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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호행위와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업무량 예측모형 구축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으며 병원 경영의 

효율성이 강조되어  병원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효율성이 병원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주어  정확한 업무량 측정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량을 측정하여 간호사의 인력배치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있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자, 간호사와 부서 측면에서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예측하여 간호사 적정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세부간호행위를 간호행위로 분류하고 상대가치를 조사하였다. 일 

상급병원의 내외과 4 개의 간호단위에서 2018 년 1 년동안 입력된  간호행위를 추출하여 

조사된 상대가치와 횟수를 이용하여 간호업무량을 계산하고 영향을 주는  환자, 간호사, 

부서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병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부간호행위 340 개를 153 개의 간호행위로 매핑하고, 

20 명의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도를확인하여 102 개의 간호행위로 정리하였다.  

2. 102 개의 간호행위를 30 개부서 191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간과 업무강도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로 상대가치를 조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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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정맥내 점적주사이다. 복막투석액 교환(48.0 분) 등 투석과 관련된 행위가 

소요시간이 길고,인공호흡기 및 인공기도 관련 행위가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소요시간과 업무부담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2018 년 1 년동안 재원환자 수는 총 11,597 명이다. 배정된 간호사는 총 155 명 중 

소속간호사는 114 명이고 총 간호사 경력은 평균 6.0 년, 부서경력은 평균 3.2 년이다.  

담당환자는 평균적으로 아침번은 12.6 명, 저녁번은 12.4 명, 밤번은 19.9 명이다.  

4. 2018 년에 입력된 간호행위는 7,260,110 개이고 “활력징후 측정”으로 1,048,575 개로  가장 

많으며 활력징후 측정 및  상태를 관찰하는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간호사별 일별 업무량은 2795.1 이고 밤번이 876.1 로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환자요인, 간호사요인, 부서요인을 통해 간호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화 

추정방정식으로 분석하여 담당환자수가 많을수록, 부서활동지수가 높을 수록, 신규 및 

파견간호사의 숫자가 많을 수록 업무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호업무량을 측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간접 

간호활동, 간호사의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담당환자수, 

환자이동수준과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의 구성이 업무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향후 부서간의 업무량 비교나 간호사의 배치 등 부서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이 되는 말:  간호행위, 상대가치, 간호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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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의료기관 내 직종별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인구의 고령화, 국민소득의 증가 등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하여 부작용 발생이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간호활동이 부각되고 환자 안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간호사 수와 간호 인력 구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병원간호사회 사업보고서, 2014). 또한 병원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강조되며 

의료진들의 업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병원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환자들과 최접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은 

병원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간호업무량 평가를 기반으로 간호 인력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Needleman 

et al., 2002). 

업무량 측정이란 작업 단위와 시간 단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비율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표준시간 설정에는 업무 처리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즉,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처리방법과 처리시간이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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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표준시간의 설정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홍훈식 등., 2009). 

그러나 간호사에게 업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것과 병동 내의 조직적 관리를 

하는 것을 포함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별적인 환자 요구로 업무흐름이 매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다(Morris et al., 2007). 

간호업무량 측정체계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환자마다 

간호활동을 관찰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총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둘째, 환자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분류 범주에 속한 환자의 간호 요구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셋째로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환자별, 환자 관련 절차,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접근하는 방법 등이다(Hughes, 

1999). 간호활동과 관련된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도 이미 측정된 표준 간호시간을 

이용하거나 간호사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간호사의 경력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측정자 간의 차이나 

측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송경자 등, 2010). 또한 

간호업무량의 주관적인 측정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Racy et al., 2021), 간호사 

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업무량이나 인력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다(Griffiths et al., 2020). 

또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간호행위가 제공되었을 때 간호사의 기여부분을 확인하고 간호사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간호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다른 간호서비스와 비교하여 시간, 간호기술 

및 육체적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등의 4 가지 요소로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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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입하는 시간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간호서비스의 가치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인숙 등, 2006). 이태화 등(2000)은 

가정간호행위 업무량을 상대가치의 4 가지 측면으로 91.3%의 설명이 가능하였고 이들 4 개 

변수 중 신체적 노력, 수행시간, 스트레스가 업무량에 영향을 준 예측변수라 하였다.  

간호사의 업무량은 간호사의 업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영향요인으로는 case mix, 환자의 중증도, 환자의 회전률 등과 같은 

지표와 병상 당 환자 수, 하루 동안 환자에게 요구되는 간호시간, 간호 수요/공급(Hours of 

care required per patient day, NHPPD), 인계에 필요한 시간 등을 이야기 하고있다 

(Duffield et al., 2011). Morris et al.(2007)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업무량이 특정 

기간 동안 환자에게 수행되는 간호활동의 양으로 간호의존도나 간호강도, 환자 중등도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지적하며 간호업무량을 개념화하고 측정한 문헌들을 토대로 

간호업무량을 환자 의존도, 환자의 중증도, skill mix 의 복잡성,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의 직접 및 간접 활동의 양과 업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Swiger et al.(2016)은 개념분석을 통해 간호 업무량은 직접간호, 

간접간호와 환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활동을 포함한 시간과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환자의 결과를 증진시키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업무량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간호사, 환자, 부서와 구조적인 특징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량을 측정하여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간호사의 인력배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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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단순히 간호 행위의 시간으로만 계산하거나, 

간호사의 행위를 단독으로 분리하거나, 간호사와 상호작용하는 환자의 중증도 및 자가간호 

능력 등 환자상태를 포함한 여러 환경들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간호사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자, 

간호사와 부서측면에서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간호사 적정 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환자, 간호사와 부서측면에서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간호사의 적정 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１. 간호행위에 따른 세부 간호행위와 상대가치(시간, 간호기술 및 육체적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２. 간호행위와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간호업무량을 파악한다.  

３. 환자요인, 간호사요인, 부서요인과 간호업무량의 관계를 파악한다.  

４.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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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１. 간호행위 

① 이론적 정의: 간호행위란 간호대상자의 치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의 집합으로, 간호대상자인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행위와 간호관리 업무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이윤신 & 박정호, 1992).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간호행위는 박정호(2006)에서 규명한 149 개 

간호행위와 간호수가로 인정된 PCA 관리와 의사처치 확인 및 검색, 개인 교육, 

타의료전문직과의 조정 및 의뢰를 추가하여 153 개를 사용하였다. 

２. 상대가치  

① 이론적 정의: 상대가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의료자원의 소모량에 따라 

의료비용과 생산성에 상대적 차이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시간, 전문적 지식 및 판단력, 의료적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스트레스를 

업무량의 상대가치 요소로 정의하였다(Hsiao et al., 1988).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상대가치의 4 가지 요소 중 간호행위 시간은 

간호행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수행과 기록시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상대가치의 다른 3 가지 요소는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으로 업무강도로 설명되며 정맥주사 경로확보를 기준행위로 

하여 각 항목에 100 점을 부여하고 다른 간호행위와 기준행위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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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를 조사하는 Magnitude estimation(상대적 강도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３. 간호업무량  

① 이론적 정의: 간호업무량은 특정기간 동안 환자에게 수행하는 간호활동의 양과 

수준을 말한다. 간호업무량은 직접 및 간접 간호활동, 간호사 대 환자 수, 입퇴원 

및 이동환자 수, 환자의 중증도, 환자의 의존도 등이 영향을 미치며(Morris et 

al., 2007), 상대가치의 시간과 업무강도로 업무량을 설명할 수 있다(이태화 등, 

2000).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 업무량을 간호사가 당일 근무 중 시행한 

간호행위에 소요된 시간과 업무강도 즉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간호행위의 시행횟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7 

 

Ⅱ. 문헌고찰 

 

간호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측정하는 도구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아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간호업무를 

구성하는 간호행위의 복잡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때문이라 생각된다. 간호업무와 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해 보았다.  

 

A. 간호업무량과 간호행위  

간호업무량을 측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간호행위란 간호대상자의 치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의 집합이다. 간호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행위와 간호관리업무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간호행위 

모두를 포함한다(박정호 등, 1992). 간호행위를 분류하는 연구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간호중재를 중심으로 분류한 간호중재분류(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 

(Butcher et al.,2018)이다. 간호중재분류체계는 1987년부터 임상실무에 기초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구조를 개발한 연구로 1992년 7개의 영역, 30개 군, 486개의 중재와 120,000개 

이상의 활동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속적인 개정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간호중재는 간호중재명, 정의, 간호활동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개정된 판은 

565개의 중재, 130,000여개의 활동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NIC이 국내 간호환경에 맞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내외과 간호단위 (박미미, 2000; 박옥엽 & 정면숙, 2005),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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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김정희, 2007), 부인과 간호단위 (홍성정 등., 2011), 회복실(권은정, 2006) 등 여러 

간호 단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NIC은 여러 간호환경에서 적용가능한 간호중재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호활동이 중복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한 임상환경에 실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상간호사회(1991)에서 적정 간호인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직접 

간호행위에는 호흡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운동 및 자세변경, 수면 및 휴식, 침상정리 및 

환의 교환, 체온 유지, 개인위생, 안전간호, 의사소통 및 정서적 지지, 영적 간호, 성취감과 

관련된 간호, 여가활동의 선정과 참여, 건강 상담 및 교육, 투약, 측정 및 관찰 등의 16개 영역 

128개 간호행위로 간접 간호행위는 10개의 간호행위로 구분하였다. 2002년 

병원간호사회에서는 직접 및 간접 간호행위조사지를 제시하였다. 직접 간호행위로는 위의 

영역 중 침상 정리 및 환의 교환, 성취감과 관련된 간호 등 일부 영역을 통합하고 제거하여 

10개 영역 140개의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간접간호활동으로는 의사소통, 환자간호관리 및 

정보관리, 전달업무, 정리정돈 및 시설물 관리의 4가지 영역, 15개 세부항목과 휴식 및 

개인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박정호 등(2006)은 간호행위별 표준간호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국내 선행연구와 NIC의 간호중재분류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내에 수가화된 간호행위를 

분류한 후 10명의 임상간호전문 패널과의 Workshop을 통해 149개의 간호행위를 

도출하였다.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행위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활동, 간호행위, 간호중재 등 여러 용어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며 각 행위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용어 및 단계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2006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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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와 NIC의 간호중재 분류를 통해 149개의 간호행위가 도출되었으나 수가화된 

간호행위 중심으로 간호사 단독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간호사의 행위는 단독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의 의료진들과 상호작용 등도 중요한 부분이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행위구분을 규정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간호 환경을 반영하는 행위를 도출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B. 간호행위의 상대가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술시간과 업무강도(육체/기술적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즉, 상대가치를 이용하여 업무량을 환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가치 점수체계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자원기준 의료행위 상대가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하버드 

대학의 Hisao 등이 개발하여 미국 메디케어 의료수가에 적용하고 있는 수가 산정방법이다. 

자원기준 상대가치 체계는 의료보험수가를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로 구분하고 상대가치의 

산출은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 비용에 대한 상대가치로 계산한 후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화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업무량의 구성요소로는 투여되는 시간, 상대적 

업무량 평가치, 기술적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요소에 준하여 상대 

배점을 하였으며 진료비용은 진료에 투여되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계산하였다. 업무량 

강도에 해당하는 육체적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은 magnitude 

estimation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Magnitude estimation(상대적 강도 추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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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료행위를 정하고 이에 100점을 부여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다른 의료행위의 상대적인 

수치를 정하는 방법이다(Hsiao, 1988).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해 오면서 행위별 수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상대가치 

산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규정된 행위별로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통합과정을 거처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쳤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2000).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기초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한 후 

간호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박정호 등, 1999), 위의 4가지 

상대가치요소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량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가능함이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등, 2000; 윤호순 & 김진현, 2011).  이태화 등(2000)은 가정간호행위의 

업무량이 상대가치의 4가지 차원으로 91.3%의 설명이 가능하고 중요한 예측변수라 하였다. 

그러나 김인숙 등(2006)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 급여 항목 가운데 다빈도 항목을 

중심으로 간호서비스를 규명하고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각 간호서비스의 차원별 

순위를 확인하였다. 각 상대가치 요소의 자원소모량이 상이하고 간호서비스 업무량과 

상대가치 요소간의 상관관계에서 시간과 업무강도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업무를 분석할 때 시간만이 아닌 각각의 상대가치 요소들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윤호순과 김진현(2011)은 종합병원 일반 병동의 간호업무량 상대가치를 도출하면서 

정맥내 점적주입을 각 요소별 100점씩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간호행위는 그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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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부여하는 상대적 강도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병원간호사회에서 일반병동에서 

수행하는 기준 간호행위에 대한 표준 시간을 반영하여 상대가치를 도출한 것으로 

상대가치의 각 요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시간요소가 상대가치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호업무는 전문직 인력의 기술과 정신적인 노력 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단순히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치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통해 분석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C. 간호업무량 측정과 관련요인   

업무량이란 어떤 일의 달성에 소비되는 시간, 일정 시간 내에 해낸 어느 일의 달성량, 

단위업무당의 처리시간과 특정 작업이외의 잡역이라든가 피로회복, 생리적 욕구 등에 소비된 

시간(여유시간) 등을 말한다. 업무량 측정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 일정기간의 

실적에 기초를 두고 직무조사표 등에 견적기재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개별 업무별 발생횟수, 

환산횟수, 1건 평균처리시간, 소요작업시간을 개인, 부서별로 집계하고 비율별로 수정하여 

업무량을 측정한다. 두번째는 PAS(Performance Analysys System)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단위업무분류표에 기준해서 개인별 업무량 일보에 1일간 업무를 기입하고 평균 

산출법을 적용해서 1건당 처리시간을 통계적 표준으로 설정하고 단위업무별 소요작업시간을 

산출하여 업무량을 측정한다. 세번째 방법은 시간연구로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반복측정하여 

실질시간을 산출하고 표준시간을 구하는 방법이다. 네번째는 PTS(Predetermined Time 

Standard) 방법으로 각 행위의 기본동작을 분석하고 각 기본동작 성질과 조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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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관측결과에서 구한 시간표준을 부여하고 관측된 동작과 예상된 동작에 맞추어 그 작업 

표준시간을 설정한다(김태수, 2002). 

