea. 

Therefore, our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studies on the nursing 

sensitivity outcomes of RRT nurses in deteriorating ward patients by 

identifying the role of the RRT nurses and presenting job standards. This, 

along with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iciency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tual value of professional nurses within the 

hospital population, and ensure nursing insurance.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RT nurses’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and develop job standards for improving the nursing 

quality of deteriorating ward patients by providing the desired practice level 

in RRT nurses, along with evidence for ta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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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thodological study identified RRT nurses’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enchmarking of institutions 

that operate domestic and foreign nurse-led RRTs, and personal interviews 

with nurse leaders in domestic RRTs. Based on identified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the draft job standards were developed, and the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using the Delphi method, and 62 nurses from nurse-led RRTs 

were tested for practical compati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ifty-six duties and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in the nurse-led RRTs 

were identified in nine areas corresponding to the nine core competencies 

required to carry out advanc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consultation, collaboration, ethical decision-making, research,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2. The draft job standards for RRT nurses finally comprised of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through a two-round Delphi process.

3. The practical suitability verification of the nurse-led RRTs showed that 

all items in the draft job standards were more than 90% suitable. 

4. Finally, job standards comprising 9 standards, 16 criteria, and 55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nurse-led RRTs.

    These job standards will be used as: guidelines for nurses who will 

work as RRTs nurse in the future, basic data to secure the desired level of 

nursing, and to evaluate the quality of nursing in the nurse-led RRT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training courses for RRT nurses can be used as basic 

data. Based on the job standard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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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udies are suggested: First, future research on the extent to which 

the job standard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actually being implemented at 

clinical sites; Second, research studie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nurse-led RRTs by comparing results related to patient outcomes and 

satisfaction with the ward,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of the nurse-led 

RRTs, particularly in hospitals where it has recently been started; Third, 

being a methodological study, it proposes a follow-up study that would 

include the job standards developed in this study to evaluate nurses, along 

with a tool development study to evaluate the job standards. The job 

standards developed in our study will also be used as basic data for studies 

demonstrating the nursing sensitivity performance of RRT nurses, and 

thereby further contribute to the nursing profession and studies on nur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