간호활동과 관련된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간호사가 업무 중에 직접 간호시간을 

측정 및 기록하는 자가보고법(Self-reporting)과 제 3 자에 의한 직접 관찰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식인 관찰 조사법(Observational method)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가 보고법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측정된 표준간호시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다른 방법에 비해 

용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관찰 조사법은 측정방법에 따라 시간- 동작 

연구(Time –motion study) 같은 연속 방법과 작업표본을 이용하는 비연속 측정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찰 조사법은 측정자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간호사 경력이나, 실무 능력의 차이, 간호단위의 

구조적 물리적 환경, 간호인력 배치 수준 등 간호 제공시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송경자 등, 2010; 유정숙 등, 2014). 

간호는 변화되는 개별적인 환자 요구를 반영하며 업무흐름이 매우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과정이다.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활동은 아니며 환자와 각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간호업무를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직접간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간접간호, 사무업무, 의사소통, 기타로 

나누고 이러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 활동을 개인시간으로 분류하고 간호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접간호시간, 간접간호시간과 함께 개인시간을 포함하여 합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onnor, 1961; Morris et al., 2007; Myny et al., 2012).  

Fishbein et al.(2019)은 의료진의 업무량과 관련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업무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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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업무수행과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하지만 그 개념은 개인적인 것과 부서 수준의 

관점에 따른 구분과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측정 가능한 계산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업무량의 객관적인 측정은 업무 중심, 환자 중심, 의료진 중심과 부서 수준의 측정 등 4가지의 

관점을 가지며 이제까지의 객관적인 측정은 환자와 부서 수준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특정 

기간 환자에게 수행되는 간호활동의 양을 이용한 간호업무량 측정은 적절한 간호 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나 어렵고 복잡하다(Twigg & Duffield, 2009).  Morris et 

al.(2007)은 여러 연구에서 간호업무량을 간호의존도나 간호강도 개념과 혼용하였음을 

지적하였고, Swiger et al. (2016)은 간호업무량은 단순히 환자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상으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측정되지 않는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파악하고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Alghamdi (2016)는 간호업무량의 

속성을 간호행위 시간, 간호사의 숙련도, 직접 환자간호의 양, 육체적 노력의 양, 치료의 

복잡성 등 다섯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었고 이러한 속성은 환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도구를 이용한 간호업무량을 측정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업무량 측정 도구로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Task Load Index(NASA-TLX) 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NASA-TLX는 6차원 척도로 항공설정에서 작업량을 정량화 하기위해 

처음 만들어 졌다. 각 차원은 정신적 요구, 육체적요구, 시간적 요구, 노력, 성과 및 좌절과 

같은 작업 부하로 구성되어있다. 각 작업 부하를 0에서 100까지 점수를 입력하고 점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작업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업무량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Baethge et al., 2016; Nasirizad Moghadam et al., 2021; 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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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 또 다른 방법으로는 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TISS)등의 

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를 이용하여 업무량을 환산하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통해 

간호 업무량을 분류하는 것으로 중증도가 높을 수록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업무량이 높아진다(Wang et al., 2018; 박영선 등, 2017). 다른 업무량 측정 

도구로는 간호 활동 점수 (Nursing Activity Score, NAS)가 있다. 간호활동점수는 24시간 

동안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데 소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백분율 점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7개 

차원의 23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점수의 범위는 1.4%에서 177% 이다(Carmona-Monge et 

al., 2013; Macedo et al., 2016;Cucolo & Perroca, 2019; Fasoli & Haddock, 2010). 

최근 간호업무에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업무에 전산으로 

정보를 입출력하는 과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조회하고 약물을 투여하며 물품을 

관리하는 등의 간호업무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업무 패턴 자체에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간호사들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일 병원 간호사들의 정보시스템의 이용 상태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들은 근무시간 전 후 인계시간 등을 포함하여 로그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종료하기까지의 시간을 합하여 근무일 1일당 평균을 구한 

접속 유지시간은 615.26분이고 데이터 입력량은 하루 평균 643.8행으로 나타나는 등 

광범위한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13). 이렇게 입력된 정보시스텝의 

자료를활용하여 간호업무량을 측정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van den Oetelaar et al. 

(2021)은 객관적인 측정을 기반으로 모델링된 업무량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업무량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환자특성, 입원환자수, 환자와 관련된 활동시간과 환자와 관련없는 

활동에 투여된 시간의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링된 업무량과 작업속도, 작업량,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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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감정적 부하, 신체적 부하 등의 차원으로 간호사가 인식하는 업무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링된 업무량은 인지된 업무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나 병동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인지된 업무량은 근무하는 간호사 간의 

팀위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량이 많을 때는 팀의 응집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Musy et al.(2020)는 3년 동안 30분 단위로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 입원, 퇴원, 이동 등의 

환자 회전율을 통해 간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변동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인력배치 계획의 핵심을 파악하였다. 환자 수나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입원과 

퇴원이 발생하여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추가 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단순히 간호사와 환자 수를 기록하는 것 만으로 인력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재원일수가 2010년 7.6일에서 2013년 7.3일로 

점점 단축되고 있다(임달오 등, 2014). 이는 환자가 병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병상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환자의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자의 입원, 

퇴원, 이동 등이 다수 발생하고 단시간에 간호사 업무가 집중 투입되어 간호업무량 증가의 

원인이 된다(Needleman et al., 2011). 환자 회전율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원일수(Length of Say, LOS), 1/재원일수(inverse of LOS), 입원, 퇴원, 이동을 전체 

치료환자수로 나눈 단위 활동지수(Unit Activity Index, UAI), 퇴원과 이동환자수를 전체 

재원환자수로 나누는 방법(a number of admission, discharge, and transfer per daily 

census, ADTC) 등이 있다(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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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도입되어 과거에는 획득되지 못한 

자료들이 축적되고 다각도로 업무환경을 조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입력된 자료를 통해 분석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는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입력된 자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 보면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분석이나 통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입력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는 전문인력이 없으며, 다량의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의 기록, 활력증상, 투약, 식사, 처치 및 식사 입력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있으나 각각의 자료가 통합되지 않아 종합적인 분석 시도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라 

자료간의 연결이나 추출이 손쉽게 이루어 져야 한다. 손쉬운 연결이나 추출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행위들이 파악하기 쉬운 표준화된 언어로 입력되거나 매칭이 되어 있어서 자료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손쉬운 자료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간호행위를 규정하고 간호사가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간호업무량을 측정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업무량 예측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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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간호업무량을 예측하기 위해 Morris et al. (2007) 이 제시한 간호업무량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간호업무량 모델에서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근무 중에 행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간호업무량의 수준은 간호강도와 환자 간호와 관련이 없는 

교육과 관리의 수준이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호강도는 직접 과 간접 환자간호의 

양으로 환자의 의존도, 질병의 심각성, skill mix의 복잡성,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치료적 관점으로 환자별 간호업무와 관련이 있다.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간호강도와 환자와 관계없는 간호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Figure 1>. 

 

<Figure 1> Model of Nursing Workload (Morris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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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병원은 대부분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사이고 별도의 인력이 

동원되지 않으므로 skill mix 부분은 제외하였다. 환자와 관련이 없는 간호활동의 경우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는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만을 

이용하므로 환자간호와 관련없는 간호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부서요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하였다 제외된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 

하고 추가된 부분은 회색 네모로 표시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반영하여 간호업무량을 환자요인, 간호사요인과 부서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환자요인은 환자의 의존도와 중등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환자 

의존도는 ADL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기능평가와 자가간호능력으로, 질병의 심각성은 

진단명을 통해 확인하는 Charlson 동반질환지수와 환자 강도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 중증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간호사요인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소요되는 시간으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총 간호사 경력과 현부서 경력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서요인으로는 간호사의 인적구성, 

담당환자수와 환자 이동정보를 통해 파악한다. 간호사의 인적구성은 동일 근무번에 신규 및 

파견간호사 숫자, 담당 환자수는 간호사가 근무번내에 간호하는 환자의 숫자, 환자의 

이동정보는 총 치료환자와 입원, 퇴원, 부서를 이동한 환자수를 통해 확인하는 

부서단위활동지수(UAI: Unit Activity Index)로 파악하고자 한다.  

간호업무량은 간호행위 시간, 업무강도와 시행횟수를 통해 측정되며 환자에게 시행된 

간호행위의 양은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된 간호기록, 활력증상, 투약건수로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요인을 정리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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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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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Figure 3> Flow of Research Process 

 

본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Figure 3>. 첫번째 단계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간호행위를 도출하고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간호기록, 투약, 활력징후 등의 

세부간호행위를 매핑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확정된 

간호행위의 상대가치를 조사하여 간호업무량을 계산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병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부간호행위를 추출하고 근무번별 간호사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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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을 계산하여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자요인, 간호사요인, 부서요인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후향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B. 단계별 연구 방법  

 본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대상, 연구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１. 1단계: 간호행위 및 세부간호행위 매핑 및 확정  

① 연구대상  

본 연구의 1단계는 일반병동에서 시행되는 간호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각 간호행위에 

세부간호행위의 매핑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델파이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방법을 적용할 때 전문가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종성, 2001)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동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석사학위 이상으로 임상 현장에 근무 중인 임상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였다.  

② 연구절차  

간호업무량 측정의 기준이 되는 간호행위는 2006년 병원간호사회의 일반병동과 

인공신장실에서 수행되는 간호행위를 선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149개(박정호 등, 2006)와 

박정호 등(2000)의 한국 표준간호행위 분류 내용을 참조하여 의사처치 확인 및 검색, 개인교육, 

타 의료전문직과의 조정 및 의뢰 등 3개를 추가하고 수가가 신설된 통증관리를 위한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관리를 추가하여 153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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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방법으로 두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첫번째는 153개의 간호행위 중 병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목록화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구 대상 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가 주로 입력하는 서술형 간호기록을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하여 153개 

간호행위와 매핑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을 위해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일반병동 

간호사가 입력한 서술형 간호기록 2주치를 분석하여 340개의 서술형 간호기록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153개 간호행위에 해당하는 세부간호행위로 매핑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153개의 간호행위와 세부간호행위 340개에 대한 1차 델파이 후 CVI 0.8이하(Lynn, 

1986)이고 세부간호행위가 연결이 되지 않는 항목을 38개를 삭제하고 12개 세부간호행위의 

매핑을 수정하여 115개 간호행위, 340개 세부간호행위로 정리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2차 

델파이를 시행하고 CVI 0.8이하인 13개를 삭제한 후 102개의 간호행위 목록을 확정하였다.  

③ 자료수집  

1단계 델파이조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 2021년 7월로 해당 병원 간호국에 

협조를 얻어 임상전문가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 및 동의를 구하고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고 설문을 시행하였다.   

 

2. 2단계: 간호행위의 상대가치 도출 및 간호업무량 계산 

① 연구대상  

2단계는 간호행위별 상대가치를 확인하는 조사로 상대가치 요소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문헌고찰은 통해 장금성 (2000)의 임상경력 개발모형 구축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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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를 유능하게 한다고 기술된 3년 이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상대가치를 도출한 기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김인숙 등(2006)의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이용한 다빈도 건강보험 요양 급여항목의 간호서비스 상대가치 측정 

연구에서는 170명의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하루미 등 (2014)의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상대가치를 이용한 수술실 간호행위 간호강도 분석의 연구에서도 수술실 간호사 

170명을 대상 시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년 이상 경력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② 연구 절차  

i. 간호행위의 상대가치 도출  

간호행위별 상대가치를 확인하는 조사로 Hsiao 등(1988)이 제안한 4 가지 상대가치 

요소인 시간,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상대가치 요소 중 시간을 제외한 요소는 업무강도를 반영하며 

업무강도 3 가지는 Magnitude estimation(상대적 강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기준의료행위를 정하고 이에 100 점을 부여한 후 측정하고자하는 다른 의료행위의 상대적인 

수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정맥주사 시행을 포함하는 점적주사를 기준행위로 각 업무강도 

요소에 100 점을 부여한 후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101 개 간호행위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ii. 간호업무량 계산  

간호업무량은 업무강도와 시간을 통해 계산하였다. 업무강도는 기준 간호행위인 

정맥주사삽입을 포함한 점적주사의 각 항목의 합 300 점을 1 점으로 환산하고 각 간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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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강도 3 항목의 평균값을 더하여 기준 간호행위의 업무강도 환산비율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업무강도와 수행시간을 곱하여 각 행위별 업무량을 구하였다.  

③ 자료수집  

  2단계 설문조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8월로 해당 병원 간호국에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소아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특정 진료과만 입원하는 병동을 제외한 30개 

간호부서의 휴게실에 연구설명서와 포스터를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200명의 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였다. 설명서 및 동의서를 동봉한 설문지와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0개 병동의 

3년 이상 간호사 숫자를 고려하여 각 병동당 7부 총 210부를 해당 병동 간호사 휴게실에 

연구설명서와 포스터를 게시하고 별도의 박스를 마련하여 설문지 봉투와 답례품을 넣어 

비치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간호사가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와 동의서를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봉투를 제공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밀봉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00부였으며 이중 50% 

이하의 응답율을 보인 9부를 제외하고 191부를 사용하였다.  

 

３. 3단계: 간호업무량 예측모형 구축 및 검증 

① 연구 대상  

간호업무량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3단계의 연구 대상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화기질환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내외과 4개 병동의 병원정보시스템 자료이다. 

대상 병동은 입원환자의 진료과 및 진단명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다빈도 입원진료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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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을 확인한 결과 소화기관련 질환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 중 내과 

2개, 외과 2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병동은 34 ~ 53개의 병상이고 간호사는 28 ~ 33명 

소속되어 있다.  자료추출 시기는 2019년 연구대상 병원에 병동 간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간호부서가 신설되는 등 업무프로세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국과 빅데이터실의 협조를 구하여 선정된 병동에 해당기간의 환자, 간호사, 

배정정보를 추출하였다. 환자와 간호사의 근무번이 포함되어 있는 배정정보는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였고 간호사의 입사일과 부서이동일은 간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추출대상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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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Data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Factor Value Description 

Patient 

factor  

General  Age, Gender, Clinical units, Diagnosis 

ADL assessment 

 Score using Modifided Barthel Index to 

evaluate ADL : personal hygiene, bathing 

self, feeding, toilet, stair climbing, dressing, 

bowel control, bladder control, ambulation, 

wheel chair, chair/bed transfers 

 One time on a patient  

Self-care ability  

 Score the nurse enter base on the patient's 

condition once a day 

 0~5(0: Independent, 5: Totally dependent) 

Patient severity 

 Grade from 1st to 4th using patient 

classification tools based on nursing 

intensity (Kim,2005) 

Chalrson 

Comorbidity Index 

(CCC)  

 Method of categorizing comorbidities of 

patients based on the diagnosis(HIRA, 2017) 

 Each comorbidity category has an 

associated weight (from 1 to 6) 

 A score of zero indicating no comorbidities  

Nurse 

factor 

Total nursing 

experience 

Total years of hospital experience from the date 

of entry  

Nursing experience 

at currant ward 

Number of years from the date of working at the 

current ward  

Unit 

factor  

Number of patients The number of assigned patients in the shift  

Unit Activity Index 

(UAI) 

(Number of Admission + Discharge + 

Transfer)/Total number of treated patients  

Number of new 

nurses   
Number of new nurses within the shift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s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 within the 

shift 

Nursing 

Activity 

Descriptive nursing 

record  

Nursing records in form of nursing diagnosis - 

nursing intervention - nursing activities. 

Medication   Medicaiton administration  

Vital sign  Measurement of vital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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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구축  

소화기 관련 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내외과 4 개 부서에 2018 년 1 년 동안 재원한 

환자의 해당 부서 재원기간 중 작성된 간호기록, 투약, 활력증상을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하였다. 입력된 자료 중 검사실, 수술실 간호사가 기록한 자료를 제외하고 해당 

병동간호사가 입력한 것만으로 7,260,110 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는 1 단계 연구에서 

정리한 340 개의 세부간호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102 개의 간호행위에 매핑하였다.  

7,260,110 개의 간호행위에 2 단계에서 얻어진 상대가치의 시간과 업무강도를 곱하여 

간호행위별 업무량을 계산하였다.  

다음단계에서는 각 근무번 업무량 계산을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번 자료와 위에서 구축한 

자료를 연결하였다. 전자의무기록에는 간호기록을 입력한 간호사 ID 만 포함되어있으므로 

간호기록의 입력일자와 간호사 ID 를 이용하여 배정정보의 간호사 근무번 자료를 연결하였다.  

위의 단계에서 구축된 간호사의 근무번 정보와 간호업무량이 계산된 7,260,110 개의 

자료를 환자별-일자별-담당간호사의 근무번별로 자료를 묶어서 278,516 개의 자료로 

정리하였다. 환자별-일자별-근무번별로 정리된 자료에 간호행위별 업무량이 더하여서 

하루에 환자에게 수행된 근무번별 업무량이 계산되었다. 이렇게 환자별로 정리된 자료에 

환자요인인 나이, 입원 당시의 기능평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배정일의 환자중증도, 

자가간호평가 값을 연결하였다. 

환자별-일자별-근무번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일자에 배정된 간호사로 합쳐서 

간호사별-일자별 19,385 개의 자료로 정리하였다. 담당환자수를 확인하고 담당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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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을 모두 합친 것이 일자별 간호사 업무량으로 계산되었다. 간호사중심으로 정리된 

자료에 간호사 요인인 총근무경력과 부서경력, 부서요인인 해당일의 부서활동지수, 해당 

근무번의 신규와 파견간호사 숫자를 연결하였다. 각 환자의 입원시 기능평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배정일의 환자 중증도와 자가간호평가 항목은 분포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해당하는 환자수를 계산하였다. 입원시 ADL 평가는 99 점 이하, 

Charlson 동반질환지수는 2이상, 배정일의 환자중중도가 3군이상, 자가간호평가 3이상으로 

환자수를 계산하여 분석자료에 추가하였다<Figure 4 참조>. 

 



 

29 

 

 

<Figure 4> Flow Chart of Date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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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IRB 번호: Y-2020-0049). 1 단계와 2 단계의 연구 

대상자에게는 해당병원 간호국의 협조를 얻고 각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와 설문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38 개의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 단계 설문은 간호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설명서 및 동의서를 동봉한 설문지를 별도의 박스에 

넣어 비치하여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수거 또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봉투에 설문지와 동의서를 각각 

넣어 제공하고, 설문지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밀봉하여 별도의 박스에 넣은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 책임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3 단계의 연구대상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자료로 기본적으로 환자 등록 번호와 간호사의 

사번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집된 환자의 등록번호와 간호사의 사번은 환자 

기록과 간호사 측면의 자료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연결 후에는 연구자가 부여한 연구 ID 로 

대체하고 삭제하여 비밀을 보장하였다.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자료는 타인이 

접근 가능하지 않은 암호가 설정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연구 종료 후에 3 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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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R program(ver.4.0.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간호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설문자료는 조사 대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상대가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2.  병원정보시스템 자료에서 추출된 환자, 간호사, 부서, 간호행위의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3.  간호업무량과 근무번, 요일, 간호사 경력과의 관계는 단변량 일반화 추정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량의 분석단위를 간호사들의 일자별 업무량으로 정리하였으므로 

개별자료가 간호사, 환자, 부서의 특성안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동일한 

개체에서 관측된 반복측정 자료들 간에는 일반적으로 상관성이 존재하는데 상관성을 무시할 

경우 추정값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이 발생하여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일반화 

추정방정식은 일반화 선형모형을 확장하여 하나의 관측치에 대하여 반복측정되거나 

관측치들의 클러스터에 대하여 측정된 자료에 적합한 모형이다(김미혜 & 김희영, 2015) 

또한 업무량을 근무번, 요일, 간호사의 경력으로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특성별로 업무량과 

변수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근무번의 경우 밤번과 다른 근무번이, 간호사 

경력의 경우 1 년 이하 와 1 년 초과 간호사간, 주중과 주말 사이에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 업무량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아침번과 저녁번만, 

간호사 경력은 1 년 초과인 경우 그리고 주중의 업무량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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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업무량과 환자요인, 간호사요인, 부서요인의 관계는 다변량 일반화 추정방정식을 통해 

파악하였다. 

5. 간호업무량의 예측요인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통해 파악하고 적합도 검증으로 모델 

검증하였다 

적합도 검증(goodness of fit)은 관측값들이 어떤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한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때 사용한다. 본 연구의 검증 대상은 

업무량으로 연속형의 1 개 종속변수를 검증하는 것으로 적합도 검증을 이용하여 업무량 

예측요인을 검증하였다. 연속형 변수가 종속변수일경우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MSE(Mean Square Error)값으로 표시하는 데 MSE 는 예측값에서 관측값을 뺀 수의 

제곱근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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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A. 1 단계: 간호행위 및 세부간호행위 매핑 및 확정   

간호업무량 측정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일반병동에서 사용하는 간호행위를 확인하고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간호기록, 활력징후, 투약정보를 통해 추출되는 세부간호행위를 

분류하여 5 년 이상 경력의 대학원이상 학위를 가진 본 연구 대상병원에 재직중인 20 명의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일반병동 간호사가 주로 입력하는 340 개의 서술형 간호기록을 정리하여 153 개 

간호행위에 매핑하고 확인하였다<부록 4 참조>. 1 차 델파이조사 후 CVI 0.8 이하이고 일반 

병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부간호행위가 없는 크룹텐트, 증기 흡입간호, 가습기 사용, 

생물학적 제제 주사, 마약 및 독극물 구분 점검 등을 포함한 38 개의 간호행위를 삭제하여 

115 항목으로 정리하였다<부록 4 참조>. 또한 “호출수단을 제공함” “Needle 을 제거함” 등 

12 개의 세부 간호행위는 분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구분을 변경하였다.   

간호행위의 타당성과 세부간호행위 분류를 정리한 후 2 차 델파이를 진행하였다. 세부 

간호행위을 유지하기 위해 CVI 가 0.8 미만인 경우 세부간호행위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부간호행위를 다른 매핑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0.8 미만의 간호행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유지된 간호행위가 10 개로 “점적투역 눈/귀”, “흡입제 투여” 등 투약과 

관련된 간호행위 등 이었다. “전적인 식사 보조”, “환의 교환” 등 구체적인 세부 간호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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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13 개는 2 단계 설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102 항목을 2 

단계 상대가치측정의 대상항목으로 확정하였다<Table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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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Expectoration using position 0.80    

Physiotherapy of chest 0.90  Perform chest physiotherapy 0.90  

Using an incentive spirometer 0.95  Insert an artificial airway 0.90  

  Open an airway 0.90  
  Encourage deep breathing and coughing 0.90  
  Assess an ability to use respiratory aids 0.85  

Nasopharyngeal suction 0.85  Perform nasopharyngeal suction 0.90  

Endotracheal suction 0.85  Suction an airway 0.90  

Endotracheal intubation care 0.95  Monitor an endotracheal tube 1.00  

  Insert an endotracheal tube 1.00  

  Remove an endotracheal tube 0.95  

  Anchor an endotracheal tube 1.00  

Oxygen administration by nasal 
cannula 

0.95  Administer oxygen therapy 0.95  

  Check oxygen therapy status 0.95  

  Replace oxygen therapy device 0.90  

  Change oxygen administration 1.00  

  Start oxygen therapy 1.00  

  Discontinue oxygen therapy 1.00  

Oxygen administration by mask 0.90    

Oxygen administration by 
endotracheal tube 

0.80    

Artificial respiration with an 
instrument 

0.95  Perform bag-valve-mask ventilation 1.00  

Management of ventilator-
applied patients  

0.90  Perform ventilator care 1.00  

  Discontinue ventilator care 1.00  

  Monitor ventilator settings 1.00  

  Adjust ventilator settings 1.00  

  Attempt ventilator weaning 1.00  

  Manage a ventilator 1.00  

Oral medication 0.85  Administer medication 1.00  

Gastrointestinal medication 0.85    

Intravenous infusion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insertion) 

0.95  Assess intravenous catheter patency 0.95  

  Assess the intravenous insertion site 0.95  

  Insert a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0.95  

  Remove a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0.95  

  Administer total parenteral nutrition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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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Intravenous 

infusion(chemotherapy) 
0.90    

Whole blood or packed RBC 

transfusion 
0.95  Restart the blood transfusion 1.00  

  Monitor the client for signs and symtoms of a 

transfusion reaction 
1.00  

  Initiate the blood transfusion 1.00  

  Complete the blood transfusion 1.00  

  Instruct patient/family on (purpose of) 

transfusion 
1.00  

  Stop the transfusion 1.00  

  Discard the blood product 1.00  

Platelet, plasma transfusion 0.95    

Intravenous side injection 0.95  Monitor intravenous infusion 0.95  

  Check the intravenous infusion fluids 0.95  

  Insert a chemoport needle 0.95  

  Remove a chemoport needle 0.95  

  Chemoport needle insertion failed 0.95  

  Apply heparin lock device 0.95  

  Regulate intravenous flow rate 0.95  

  Discontinue  intravenous infusion 0.95  

Intramuscular injection 0.85    

Subcutaneous injection 0.85    

Intradermal injection 1.00  Perform a skin test 1.00  

  Check the skin test results 1.00  

Instillation of eye drops/ear 

drops 
0.70    

External drug application 0.70    

Suppository administration 0.80    

Administration of inhalants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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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Complete isolation 0.80    

Partial isolation 0.95  Teach about infection control 1.00  

  Limit visitors 0.95  

Simple dressing 0.95  Perform dressing 1.00  

  Perform tracheostomy care 0.95  

  Assess catheter insertion site dressing 1.00  

  Observe dressing 1.00  

  Perform the insertion site dressing 1.00  

  Observe the insertion site 1.00  

  Check the dressing status of insertion site 1.00  

  Teach about wound care 1.00  

  Assess wound status 1.00  

  Perform compression dressing 1.00  

  Observe removal site 1.00  

  Perform IV site care 0.80  

  Apply pressure above the insertion site 0.95  

Inflammatory treatment 0.95  Perform wound irrigation 0.85  

Nursing care for fall prevention 0.95  Educate about fall prevention 1.00  

  Assess fall risk factors 1.00  

  Identify occurrence of falls 1.00  

  Provide a call bell 1.00  

  Assess the environmental risk 0.95  

  Adjust the environment 1.00  

Separate admission & close 

observation 
0.75  Determine the allowable range of activities 0.85  

Procedures related to restriction 

of activity applying restraints 
0.95  Explain physical restraint use 1.00  

  Assess the continued need for physical restraints 1.00  

  Apply physical restraints 1.00  

  Remove physical restraints 1.00  

  Monitor skin condition at restraint site 1.00  

Vital signs measurement 0.95  Measure pulse rat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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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Measure blood pressure 1.00  

  Monitor vital signs 1.00  

  Measure patient vital signs 0.95  

  Measure body temperature 1.00  

Central venous pressure 

measurement 
0.80  Initiate hemodynamic monitoring 0.90  

Cardiac output measurement 0.80   0.90  

Pulmonary arterial pressure and 

wedge pressure measurement 
0.75   0.85  

24-hour blood pressure 

measurement 
0.90  Initiate patient monitoring 0.95  

Electrocardiography 0.95  Monitor for EKG rhythm 1.00  

  Check the function of artificial pacemaker 0.95  

Percutaneous blood oxygen 

saturation 
0.85  Monitor oxygen saturation 1.00  

Sense/motor/circulation 

observation 
0.95  Assess motor/sense/circulation 1.00  

  Monitor for sensory differences 1.00  

  Assess peripheral circulation 1.00  

  Monitor edema 1.00  

  Check the circulation in the lower extremities 0.95  

Conscious level assessment 0.95  Monitor Glasgow Coma Scale 1.00  

  Assess consciousness level 1.00  

  Monitor orientation 1.00  

Neurological assessment 0.95  Monitor tremor 1.00  

  Monitor neurological status 1.00  

  Assess gag reflex 0.95  

  Monitor grip strength 0.95  

  Observe seizure 1.00  

  Monitor cough reflex 0.95  

  Assess pupil reflex 1.00  

  Assess ability to communicate by talking 1.00  

  Monitor visual impairmen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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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Monitor abnormal sensation 1.00  

Activitesal observation 0.90  Assess activity of daily living(ADL) 0.95  

  Monitor signs of aspiration 0.95  

  Prevent aspiration 0.80  

  Monitor vomiting 1.00  

  Assess bowel status 1.00  

  Monitor for signs and symptoms of infection 0.95  

  Check for condition of procedure site 0.95  

  Check for preparation before procedure 0.95  

  Check laboratory reports 1.00  

  Monitor for signs of hyperthermia 0.95  

  Assess coughing pattern 1.00  

  Assess ability to communicate by talking 1.00  

  Monitor oxygenation status 0.90  

  Monitor effects of oxygen therapy 0.90  

  Check inserted catheter/drainage tube 0.95  

  Monitor patient's sleep pattern 0.95  

  Assess the surgical site 1.00  

  Review the preoperative checklist 0.95  

  Monitor facial symmetry 0.95  

  Identify known allergies and usual reaction 1.00  

  Monitor pattern of nausea 1.00  

  Identify risk factors of nausea 1.00  

  Assess ability to perform self care act 1.00  

  Assess self-medication ability 0.95  

  Monitor for signs of hypothermia 1.00  

  Monitor for signs and symptoms of hypoglycemia 1.00  

  Monitor electrolyte imbalance  0.95  

  Identify risk for fluid imbalances 0.90  

  Monitor for signs and symptoms of fluid and 

electrolyte imbalanc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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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Check for bleeding 1.00  

  Monitor adherence with medication regimen 0.95  

  Check patient and medication 0.95  

  Check the medication being administered 0.95  

  Monitor for adverse drug reactions 0.95  

  Monitor for the effectiveness of prescribed 

medicines 
0.95  

  Monitor activites change 0.90  

  Monitor dyspnea 1.00  

  Observe breathing pattern 1.00  

  Auscultate lung sounds 1.00  

  Assess patient status 1.00  

  Monitor reaction to activity 1.00  

  Assess chest movement 0.95  

Weight measurement 0.85  Measure weight 0.95  

Height measurement 0.85  Perform physical measurement 0.95  

Abdominal circumstance 

measurement 
0.85    

Blood glucose measurement 0.85  Measure blood glucose 1.00  

Intake/output measurement 0.95  
Describe how to record intake and output 

measurement 
0.95  

  Monitor intake and output 0.95  

  Monitor signs of excessive moisture and 

stagnation 
0.95  

  Encourage fluid intake 0.85  

  Monitor intravenous flow rate 0.95  

  Regulate intravenous infusion rate 0.95  

Partial mealtime assistance 0.95  Assess swallowing ability 1.00  

  Educate about swallowing disorder management 1.00  

  Assess dietary intake status 1.00  

  Prevent aspiration 1.00  

  Change meal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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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Provide meals  1.00  

Nasogastric tube feeding 0.95  Perform tube feeding 1.00  

  Confirm gastric tube insertion 0.90  

  Irrigate gastric tube 0.95  

  Insert gastric tube 0.90  

  Remove gastric tube 0.95  

  Verify placement of gastric tube 1.00  

  Determine residual volume 0.95  

Gastrostomy tube feeding 0.85    

Arteriovenous hemodialysis 0.90    

Peritoneal dialysis fluid 

exchange 
0.90  Measure peritoneal dialysis fluid 1.00  

  Check for patency of the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1.00  

  Peritoneal dialysis solution exchange tube 1.00  

  Exchange dialysate 1.00  

Bottle feeding assistance 0.80    

Breast milk feeding assistance 0.85  Check the intention of breastfeeding 0.85  

  Teach about breastfeeding 0.90  

Cleansing enema 0.90  Administer an enema 1.00  

Enema 0.90   1.00  

Drug retention enema 0.90   1.00  

Gas enema 0.90   1.00  

Removal of feces in rectum 0.90  Perform manual evacuation 0.90  

Rectal tube maintenance 0.85    

Stoma care 0.95  Perform ostomy care 1.00  

  Teach about ostomy care  1.00  

  Monitor stoma and surrounding tissue 1.00  

Cystostomy,urostomy care 0.85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0.90  Perform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1.00  

Foley catheterization 0.95  Teach patient clean urinary catheteriz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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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Insert a urethral catheter 1.00  

  Exchange unrinary drainage device 1.00  

  Check for a urethral catheter insertion 0.95  

  Clamp the urethral catheter 1.00  

  Remove a urethral catheter 1.00  

Urethra & bladder irrigation 0.85  
Perform the bladder irrigation procedure in 

patients 
0.85  

Self care assistance: urination 

and defecation 
0.95  Monitor stool status 1.00  

  Check bladder distension 1.00  

  Assess for urination 1.00  

  Assess for defecation 1.00  

  Teach about costipation management 1.00  

  Monitor for signs and symptoms of constipation 1.00  

  Assess urinary system function 0.90  

  Teach about managing diarrhea 1.00  

  Assess diarrhea 0.95  

  Monitor urine status 1.00  

  Educate about urinary system function 0.95  

  Assist with toileting 0.95  

  Assess self voiding 0.95  

  Auscultate bowel sounds 0.95  

  Check residual urine 0.95  

Skin care for the incontinence 

patient 
0.90  Perform skin care 1.00  

Monitoring natural drainage by 
tube insertion after surgery 0.95  Check the chest tube status 1.00  

  Remove chest tubes 0.85  

  Teach about management of drains 1.00  

  Fix the drainage device 1.00  

  Check that the drain tube has been removed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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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Perform the drain tube irrigation 0.85  

  Remove a drainage tube 0.85  

  Check drainage tube 0.95  

  Maintain patency of drainage tube 1.00  

  Adjust the position of the drain tube 0.85  

  Check the drainage status 1.00  

  Start to drain 1.00  

  Connect drainage tubes 1.00  

Maintenance of intraventricular 
drainage tube function 0.90  Observe characteristics of the CSF  0.95  

Maintenance of biliary tube 
function 0.80  Insert a drainage tube 0.70  

Maintenance of gastrointestinal 
tube function  0.90    

Maintenance of foley catheter 
function 0.90  Maintain patency of urethral catheter 0.75  

Bed bath 0.80  Promote self bathing 0.80  

Oral care 0.95  Administer oral care 0.95  

  Teach about oral care 0.95  

  Assist with oral hygiene 0.85  

  Assess oral mambraine status 1.00  

Perineal care 0.80  Administer perineal care 0.95  

Pressure ulcer prevention 0.95  Assess risk of pressure ulcers 1.00  

  Provide the pressure relieving mattress 1.00  

  Provide the therapeutic mattress 0.95  

  Assess skin 1.00  

Position change 0.95  Teach about change position 1.00  

  Change position 1.00  

  Maintain position 0.95  

Simple assistance for exercise 0.95  Provide assistive devices to steady gait 0.90  

  Monitor use of walking assist devices 0.90  

  Monitor activity tolerance 0.90  

  Apply antithromboembolic stockings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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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Apply abdominal binder 0.90  

  Assist with mobility 0.85  

Teaching patient using a 

stationary walker 
0.75  Instruct regarding use of walking assist devices 0.80  

Passive ROM 0.95  Instruct a joint exercise 0.95  

  Determine a joint movement 0.95  

  Perform passive ROM 0.95  

Active ROM 0.80    

CPM:continuous passive 

movement 
0.80    

Support when moving the 

patient 
0.75  Assistance with ambulation technique 0.75  

Discomfort & pain obsevation 0.95  Teach about pain 0.95  

  Assess pain 0.95  

Spleep promotion 0.95  Teach about sleep enhancement 1.00  

  Monitor factors affecting sleep 0.95  

  Promote rest 0.85  

Management of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0.90  Initiate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0.95  

  Discontinue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0.95  

  Check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0.95  

  Teach about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0.95  

Hot/cold application 0.95  Apply heat therapy 0.90  

  Apply cold therapy 0.90  

Application of hot/cold control 

device 
0.80  Apply rewarming techniques  0.80  

Simple relaxation therapy 0.85  Apply relaxation therapy 0.85  

Emotional support 0.90  Encourage expression of feelings  0.95  

  Monitor for signs of anxiety  0.95  

  Form a therapeutic relationship 0.95  

  Monitor emotional status 0.90  

  Provide emotional support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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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Family support for dying 

patients 
0.85    

Nursing procedures in case of 

expire 
0.95  Declare death 0.85  

Admission care 0.95  
Orient patient/family/significant others to 

hospital facilities 
1.00  

  Admit to ward  1.00  

  Teach about hospitalization 1.00  

  Admit to hospital 1.00  

  Return to ward 1.00  

  Move within unit 0.95  

Discharge care 0.95  Patient on pass 0.95  

  Establish objectives for the pass 0.95  

  Discharge from an inpatient unit 1.00  

  Inform the patient of the room to be moved 1.00  

  Issue the required documents 1.00  

  Check the discharge plan 1.00  

  Teach about discharge procedure 0.95  

  Discharge from hospital 1.00  

  Explain about post-discharge care 1.00  

Check & search for doctor's 

prescription 
0.95  Failure to insert a catheter 0.90  

  
Check for insertion of catheter 0.95    
Check for removal of catheter 0.95  

  
Insert catheters  0.90  

  
Remove catheters 0.90  

  
Remove a needle 0.90  

  
Failure of paracentesis 0.90  

  
Perform paracentesis 0.90  

  
Perform a spinal tap 0.90  

  
Perform suture removal 0.90  

  
Suture wound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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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Perform thoracentesis 0.90  
  

Start the test/procedure 0.85  
  

Perform treatment 0.90  
  

Perform test 0.90  
  

Identify informed consent 1.00    
Insert nasogastric tube 0.90  

  
Remove nasogastric tube 0.90  

  
Perform hemostasis  0.95  

Patient education  0.95  Explain the test/procedure 1.00  
  

Expain preparation before the test/ 1.00  
  

procedure  
  

Explain post-procedure care 1.00  
  

Select education method 1.00  
  

Assess education level  1.00  
  

Assess response to education 1.00    
Teach about peritoneal dialysis 1.00  

  
Teach about non-pharmacological therapy 1.00  

  
Explain what will happen during surgery 1.00    
Explain preoperative preparation 1.00  

  
Explain postoperative care 1.00    
Teach about diet 1.00  

  
Teach about medication 1.00  

  
Teach about nutrition care 1.00  

  
Teach about nausea care 1.00  

  
Teach about use of equipment 1.00  

  
Teach about managing hypothermia 1.00  

  
Provide information of diagnostic test 0.95  

  
Teach about disease 0.95  

  
Explain post-treatment care 0.95  

  
Teach about treatment regime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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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 Detailed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102) CVI Detailed Nursing Activity (n=340) CVI 
  

Educate about bleeding reduction 0.95  
  

Educate about bleeding prevention 0.95  
  

Explain treatment/procedure process 0.90  
  

Teach about self care of skin 1.00  
  

Assess learnig needs 1.00  
  

Assess of learning barriers 1.00  
  

Teach about chemotherapy 1.00  
  

Assess current level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1.00  

  
Teach about blood glucose control 1.00  

Coordination and referral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0.80  Explain the patient's condition 1.00  

  Exchange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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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단계: 간호행위별 상대가치 측정 및 간호업무량 계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대가치를 조사하는 설문은 소아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나 특정 임상과 중심의 

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30개 병동의 3년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210 부를 배부하고 200부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설문 중 50% 미만 답변을 한 9 부를 제외하고 191 부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5.5%이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 SD 

Age (year)    33.0 ± 7.1 
 25 ~ 29 79 (41.4)   
 30 ~ 39 76 (39.8)   

 40 ~ 49 28 (14.7)   

 50 ~  7 (3.7)   

Sex  Female  185 (96.9)   

 Male 6 (3.1)   

Total nursing experience 9.7 ± 7.4 

  (year) 3~5 90 (47.1)   

 6~10 46 (24.1)   

 11~20 35 (18.3)   

 21~ 20 (10.5)   

Nursing experienceat at currant ward 5.0 ± 3.1 

(year) 0~2 28 (14.7)   
 3~5 107 (56.0)   

 6~10 50 (26.2)   

 11~ 11 (5.8) 
  

Type of ward Medical  68 (35.6)   

 Surgical 100 (52.4)   

 Mixed 23 (12.0)   

Education 3-year college 6 (3.1)   

 Bachelor 168 (88.0)   

  Master 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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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이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3.0±7.1 이고 여자가 

185 명(96.9%)이다. 평균 경력은 9.7±7.4 년이었으며 부서 경력은 5.0±3.1 년이다. 

근무부서는 외과계-100 명 (52.4%), 내과계 68 명(35.6%), 내외과 혼합병동이 23 명(12.0%) 

이었다. 

 

2. 간호행위별 상대가치 및 간호업무량  

30 개 부서 191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102 개의 간호행위에 대해 시간,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측면으로 상대가치를 조사하였다. 

간호행위 시행 시간은 준비부터 기록까지의 시간을 추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등의 업무강도는 정맥내 

점적주사를 각 100 점으로 하고 각 간호행위를 시행할 때 느끼는 강도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간호행위의 상대가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간호행위의 시행시간 중 상대가치의 

기준인 정맥내 점적주사 (정맥주사 시행 포함)의 경우 7.8±2.8 분으로 조사되었고 7.8 분 이상 

행위는 46 개(45.1%)로 조사되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행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복막투석액 교환(48. 3±23.1 분), 동정맥루에 의한 혈액투석간호(46.0±19.0 분), 

혈액여과와 관련된 절차(37.6±12.1 분), 침상목욕 (33.5±11.3 분), 입원시 간호(25.4±6.4 분) 

순으로 투석과 관련된 간호행위가 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순으로 살펴보면 신장측정 1.5±0.4 분, 체중측정 1.6±0.4 분, 점적투여 눈/귀 

1.6±0.5 분, 복위 측정이 2.2±1.1 분 등으로 신체 계측이 짧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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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의 업무강도를 항목별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이 

100 점 이상인 경우는 27 개, 26.5%로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가 154.5±45.3 로 가장 

높았고 신장측정이 39.9±31.7 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이 

100 점 이상인 경우는 23 개, 22.5%이고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가 160.8±41.8 로 가장 

높았고 신장 측정이 37.8±32.8 로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100 보다 높은 항목은 

41 개, 40.2%로 조사되었고,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가 168.1±42.1 로 가장 높았고, 

신장측정이 0.4.1±28.9.6 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업무강도를 정맥내 점적주입의 세가지 항목을 더해 300 점을 1 로 치환하고 300 점을 

기준으로 다른 간호행위의 업무강도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업무강도가 1 보다 높은 행위는 

총 33 개, 32.4%로 조사되었다.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가 1.61 로 

가장 높고, 기관내 삽관 간호가 1.55, 기구를 사용한 인공호흡이 1.40, 혈액여과와 관련된 

절차 1.37, 동정맥루에 의한 혈액투석간호 1.36, 복막투석액 교환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순으로 확인하면 신장 측정 0.39, 점적투여 눈/귀 0.48, 외용약 도포 0.48, 복위 측정 

0.5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짧게 걸리는 순과 업무강도가 낮은 순인 경우는 모두 신장 

측정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행위별 업무량은 시간과 업무강도를 곱해서 계산되는 데 정맥내 점적주입 7.8 보다 

업무량이 많은 행위는 40 개(39.2%)로 조사되었다. 가장 업무량이 높은 행위는 복막투석액 

교환이 65.7 로 가장 높고 동정맥루에 의한 혈액투석 간호(63.6), 혈액여과와 관련된 

절차(51.5), 침상목욕(41.5)로 조사되었다. 업무량이 적다고 조사된 행위는 신장측정이 0.6, 

체중측정(0.7), 점적투여 눈/귀(0.8)로 조사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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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Nursing Activites 

(n=102) 

Time(min) 
Nursing skills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Intravenous infusion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insertion) 

7.8  ± 2.8 100.0  0.0  100.0  0.0  100.0  0.0  1.00  7.8  

Peritoneal dialysis fluid exchange 48.3  ±23.1 133.4  ± 90.7 133.4  ± 61.0 142.6  ± 93.4 1.36  65.7  

Arteriovenous hemodialysis 46.0  ±19.0 135.0  ±125.7 134.8  ± 59.1 138.6  ± 91.1 1.36  62.6  

Procedures related to hemofiltration  37.6  ±12.1 128.4  ± 63.4 129.6  ± 64.3 153.9  ± 65.2 1.37  51.5  

Bed bath 33.5  ±11.3 129.0  ± 92.0 98.0  ± 39.5 144.4  ± 81.7 1.24  41.5  

Nursing procedures in case of expire 25.0  ± 9.3 118.6  ± 49.0 135.9  ± 41.7 150.7  ± 75.4 1.35  33.8  

Stoma care 24.8  ±11.6 121.9  ± 47.0 112.6  ± 41.8 133.0  ± 47.8 1.23  30.5  

Admission care 25.4  ± 6.4 99.0  ± 23.7 106.0  ± 21.5 126.1  ± 44.6 1.10  27.9  

Bed shampoo 24.1  ± 8.6 119.8  ± 71.9 91.7  ± 46.2 131.9  ± 63.6 1.14  27.5  

Management of ventilator-applied 

patients  
16.1  ±10.0 154.5  ± 45.3 160.8  ± 41.8 168.1  ± 42.0 1.61  25.9  

Cystostomy,urostomy care 20.3  ± 9.2 119.0  ± 48.7 112.0  ± 42.3 130.6  ± 49.5 1.21  24.6  

Endotracheal intubation care 13.9  ± 9.9 149.5  ± 87.1 152.7  ± 87.1 163.8  ±150.3 1.55  21.5  

Breast milk feeding assistance 21.1  ±10.2 100.8  ± 56.0 99.0  ± 40.7 103.6  ± 50.6 1.01  21.3  

Discharge care 19.5  ± 7.6 94.8  ± 24.2 105.6  ± 19.9 118.0  ± 27.0 1.06  20.7  

Family support for dying patients 16.1  ± 7.6 97.5  ± 30.2 135.0  ± 32.8 144.8  ± 47.4 1.26  20.3  

Patient education  17.3  ±14.3 96.2  ± 30.5 111.9  ± 39.4 113.8  ± 43.9 1.07  18.5  

Coordination and referral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16.2  ±13.6 91.0  ± 50.6 111.8  ± 46.0 117.5  ± 50.6 1.07  17.3  

Artificial respiration with an 
instrument 

12.3  ± 5.3 134.3  ± 46.5 140.3  ± 46.4 145.9  ± 35.6 1.40  17.2  

Complete isolation 14.7  ± 7.4 117.7  ± 39.3 110.5  ± 46.2 123.7  ± 54.4 1.1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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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Whole blood or packed RBC transfusion 14.1  ±16.4 109.0  ± 11.5 111.4  ± 21.7 116.6  ± 41.7 1.12  15.8  

Check & search for doctor's 
prescription 

15.5  ±12.1 86.0  ± 32.0 102.5  ± 36.3 101.6  ± 38.5 0.97  15.0  

Platelet,plasma transfusion 13.4  ±16.5 106.4  ± 11.8 108.9  ± 25.6 113.1  ± 44.2 1.09  14.6  

Teaching patient using a stationary 
walker 

14.8  ± 5.0 91.7  ± 41.9 80.8  ± 45.3 95.0  ± 50.2 0.89  13.2  

Partial isolation 11.9  ± 7.8 106.8  ± 29.3 100.3  ± 32.5 111.0  ± 38.8 1.06  12.6  

Foley catheterization 11.4  ± 3.6 108.0  ± 46.7 93.8  ± 44.1 110.6  ± 77.2 1.04  11.9  

Drug retention enema 11.3  ± 6.0 101.8  ± 55.5 93.9  ± 36.5 116.1  ± 62.6 1.04  11.8  

Removal of feces in rectum 10.7  ± 5.0 103.6  ± 61.2 96.0  ± 44.9 116.4  ± 69.2 1.05  11.2  

CPM:continuous passive movement 11.9  ± 6.5 94.0  ± 58.7 87.1  ± 56.1 98.0  ± 61.1 0.93  11.1  

Gas enema 10.6  ± 6.5 100.2  ± 54.7 90.6  ± 36.5 112.2  ± 63.8 1.01  10.7  

Skeletal traction care 10.0  ± 6.1 101.9  ± 47.7 97.8  ± 48.4 106.5  ± 59.2 1.02  10.2  

Passive ROM 11.1  ± 5.0 92.6  ± 62.0 82.3  ± 52.1 96.6  ± 58.8 0.91  10.1  

Active ROM 10.9  ± 5.0 92.8  ± 56.5 83.9  ± 52.2 94.2  ± 58.7 0.90  9.8  

Bottle feeding assistance 9.8  ± 3.7 99.4  ± 49.7 98.5  ± 42.3 102.7  ± 40.7 1.00  9.8  

Rectal tube maintenance 10.0  ± 8.6 93.9  ± 54.7 93.3  ± 46.8 107.2  ± 61.4 0.98  9.8  

Care procedure related to skin traction 9.6  ± 4.7 100.2  ± 47.8 97.3  ± 48.4 105.4  ± 60.1 1.01  9.7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9.5  ± 4.1 102.3  ± 48.7 89.3  ± 43.1 106.3  ± 46.0 0.99  9.4  

Procedures related to restriction of 
activity applying restraints 

8.5  ± 2.6 97.9  ± 34.6 98.9  ± 21.2 113.9  ± 32.9 1.04  8.8  

Inflammatory treatment 8.9  ± 5.6 97.6  ± 32.9 94.2  ± 22.5 96.3  ± 33.6 0.9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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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Self care assistance: urination and 

defecation 
8.6  ± 5.0 95.8  ± 37.7 86.4  ± 24.4 113.7  ± 38.9 0.99  8.5  

Simple assistance for exercise 10.0  ± 5.7 88.9  ± 42.7 74.0  ± 44.3 91.9  ± 43.8 0.85  8.5  

Intravenous infusion(chemotherapy) 8.6  ±10.0 89.9  ± 21.7 102.7  ± 24.2 101.1  ±  9.9 0.98  8.4  

Urethra & bladder irrigation 7.8  ± 5.0 100.7  ± 57.2 93.0  ± 53.5 105.3  ± 58.7 1.00  7.8  

Cleansing enema 8.7  ± 5.7 88.2  ± 47.9 82.2  ± 33.6 95.0  ± 44.0 0.88  7.7  

24-hour blood pressure measurement 8.7  ± 6.7 81.7  ± 34.5 84.6  ± 44.4 90.3  ± 14.1 0.86  7.5  

Support when moving the patient 8.8  ±21.7 89.5  ± 44.4 72.5  ± 35.0 92.1  ± 39.5 0.85  7.5  

Pressure ulcer prevention 7.9  ± 1.4 97.7  ± 54.1 81.5  ± 39.8 101.2  ± 54.5 0.93  7.3  

Enema 8.1  ± 4.6 88.9  ± 49.0 81.9  ± 34.9 96.8  ± 45.3 0.89  7.2  

Activitesal observation 7.6  ± 3.3 86.6  ± 23.9 95.5  ± 37.4 89.3  ± 33.8 0.90  6.8  

Skin care for the incontinence patient 6.3  ± 2.0 96.9  ± 26.7 90.5  ± 25.5 115.6  ± 31.4 1.01  6.4  

Oxygen administration by endotracheal 

tube 
5.8  ± 4.1 110.2  ± 42.6 102.6  ± 34.8 104.1  ± 46.5 1.06  6.1  

Pulmonary arterial pressure and wedge 

pressure measurement 
6.7  ± 5.5 86.8  ± 46.7 92.9  ± 53.3 91.6  ± 45.7 0.90  6.0  

Endotracheal suction 5.9  ± 4.5 101.9  ± 25.6 96.3  ± 14.1 104.4  ± 24.9 1.01  6.0  

Partial mealtime assistance 8.2  ± 9.2 70.6  ± 38.9 59.4  ± 30.4 83.0  ± 46.3 0.71  5.8  

Emotional support 7.1  ± 3.4 68.3  ± 32.7 85.8  ± 47.5 93.2  ± 43.3 0.82  5.8  

Cardiac output measurement 6.5  ± 4.7 83.0  ± 49.5 92.4  ± 56.4 90.5  ± 49.5 0.89  5.8  

Nasopharyngeal suction 5.7  ± 8.9 96.7  ± 29.5 93.0  ± 23.6 100.7  ± 26.4 0.97  5.5  

Sitz bath 7.2  ± 5.7 75.6  ± 59.3 68.0  ± 32.3 80.8  ± 60.6 0.7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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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Maintenance of intraventricular 

drainage tube function 
5.7  ±13.8 90.5  ± 49.7 93.6  ± 56.4 94.9  ± 44.6 0.93  5.3  

Neurological assessment 5.3  ± 2.1 92.8  ± 25.6 103.8  ± 32.5 95.5  ± 27.0 0.97  5.1  

Central venous pressure measurement 6.1  ± 3.4 80.4  ± 46.0 86.0  ± 45.3 86.7  ± 46.0 0.84  5.1  

Electrocardiography 6.4  ± 5.9 76.0  ± 39.9 81.7  ± 45.6 83.2  ± 39.2 0.80  5.1  

Gastrostomy tube feeding 5.5  ± 1.8 87.3  ± 57.3 85.3  ± 40.2 99.6  ± 46.2 0.91  5.0  

Nasogastric tube feeding 5.4  ± 5.6 84.7  ± 50.4 82.6  ± 28.5 96.6  ± 35.8 0.88  4.8  

Gastrointestinal medication 6.2  ± 8.1 76.7  ± 31.0 75.2  ± 25.2 76.8  ± 25.1 0.76  4.7  

Oral care 5.7  ± 1.8 77.7  ± 31.8 68.2  ± 32.9 88.8  ± 36.8 0.78  4.4  

Position change 5.0  ± 1.8 94.1  ± 86.0 75.6  ± 47.9 95.1  ± 57.7 0.88  4.4  

Simple dressing 5.4  ± 2.0 79.4  ± 35.8 75.4  ± 27.5 79.1  ± 37.3 0.78  4.2  

Discomfort & pain obsevation 5.4  ± 7.1 70.2  ± 31.6 79.0  ± 44.0 77.5  ± 35.7 0.76  4.1  

Perineal care 5.4  ± 2.0 75.5  ± 45.3 66.2  ± 27.3 83.2  ± 39.3 0.75  4.1  

Management of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5.7  ± 3.9 69.8  ± 50.6 73.5  ± 50.1 69.2  ± 41.6 0.71  4.0  

Simple relaxation therapy 5.7  ± 2.4 62.7  ± 27.3 73.9  ± 49.5 77.4  ± 39.9 0.71  4.0  

Sense/motor/circulation observation 4.5  ± 2.9 83.2  ± 24.7 93.1  ± 54.0 87.3  ± 30.9 0.88  4.0  

Using an incentive spirometer 5.7  ± 3.5 67.8  ± 29.5 63.0  ± 30.4 64.3  ± 33.6 0.65  3.7  

Conscious level assessment 3.9  ± 2.5 85.4  ± 28.1 96.8  ± 36.8 89.5  ± 28.0 0.91  3.5  

Nursing care for fall prevention 4.8  ± 2.1 67.6  ± 16.8 72.8  ± 15.0 75.7  ± 23.9 0.72  3.5  

Monitoring natural drainage by tube 

insertion after surgery 
4.3  ± 6.2 78.2  ± 19.4 79.8  ± 25.6 79.1  ± 23.4 0.8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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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Maintenance of biliary tube function 4.4  ± 6.2 75.9  ± 24.2 77.5  ± 27.3 74.8  ± 23.8 0.76  3.3  

Expectoration using position 4.8  ± 3.6 75.8  ± 38.9 63.3  ± 32.8 68.8  ± 27.0 0.69  3.3  

Spleep promotion 5.0  ± 6.0 60.8  ± 31.2 67.3  ± 29.8 70.0  ± 38.9 0.66  3.3  

Maintenance of gastrointestinal tube 

function  
4.2  ± 9.4 73.4  ± 24.9 74.0  ± 25.5 73.3  ± 25.6 0.74  3.1  

Oxygen administration by mask 3.9  ± 1.3 72.4  ± 24.7 78.2  ± 25.5 78.1  ± 29.6 0.76  3.0  

Physiotherapy of chest 4.4  ± 2.9 72.0  ± 35.4 60.4  ± 29.8 64.9  ± 26.6 0.66  2.9  

Intake/output measurement 3.9  ± 9.1 61.2  ± 21.7 66.2  ± 23.2 72.8  ± 22.0 0.67  2.6  

Oxygen administration by nasal cannula 3.8  ± 2.3 66.5  ± 28.0 70.1  ± 28.0 67.5  ± 28.1 0.68  2.6  

Vital signs measurement 4.0  ±20.0 57.6  ± 31.5 62.8  ± 25.3 63.6  ± 33.1 0.61  2.4  

Percutaneous blood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 
3.5  ± 1.8 62.5  ± 35.9 67.9  ± 36.8 66.4  ± 38.9 0.66  2.3  

Intradermal injection 3.3  ± 2.7 67.7  ± 39.3 64.7  ± 37.3 62.5  ± 35.0 0.65  2.1  

Application of hot/cold control device 3.9  ± 2.2 53.4  ± 27.0 53.7  ± 33.3 54.6  ± 27.7 0.54  2.1  

Administration of inhalants 3.6  ± 1.4 56.6  ± 28.8 57.1  ± 29.5 60.2  ± 30.4 0.58  2.1  

Intravenous side injection 3.3  ± 5.7 59.9  ± 25.1 62.9  ± 26.0 60.6  ± 25.1 0.61  2.0  

Maintenance of foley catheter function 2.9  ± 2.8 67.7  ± 24.9 69.2  ± 25.5 67.1  ± 22.3 0.68  2.0  

Hot/cold application 3.6  ± 0.8 53.1  ± 28.8 52.6  ± 32.4 55.0  ± 27.0 0.53  1.9  

Suppository administration 3.1  ± 1.6 59.0  ± 29.1 58.0  ± 29.2 62.1  ± 28.6 0.60  1.9  

Oral medication 3.2  ± 2.8 49.5  ± 28.3 56.1  ± 24.3 52.7  ± 33.6 0.53  1.7  

Intramuscular injection 2.8  ± 1.3 60.3  ± 32.0 61.2  ± 34.1 56.4  ± 36.5 0.59  1.7  

Subcutaneous injection 2.4  ± 2.5 60.8  ± 30.6 60.9  ± 32.1 56.6  ± 28.8 0.5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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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Blood glucose measurement 2.3  ± 2.8 51.5  ± 29.6 52.3  ± 35.8 59.2  ± 33.5 0.54  1.2  

Abdominal circumstance measurement 2.2  ± 1.1 52.2  ± 32.6 46.0  ± 31.0 51.5  ± 33.7 0.50  1.1  

External drug application 2.2  ± 1.6 47.3  ± 26.7 47.9  ± 25.3 49.0  ± 26.1 0.48  1.1  

Instillation of eye/ear drops 1.6  ± 0.5 47.3  ± 32.8 49.2  ± 32.0 48.3  ± 30.6 0.48  0.8  

Weight measurement 1.6  ± 0.4 44.0  ± 31.7 40.2  ± 32.8 45.1  ± 28.9 0.43  0.7  

Height measurement 1.5  ± 0.4 39.9  ± 31.7 37.8  ± 32.8 39.6  ± 28.9 0.40  0.6  

       Work intensity =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 Mental effort & judgment + Stress & workloa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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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단계: 간호업무량 예측모형 구축 및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환자 특성  

2018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해당 부서의 재원환자 수는 총 11,597 명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균 연령은 61.0±15.4 세이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 대로 3.212 명 (27.0%)이고 19 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연령대의 환자는 52 명이다. 

남자환자가 6.148 명 (53.0%), 여자는 5,449 명 (47.0%)으로 조사되었다.  

입원시 Modifide Barthel Index 로 조사되는 ADL 평가는 94.9±17.5 점이었다. 87.5%, 

10,166 명의 환자가 스스로 ADL 수행능력이 있는 독립적인 환자군으로 조사되었다. 재원기간 

중 1 일 1 회 이상 자가간호가 가능한 경우를 0 점, 의존적인 경우를 5 점을 입력하여 

자가간호능력을 파악한 것을 확인한 결과 0 점 27,280(39.2%), 2 점 16,231(23.3%), 5 점 

12,429(17.9%)로 확인되었다. 재원기간 중 매일 조사된 환자 중증도는 2 군이 28,943 명이 

51.8%, 1 군이 19,070 명이 34.1% 로 확인되었다. Charlson 동반질환지수는 0 점인 경우 

10,870 명 (93.9%)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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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1,579) 

Characteristics n(%) M ± SD 

Age (year)    61.0 ± 15.4 
 ~ 19 52  ( 0.4)   

 20 ~ 29 391  ( 3.4)   

 30 ~ 39 789  ( 6.9)   

 40 ~ 49 1,295  (10.9)   

 50 ~ 59 2,207  (18.6)   

 60 ~ 69 3,212  (27.0)   

 70 ~ 79 2,555  (21.5)   

 80 ~ 1,087  (  9.1)   

Sex  Female  5,449  (47.0)   

 Male 6,148  (53.0)   

Dept Medical  5,898  (51.6)   

 Surgical 5,297  (46.4)   

 Mixed 233  ( 2.0)   

ADL assessment (Modified Bartel Index)
*   94.9 ± 17.5 

 Total Dependency (0 ~ 24) 384  ( 3.3)   

 Severe Dependency (25 ~ 49) 201  ( 1.7)   

 Moderate Dependency (50 ~ 74) 233  ( 2.0)   

 Mild Dependency (75 ~ 90) 396  ( 3.4)   

 Minimal Dependency (91 ~ 99) 212  ( 1.8)   

 Non Dependency (100) 10,166 (87.7)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0,870 (93.9)   

1 149 (  1.3)   

>2 556  (  4.8)   

Patient Severity
**

   1.9 ±  0.9  
1 70,058 (25.2)   

 2 114,802  (41.2)   

 3 33,386 (12.0)   

 4 4930 ( 1.8)   

 N/A 55,237 (19.9)   

Self-care ability
**

   2.0 ±  1.9  
0 27,280  (39.2)   

 1 2,866  ( 4.1)   

 2 16,231  (23.3)   

 3 7,175  (10.3)   

 4 3,604  ( 5.2)   

 5 12,429  (17.9)     

 N/A 72,287 (26.0)   

* When Admission 1time   ** in hospital 1tie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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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호사 특성  

2018 년 대상 부서의 배정시스템에 추출한 간호사는 155 명으로 확인되었으나 41 명은 

타부서에서 지원오거나 파견 간호사였고 해당 부서 소속간호사는 114 명이었다. 간호사의 

평균 나이는 29.6±6.4 세이며 20 대 간호사가 81 명(71.1%)이며, 여자 간호사가 

110 명(96.5%)이다. 총 간호사 경력은 6.0±6.6 년이며 1 년미만 신규 간호사는 25 명으로 

21.9%이고 3 년 이상 5 년 미만이 33 명(28.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서별 

경력은 3.2 ±2.5 년이었다. 부서별 간호사의 숫자는 내과계-1 은 33 명(28.9%), 내과계-2 는 

21 명(27.2%), 외과계-1 은 22 명(19.3%), 외과계-2 는 28 명(24.6%)이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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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Nurses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 SD 

Age (year)    29.6 ± 6.4 

 22 ~ 29 81 (71.1)   

 30 ~ 39 21 (18.4)   

 40 <  12 (10.5)   

Sex  Female  110 (96.5)   

 Male 4 ( 3.5)   

Total nursing Experience    6.0 ± 6.6 

  (year) < 1 25 (21.9)   

   3>  1 23 (20.2)   

 5>  3 33 (28.9)   

 5 < 33 (28.9)   

Nursing Experienceat currant ward 3.2 ± 2.5 

(year) 0    2 57 (50.0)   

 2>    5 45 (39.4)   

 5>    11 8 ( 7.0)   

 11 < 4 ( 3.5)   

Unit Medical 1 33 (28.9)   

 Medical 2 31 (27.2)   

 Surgical 1 22 (19.3)   

 Surgical 2 28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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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서 특성 

부서의 특성은 <table 7>과 같다. 부서활동지수(Unit Activity Index)는 입원, 퇴원, 

이동환자대비 총 치료환자수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부서의 이동환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평균 31.8±10.2이고 내과계-2 부서가 38.4±9.2로 입원, 퇴원, 이동 환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는 부서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기본 병상수와 근무하는 

간호사 숫자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침번과 저녁번의 담당하는 환자수는 내과계-2 가 

14.1±2.3 명, 13.4±2.8 명으로 가장 많으며 밤번의 담당환자수는 외과계 2 부서가 

24.3±3.9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숫자는 

내과계-1 부서가 아침번과 저녁번에 6.6±0.9 명, 6.0±0.3 명이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았으며 밤번은 내과계 1, 내과계 2, 외과계-1 부서가 모두 4.0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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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acteristics of Unit 

Characteristics 

 Medical1 Medical2 Surgical1 Surgical2 Total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Unit Activity Index  27.9 ± 9.0 38.4 ± 9.2 32.8± 8.1 28.1±10.4 31.8 ±10.2 

Number of 
assigned patients  D 12.6 ± 3.0 14.1 ± 2.3 11.1± 2.4 12.7 ± 2.6 12.6 ±  2.8 

 E 12.5 ± 2.6 13.4 ± 2.8 10.9 ± 2.5 13.1 ± 2.6 12.4 ±  2.8 

 N 19.5 ± 3.4 19.4 ± 3.9 15.7 ± 4.3 24.3 ± 3.9 18.9 ±  4.3 

Number of nurses D 6.6 ± 0.9 5.9 ± 0.9 6.3 ± 0.9 4.0 ± 0.2 5.8 ±  1.3 

 E 6.0 ± 0.3 5.7 ± 0.6 5.1 ± 0.5 4.0 ± 0.0 5.3 ±  0.9 

 N 4.0 ± 0.2 4.0 ± 0.3 4.0 ± 0.2 2.0 ± 0.0 3.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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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호행위의 특성  

4 개 병동의 1 년간 입력된 간호행위의 분포와 각 근무번별 간호행위의 평균 발생횟수와 

업무량을 확인해 보면 <Table 8>과 같다. 간호행위는 75 개 항목 총 7,260,110 개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은 행위는 “활력징후 측정”으로 1,048,575(14.4%)개이고, “행동적 

관찰”(749,938), “불편감 및 통증관찰” (678,541),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절차” (666.980), 

“경구 투약”(491,697)의 순으로 활력징후 측정 및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영역의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간호행위로 조사되었다.   

근무번별로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행위를 확인하면 활력징후 측정이 54.8±4.3, 행동적 

관찰이 39.1±2.5, 낙상예방을 위한 간호절차 39.9±4.6 개로 조사되었고 업무량으로 

계산하면 개인교육 525.9, 퇴원시 간호 459.4 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을 시간, 

업무강도, 횟수로 곱한 것으로 시행 숫자가 많은 활력징후 측정 등은 업무강도가 낮고 

시행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에 영향을 적게 주는 편이며 개인교육이나 퇴원시 

간호의 경우 시행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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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scripive Stastics of Nursing Activities  

Nursing Activity  n (%) 
Nurse/Shift 

M  ± SD Workload 

Vital signs measurement 1,048,575  (14.4) 54.8  ± 4.3  133.6  

Activitesal observation 749,938  (10.3) 39.1  ± 2.5  267.5  

Discomfort & pain obsevation 678,541  (9.3) 38.5  ± 4.5  158.0  

Nursing care for fall prevention 666,980  (9.2) 39.9  ± 4.6  137.9  

Oral medication 491,697  (6.8) 26.0  ± 3.2 44.2  

Intravenous side injection 426,688  (5.9) 14.4  ± 1.3 29.0  

Monitoring natural drainage by tube insertion 

after surgery 
390,487  (5.4) 25.3  ± 3.2  86.9  

Patient education  365,927  (5.0) 28.4  ± 5.4  525.9  

Intravenous infusion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insertion) 
298,620  (4.1) 17.5  ± 1.6  136.7  

Simple dressing 256,183  (3.5) 16.0  ± 2.0  67.4  

Discharge care 233,380  (3.2) 22.2  ± 4.8  459.4  

Neurological assessment 193,710  (2.7) 14.9  ± 1.2  76.8  

Partial mealtime assistance 169,219  (2.3) 12.6  ± 1.1  73.5  

Admission care 153,205  (2.1) 15.2  ± 2.7  426.0  

Self care assistance : urination and defecation 129,202  (1.8) 9.6  ± 1.0  82.2  

Intravenous side injection 128,797  (1.8) 8.1  ± 0.8  16.4  

Pressure ulcer prevention 120,303  (1.7) 9.4  ± 0.8  69.4  

Skin care for the incontinence patient 118,530  (1.6) 9.4  ± 0.8  59.8  

Emotional support 105,204  (1.4) 8.5  ± 0.6  49.7  

Oxygen administration by nasal cannula 83,615  (1.2) 11.0  ± 2.2  28.5  

Procedures related to restriction of activity 

applying restraints 
72,919  (1.0) 21.1  ± 6.4  186.7  

Maintenance of foley catheter function 58,284  (0.8) 5.6  ± 0.8  11.0  

Management of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40,352  (0.6) 8.9  ± 3.1  35.9  

Nasogastric tube feeding 34,449  (0.5) 4.8  ± 1.1  22.9  

Check & search for doctor's prescription 33,874  (0.5) 4.4  ± 0.9  66.1  

Intake/output measurement 30,543  (0.4) 4.8  ± 1.4  12.6  

Blood glucose measurement 29,958  (0.4) 3.3  ± 0.5  4.0  

Foley catheterization 22,322  (0.3) 4.8  ± 1.3  56.8  

Intramuscular injection 20,386  (0.3) 1.8  ± 0.3 3.0  

Whole blood or packed RBC transfusion 19,204  (0.3) 9.3  ± 3.2  146.6  

Position change 12,616  (0.2) 3.5  ± 1.1  15.4  

Using an incentive spirometer 11,210  (0.2) 3.9  ± 1.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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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scripive Stastics of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 (%) 
Nurse/Shift 

M  ± SD Workload 

Hot/cold application 10,272  (0.1) 3.6  ± 0.9  6.8  

Stoma care 9,740  (0.1) 3.8  ± 1.1  116.5  

Subcutaneous injection 6,611  (0.1) 1.4  ± 0.2 2.0  

Enema 5,526  (0.1) 3.1  ± 1.4  22.2  

Nasopharyngeal suction 4,532  (0.1) 3.4  ± 1.8  18.9  

Simple assistance for exercise 3,268  (0.0) 1.4  ± 1.0  12.0  

Management of ventilator-applied patients  3,117  (0.0) 3.0  ± 3.4  77.6  

Endotracheal suction 2,925  (0.0) 2.9  ± 2.3  17.1  

Urethra & bladder irrigation 2,838  (0.0) 2.6  ± 1.5  20.5  

Partial isolation 2,631  (0.0) 4.1  ± 3.7  52.2  

Conscious level assessment 1,976  (0.0) 1.5  ± 0.6  5.3  

Intradermal injection 1,906  (0.0) 1.9  ± 0.7  4.0  

Percutaneous blood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 1,849  (0.0) 1.4  ± 0.7  3.3  

Suppository administration 987  (0.0) 1.0  ± 0.4 1.9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897  (0.0) 1.4  ± 1.3  12.9  

Endotracheal intubation care 845  (0.0) 1.2  ± 1.2  25.7  

External drug application 723  (0.0) 0.9  ± 1.3 1.9  

Electrocardiography 700  (0.0) 1.2  ± 1.8  6.0  

Coordination and referral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695  (0.0) 1.5  ± 2.2  25.5  

External drug application 593  (0.0) 0.8  ± 0.8 0.8  

24-hour blood pressure measurement 387  (0.0) 0.8  ± 0.9  5.8  

Physiotherapy of chest 350  (0.0) 0.8  ± 1.6  2.4  

Instillation of eye/ear drops 229  (0.0) 0.5  ± 1.3  0.4  

Sense/motor/circulation observation 277  (0.0) 0.7  ± 1.9  2.7  

Oral care 250  (0.0) 0.6  ± 1.6  2.5  

Artificial respiration with an instrument 224  (0.0) 0.6  ± 2.4  9.5  

Dialysate exchange 169  (0.0) 0.3  ± 1.4  21.0  

Nursing procedures in case of expire 141  (0.0) 0.3  ± 0.5  11.5  

Teaching patient using a stationary walker 140  (0.0) 0.3  ± 1.2  4.4  

Inflammatory treatment 89  (0.0) 0.2  ± 1.0  1.7  

Spleep promotion 68  (0.0) 0.2  ± 1.1  0.6  

Breast milk feeding assistance 50  (0.0) 0.1  ± 1.3  2.9  

Cystostomy,urostomy care 38  (0.0) 0.1  ± 0.7  2.6  

Removal of feces in rectum 38  (0.0) 0.1  ±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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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scripive Stastics of Nursing Activities (continued) 

Nursing Activity  n (%) 
Nurse/Shift 

M  ± SD Workload 

Maintenance of intraventricular drainage tube 

function 
24  (0.0) 0.1  ± 0.4  0.3  

Application of hot/cold control device 19  (0.0) 0.1  ± 0.3  0.1  

Central venous pressure measurement 17  (0.0) 0.0  ± 0.3  0.2  

Simple relaxation therapy 17  (0.0) 0.0  ± 0.3  0.2  

Support when moving the patient 14  (0.0) 0.0  ± 0.3  0.3  

Maintenance of gastrointestinal tube function  11  (0.0) 0.0  ± 0.2  0.1  

Arteriovenous hemodialysis 4  (0.0) 0.0  ± 0.1  0.7  

Perineal care 3  (0.0) 0.0  ± 0.1  0.0  

Bed bath 1  (0.0) 0.0  ± 0.1  0.1  

Passive ROM 1  (0.0) 0.0  ± 0.1  0.0  

 

⑤ 간호업무량 특성  

간호행위 수행시간과 업무강도, 횟수를 이용하여 간호업무량을 계산하였다. 1 명의 

간호사가 1 일 근무 기준으로 업무량은 2,795.1  1,679.7 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 업무량을 특성을 주중과 주말, 부서별, 근무별로 확인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주중의 업무량은 2,925.5 ± 1,749.9 이며 주말에 비해서 2,675(P<.001)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병동별로 확인해 보면 외과계- 2 가 3,140.5 ± 1,838.0 로 

가장 높은 업무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과계-2 (3,009.1 ± 1,926.4), 외과계-1 (2,585.9 

± 1,509.0), 내과계-1 (2,565.9 ± 1,390.4)순으로 나타났으나 외과계-2 를 기준으로 외과계-

1 이 업무량 차이는 가장 큰 것(Estimate= -932, p<.001)으로 나타났다.  

근무번별로 확인해 보면 아침번의 업무량이 가장 많고 (3,706.8 ± 1,468) 밤번의 업무량 

(876.1 ± 551.3, p <.001)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침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녁번과 밤번의 업무량이 감소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 년 초과 간호사(3,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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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2)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규 간호사의 업무량(2,735.3 ± 1,695.7, p <.001)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났다.  

 

< Table 9> Comparision of Nursing Workload by Week-end, Units, Shift, Nurse 

Variables M  SD Estimate  Std. Err P 

Nurse/shit  2,795.1  1,679.7    

Weekday (ref) 2,925.5  1,749.9 2675 66.1 <0.001** 

Weekend  2,454.3  1,427.2 - -  

Unit  Medical 1 2,565.9  1,390.4 -614 237 0.009* 

 Medical 2 3,009.1  1,926.4 -122 222 0.584 

 Surgical 1 2,585.9  1,509.0 -932 214 <0.001** 

 Surgical 2 (ref) 3,140.5  1,838.0 - -  

Shift  D (ref) 3,706.8  1,468.0 - -  

 E 3,187.7  1,319.5 -217.7 44.3 <0.001** 
 N 876.1     551.3 -2829.1 80.6 <0.001** 

Total nursing experience  (year)    
   1  3,065.9  1,576.2 390.2 89.6 <0.001** 
 > 1 (ref) 2,735.3  1,695.7 - -  

* P < .05, ** P < .001 

 

⑥ 환자요인과 간호업무량과의 관계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환자요인을 살펴보면 <Table 10>과 같다. 환자요인은 각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중 입원시 평가되는 ADL 평가가 99 점 이하, Chalrson 

동반질환지수가 2 이상, 당일의 환자중증도가 3 군 또는 4 군, 당일 자가간호능력이 3 이상인 

환자 숫자로 분석하엮다. 당일 자가간호능력이 3 이상이 환자가 1 명 포함될 때 마다 업무량이 

64.8 (p<.001), 환자중증도가 3 군이상인 환자의 경우는 50.3(p<.001), Chal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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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질환지수가 2 이상 환자는 29.3 (p=0.017)이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Factors and Nursing Workload 

Variables Estimate  Std.err p 

ADL assessment 7.3 9.5 0.442 

CCC 29.3 12.3 0.017* 

Patient severity 50.3 10.2 <0.001** 

Self-care ability 64.8 10.4 <0.001** 

 * p < 0.05, ** p < 0.001 

 

⑦ 간호사 요인과 간호업무량과의 관계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간호사 요인으로는 총 근무경력과 부서 경력으로 확인하였고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총 근무 경력이 1 년 이하인 경우 다른 그룹과 간호업무량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 1 년 초과된   간호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1 년 초과에서 3 년 이하의 

간호사들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그룹을 확인였다. 1 년 초과에서 3 년 이하의 간호사에 대비 

3 년 초과 5 년 이하의 간호사의 업무량이 272.1 (p=0.013), 5 년 초과 간호사의 경우 업무량이 

318.9 (p=0.039)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서 경력이 증가함에 따른 간호업무량은 1 년 초과 간호사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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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Relationship Between Nurse Factors and Nursing Workload 

Variables Categories Estimate Std.err p 

Total nursing experience 1 >   3 (ref) - - - 

(Year) 3 >    5 -272.1 109.4 0.013* 

 > 5    -318.9 154.4 0.039* 

Nursing experience at current 

ward (Mon) 

 2.27 2.25 0.314 

 * p < 0.05, ** p < 0.001 

 

⑧ 부서 요인과 간호업무량과의 관계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부서 요인으로는 UAI, 근무번내의 담당환자 수, 동일 

근무번내의 간호사의 구성요소로 확인하였고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UAI 가 1 증가할 때 

마다 15.9 (p<.001), 담당환자수가 1 명 증가할 때마다 233.4 (p<.001), 동일근무번내 

신규간호사가 1 명 포함될 때마다. 54.4 (p=0.043), 타부서 간호사 1 명 포함될 때 마다.226.2 

(p<.001) 업무량은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Table 12> Relationship Between Unit Factors and Nursing Workload 

Variables Estimate  Std.err P  

Unit Activity Index 15.9 1.3 <0.001**** 

Number of assigned patients 233.4 8.7 <0.001**** 

Number of new nurses  54.4 19.0 0.0043**** 

Number of nurses from othe units 226.2 16.0 <0.001****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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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간호업무량의 예측요인 및 검증  

지금까지 확인한 환자 요인, 간호사 요인, 부서 요인을 통해 간호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부서 요인이 주로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서 요인에 해당하는 담당환자수, 환자의 이동, 동일 근무번내의 신규 

및 파견 간호사 수는 모두 업무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업무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근무번내 담당환자수와 파견간호사 숫자로 1 명 증가할 때 마다 

업무량이 237.2 (p<.001)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요인으로는 ADL 평가로 99 점 

이하 환자 1 명 더 담당할 때마다 업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간호사 

요인으로는 현부서 경력이 1 개월 증가할 때마다 3.5 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23).  

예측모형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인 환자 요인인 ADL 평가, 환자 중증도, 부서경력, 

부서활동지수, 근무번내 신규간호사수, 파견간호사수, 담당환자수의 최종모형을 적합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속형 자료가 최종 결과인 경우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MSE 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값이 커서(MSE=1,624,717)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구성된 모델이 얼마나 업무량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적합도 검증(goodness 

of fit tes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관측값들이 어떤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한 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때 사용한다. 본 연구의 업무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위의 변수들로 접합도 검증을 시행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업무량을 잘 예측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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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Predictive Factors of Nursing Workload 

Variables Estimate  Std.err P  

Patient 

factor 
ADL assessment -383.4 9.4 <0.001** 

 Chalrson Comorbidity Index -18.6 11.9 0.119 

 Patient severity 22.6 9.1 0.013 

 Self-care ability 9.7 8.8 0.269 

Nurse 

farctor 
Total nursing experience    

 1 >  ≤ 3 (ref) - - - 

 3 >    5 -152.1 79.3 0.055 

 > 5    -237.5 139.8 0.089 

 Nursing experience at 

currant ward 
3.5 1.5 0.023* 

Unit  

factor  
Unit Activity Index 15.4 1.3 <0.001** 

 Number of assigned patients 237.2 9.0 <0.001** 

 Number of new nurses  40.8 18.2 0.025*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s  
237.7 15.6 <0.001** 

 * P < 0.05, ** P < 0.001 

간호업무량의 예측모형을 수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Y(Estimated nursing workload) = -61.43+(ADL assessment(99)  * -38.4) + (Nursing 

experience at currant ward(mon) * 3.5) + (Unit Activity Index * 15.4)+ (Number of 

assigned patients *237.2) + (Number of new nurses * 40.8) +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s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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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에 간호사가 입력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간호업무량을 

계산하고 분석함으로써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요인, 간호사요인, 부서요인을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간호행위 특성 및 

상대가치와 간호업무량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 간호행위와 상대가치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량은 간호행위의 수행시간, 업무강도, 시행 횟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간호기록, 투약 및 활력증상 등으로 간호행위를 

추출하였다. 2018년 1년간 소화기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내외과 4개 병동의 입력자료를 

중심으로 추출한 간호행위는 75개 항목 총 7,260,110개로 확인되었다. 간호사가 입력하는 

다양한 자료 중 많은 간호행위를 사용자가 기록한 간호기록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간호행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김경옥(2013)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환자분류를 하여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용가능한 

정보의 입력 화면을 선정하면서 간호처방화면을 이용하였다. 이는 입력데이터가중복되고 

병동단위로 다양한 진술문으로 기록되고 있어 적정한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추출대상을 정할 때 자료의 입력형태, 

중복 여부,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 추출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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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의 경우 간호중재분류(NIC)의 간호활동 중심으로 병원에서 자체 표준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단일 용어체계를 이용하고 있어 서술형 간호기록을 추출대상으로 정하였다.   

 간호중재분류체계(NIC)의 간호중재는 간호중재명, 정의, 간호활동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간호환경에서 적용가능한 간호중재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호활동이 

중복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각 간호활동들이 

어떤 간호중재를 위한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Butcher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간호기록을 표준화된 간호행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박정호 등(2006)이 국내 선행연구와 NIC의 간호중재분류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내에 수가화된 

간호행위를 분류한 149개와 간호사 단독 행위가 아닌 부분을 추가하여 153개로 분류한 

간호행위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153개의 간호행위는 102개로 

정리 되었는데 51개 간호행위 분류가 현재 병동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행위로 구분되었는다. 

이는 해당 분류가 2006년 개발된 것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 많은 간호행위가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간호행위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중 기준 간호행위를 선정하여 시행되거나 간호 요구도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환자 

분류 도구(송경자 등, 2010: 김주연 등, 2016)에 사용되는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간호행위를 확인해 보면 환자상태를 확인하는 다양한 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출된 간호행위에서도 환자상태 사정과 관련된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행위 분류에서는 의식상태, 통증 등 일부의 환자상태를  

사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개의 간호행위로 분류되어 있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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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관련 간호행위도 1개로 분류 되어 있는 등 실제 

간호사의 행위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어 임상에서 적용가능한 간호행위 분류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대가치를 시간과 업무강도 3 가지 요소인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을 정맥주사 경로확보를 기준행위로 하여, 각 항목에 

100 점을 부여하고 각 행위의 상대적인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는 상대적 강도추정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기준이 되는 정맥주사를 포함한 정맥내 점적주사시 소요되는 시간을 

병원간호사회 기준시간은 8.3 분이고 본 연구의 조사시간은 7.8 분이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행위는 복막투석액 교환, 동정맥로에 의한 혈액 투석 간호 등 

투석과 관련된 행위로 박정호 등(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7.8 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는 102 개 중 46 개(45.1%)로 45 개 항목 중 16 항목(35.6%)이 정맥내 

점적주입보다 긴 시간이라고 측정된 병원간호사회의 결과보다는 다소 항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서술형 간호기록 전체를 세부 간호행위로 하여 병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호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주관적인 상대가치 중 정맥내 점적주입보다 높은 상대가치를 가진 간호행위는 총 

33 개(32.4%)로 병원간호사회의 기준간호행위를 중심으로 일반병동의 간호업무량 

상대가치를 도출한 윤호순과 김진현(2011)의 45 개 항목 중 17 개 항목(37.8%)과 전체 

조사행위 중 비율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윤호순과 김진현(2011)연구에서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 시간적 요소에서는 2 순위였던 동정맥루에 의한 혈액투석간호로 

시간적 요소와 거의 유사한 순서를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업무강도가 높은 



 

75 

 

간호행위로 인공기도와 인공호흡기 관련한 항목으로 조사되어 해당연구와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박정호(2006)이나 윤호순과 김진현(2011)의 조사시점보다 일반병동에서 더 복잡한 

간호행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입력하는 전체 간호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간호행위가 추출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행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들은 중증의 환자 대상으로 활력징후 및 환자상태에 영향이 큰 간호행위를 할 때 

업무강도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개 병동의 1 년간 입력된 간호행위 중 “활력징후 측정”으로 1,048,575(14.4%)개이고, 

“행동적 관찰”(749,938), “불편감 및 통증관찰” (678,541),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절차” 

(666.980), “경구 투약”(491,697)의 순으로 관찰된다. 김미영과 박성애 (2011) 등이 일병원의 

비부가가치 간호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가보고를 통해 간호활동을 조사한 결과   

직접간호활동 중 상담 및 교육(25.3%), 활력증후 측정 (21.9%), 투약(19.3%), 

안전간호(15.4%) 순이었고 임지영과 박창기 (2012)의 간호활동시간 조사연구에서 신체적 

관찰활동, 투약간호, 기록 및 보고 활동 순으로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이는 조사방법 및 

항목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가 보고의 경우 동시간대 여러 환자에게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경우 1 개로 인식하는 반면에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모두 개별 간호행위로 관찰된 것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가 보고의 경우 각 간호행위의 

순서대로 보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행위 후 기록을 하는 것을 별도로 분리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반영되었다. 또한 실제의 간호행위와 조사된 간호행위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병원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를 통하는 경우 입력 대상항목인 경우 행위별로 입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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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되므로 과다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자가 보고나. 관찰법등의 경우 동시에 여러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분리해서 기록하거나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소 혹은 과다 수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듯 간호 업무량 측정에 기준이 되는 간호행위의 분류가 중요하나 현재 사용되는 

간호행위 분류는 수가나 간호 요구도 파악을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간호사의 

업무차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간호사의 업무량을 반영할 수 있는 행위 

분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B. 간호업무량의 영향요인  

본연구에서 업무량은 간호행위시간, 업무강도, 횟수를 통해 측정되었고 부서의 종류에 

따라 내과계-2(3994.3), 외과계-2(3724.5), 외과계-1 (3314.5), 내과계-1 (3102.4)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van den Oetelaar et al. (2021)이 모델링된 업무량과 인지된 

업무량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환자특성, 기본치료시간, 할당된 치료시간등의 비율로 

계산된 모델링된 업무량이 부서간의 작업량 차이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간호행위 분석을 통해 간호업무량의 부서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력 및 자원을 

분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환자요인, 간호사요인, 부서요인별로 업무량을 분석하였는데 환자 이동정보, 

담당환자수, 동일 근무번내의 간호사의 구성 등으로 차이를 파악한 부서요인이 영향력이 가장 

큰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요인과 간호사요인이 상대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은 업무량을 

표준시간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 간호행위를 시행하더라도 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중증도나 간호사의 경력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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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업무량 파악에 간호사의 숙련도나 환자의 상태등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및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부서요인 중 환자이동정정보는 부서활동지수로 파악하였는데 부서활동지수가 1 

증가할때 마다 업무량이 15.4가 증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부서활동지수는 0시 

기준으로 24시간동안 총치료환자수, 입원, 퇴원, 이동환자수로 환산한 것으로 부서내 환자의 

이동이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담당환자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의 

업무량이 236.6이 증가한다고 파악되었다. 이는  Musy et al. (2020)이 3년 동안 30분 단위로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을 통해 간호 업무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환자대 간호사의 비율이 

증가하면 간호업무량이 증가하고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환자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수의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업무량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환자의 이동과 관련된 간호행위는 입원간호가 

24.3분, 퇴원간호가 19.5분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상태에 따라 많은 

교육과 처치가 집중되어 업무량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원 및 환자이동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일 근무번내 간호사 구성은 파견 및 신규 간호사 숫자로 파악하였다. 신규간호사가 1명 

증가 할 때마다 42.6, 파견간호사가 1명 증가 할때 마다 225.9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량의 증가 양상을 보면 파견간호사 1명이 증가(225.9)할 때의 업무량이 

담당환자 수 1명 증가(236.6)와 유사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Wang et 

al. (2021)등이 부서단위 간호사의 인력구성과 업무량, 업무몰입과 관계를 확인한 연구로 

설명될 수 있는데 부서단위의 인력구성 즉 5년 이하의 간호사의 비율 등 경력의 조합과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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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등의 간호사 구성이 업무량에 영향을 주고 이는 간호사 개인의 업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근무번내 간호사의 인력구성이 안정이 되려면 부서내 간호사의 인력이 

충분하고 신규간호사의 숫자가 일정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서단위의 간호사 구성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검토 및 반복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호사의 인력배치시 기존의 

인력구성을 확인하여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입력하는 병원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간호업무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 등 이미 입력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중복 또는 누락없이 입력되어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다. 송경자 등(2010)이 한국형 환자분류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간호기록이나 인수인계시 시행한 간호활동을 

누락시키는 것이 실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담당간호사와 간호관리자 간에 정확한 

환자분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걸림돌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개발단계부터 간호사의 업무흐름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입력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적절한 가이드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1980 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병원업무 전반에 걸처 전산화 

작업을 가속화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여러 목적으로 재사용 및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재구성이 중요하다. 표준화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어야 데이터 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김지영, 2013). 현재 병원정보시스템의 

용어는 대부분 의료진의 편의성과 수가 입력의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병원정보시스템은 여러 업무들 간의 상호 자료를 교환해야 하므로 내부 코드는 공통으로 



 

79 

 

사용하지만 표준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또한 표준용어는 모든 개념을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되는 개념을 표현할 수 없어 표준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참조용어로 이용하는 표준용어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왕준수, 

2008). 간호부분에서도 간호행위의 분류나 간호 업무량 분석은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드는 데 중요하나 현재와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호호환이 가능한 표준 

용어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4 개 일반병동의 병원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에는 다양한 형태의 간호사 업무가 입력되어 있으나 비용적 

측면이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중점되어 있어 다양한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행위가 주로 입력되는 특성이 

있어 직접 간호 측면에서의 간호업무량만 측정되었다. 간호업무량에는 간접간호부분이나 

환자와 관련없는 직원 및 학생 교육 등 측면이나 간호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간호업무량 

등 여러가지 접근이 있으나 입력된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시행한 본 연구는 업무량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표준 간호시간을 통한 분석으로 간호사의 숙련도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동일한 간호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시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환자의 상태도 시행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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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간호시간을 이용한 분석으로 간호사의 경력 또는 숙련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확인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입력된 병원정보시스템 자료를 2006 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정리한 간호행위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으나 현재 일반병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호행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간호행위 중심이며 병원에서 시행되는 간호를 중심으로 분류된 것으로 

적용하였으나 기준시점이 2006 년으로 병원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입력한 서술형 간호기록 전수를 이용하였다. 서술형 간호기록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간호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적적한 매핑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찰이나 교육등의 행위에는 다수의 세부간호행위가 매핑되어 정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행되는 

간호행위를 표준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병원의 일반병동 4 개 부서의 업무량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특수부서, 

특정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는 병동 등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반복 측정이 필요하다.  

 

D.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으로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여 간호업무량을 

측정하고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찰, 자가 보고 등을 

통하거나 간호사의 행위 중 일부의 내용으로 업무량을 측정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입력된 전체 간호행위를 추출하여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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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기존의 입력된 자료를 통한 업무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2 차 자료 중심의 연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출된 자료를 분석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병원간호사회 등에서 분류한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자료를 재구성하고 타당도를 시행함으로써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또 다른 연구 측면의 의의를 가진다.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통하여 간호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간호단위의 

업무량을 비교하고 부서관리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데 실무 및 관리차원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빈도 간호행위를 분석하여 부서간 차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환자의 ADL 상태, 환자의 이동정보, 담당환자수, 동일근무번의 간호사 구성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및 파견 간호사의 배치기준 등 병원간호부서의 

인력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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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측정하기위해 간호행위를 정리하여 상대가치를 구하고 

업무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시행하였다. 간호업무량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간호행위를 규정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현재 사용중인 

간호행위용어가 10 년 이상 되었거나 지나치게 복잡하여 분석을 시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중증도 등에 반영되는 일부의 간호행위를 통해 업무량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입력하는 서술형 간호기록 

전수를 대상으로 간호행위를 정리함으로써 병동간호사 업무를 파악하는 기초를 세웠다. 1 년 

동안 소화기질환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내외과 4 개 부서의 자료를 통해 업무량을 분석하였다. 

입력된 간호행위는 활력징후측정이나 환자상태를 관찰하는 영역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조사되었다. 일별 간호사별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근무번별로 차이가 있고 부서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환자수가 많을 수록 부서활동지수가 높을 수록, 신규 및 

파견간호사의 숫자가 많을 수록 업무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인력배치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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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다각도로 간호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간호업무량은 직접 및 간접간호와 

환자와 관련없이 관리활동 등이 포함되며 간호사의 숙련도 및 간호사의 주관적인 인식 등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간호업무량을 측정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2. 효과적인 부서관리를 위해서는 부서에서 시행되는 간호행위 및 업무량에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부서간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업무량 

변화와 인력 변화의 관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3. 간호업무량 비교를 통한 인력배치의 기준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업무환경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기관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환자 이동정보, 담당환자수, 근무번내 간호사의 구성 등이 간호업무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복연구를 통해 부서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간호부서의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5. 간호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간호행위를 표준화하고 행위구분의 기준을 정립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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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1. 연구대상자 설명문(1 단계설문) 

1. 임상연구 제목:  병원 정보 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간호업무량 예측 모형 구축  

2.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안미정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박사학위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특히 

의료기관 내 직종별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환자상태를 감시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간호사의 수와 간호인력 구성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은 병원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서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업무량과 간호 인력의 적정배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의료기간 내 환자, 간호사와 부서 등의 측면에서 간호 업무량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간호사의 적정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총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1 단계에 

해당합니다. 1 단계 설문의 목적은 간호사의 활동을 대표하는 표준간호행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표준간호행위는 2006 년 병원간호사에서 일반 병동과 인공신장실의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분류된 기존의 간호행위로 현재 병원의 일반병실에서 

시행된 활동들을 대표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새로운 간호활동을 대표하는 

표준간호행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4.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본 연구는 총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고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1 단계 

전문가 설문에 참여하게 되며 1 단계 대상자는 총 20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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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설문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5 년이상 근무를 하고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료 수집 기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 년 3 월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설문의 문항은 420 개이며 각 항목은 표준간호행위에 따른 각 세부 간호 활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표준간호행위의 구분이 필요 여부를 표시 해주시고 표준간호행위와 세부 간호 

활동의 연결이 타당한지 4 점 척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작성까지는 약 40~60 분 이 소요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락항목없이 솔직히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면 간호사의 업무량 예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1 만원 상당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7. 연구 참여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의 정보는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본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로 암호화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고, 본 연구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개인이 식별될 만한 모든 사항을 없애고 숫자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에는 각종 설문지를 포함한 수집/분석 자료를 분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 동의 철회 가능성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연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문을 중도에 중단하였을 때까지 

작성된 결과는 즉시 분쇄하여 영구 폐기될 것입니다.  



 

95 

 

9. 담당자 연락처 연구에서 발생한 문제, 우려, 질문에 대하여 상의할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미정 (02-2228-6819)  

10. 연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문제, 우려, 질문이 있을 때 상의할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IRB: 02-2228-04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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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설명문(2 단계설문) 

1. 임상연구 제목:  병원 정보 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간호업무량 예측 모형 구축  

2.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안미정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박사학위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특히 

의료기관 내 직종별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환자상태를 감시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간호사의 수와 간호인력 구성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은 병원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서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업무량과 간호 인력의 적정배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의료기간 내 환자, 간호사와 부서 등 측면에서 간호 업무량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간호사 적정 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2 단계로 1 단계에서 

분류된 각 표준 간호행위들의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및 소요시간을 통해 상대가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4. 연구 대상  

일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병동에 재직중인 3 년이상의 간호사 2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료 수집 기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 년 3 월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2 단계 

설문의 문항은 150 개이며 1 단계에서 규정된 표준 간호 행위 중 정맥주사 삽입에 100 점을 

부여한 후 각 간호행위의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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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의 상대가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대가치의 하나인 시간은 2006 년 

병원간호사회에서 표준간호행위를 중심으로 조사한 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간호행위의 시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작성까지는 약 30~40 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락항목없이 솔직히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설문지 와 별도로 준비된 봉투에 넣어 회수할 예정입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밀봉할 수 있는 

양면 테입이 부착된 봉투에 넣어 부서에 제공된 회수 봉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5 천원 

상당의 작은 선물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의 정보는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결과가 

출판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자는 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로 암호화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고, 연구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개인이 식별될 

만한 모든 사항을 없애고 숫자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에는 각종 

설문지를 포함한 수집/분석 자료를 분쇄하여 영구 폐기될 것입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 동의 철회 가능성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연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문을 중도에 중단하였을 때까지 

작성된 결과는 즉시 분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9. 담당자 연락처 연구에서 발생한 문제, 우려, 질문에 대하여 상의할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미정 (02-222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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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문제, 우려, 질문이 있을 때 상의할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IRB: 02-2228-04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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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험자 동의서 (1 단계)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 참여하실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연구는 

의료기간 내 환자, 간호사와 부서 등의 측면에서 간호 업무량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간호사의 적정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는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1 단계로 

기준간호행위에 따른 간호활동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 참여 동의 이후 언제든지 설문조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 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경험과 답변이 간호사의 업무량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와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안미정 (서울특별시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 2228-6819 E-mail: mejung@yuhs.ac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IRB: 02-2228-0454)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피험자: 성명 및 싸인: 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성명 및 싸인:  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이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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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험자 동의서 (2 단계)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 참여하실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연구는 

의료기간 내 환자, 간호사와 부서 등의 측면에서 간호 업무량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간호사의 적정배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는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2 단계로 각 

간호행위의 상대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 참여 동의 이후 언제든지 설문조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 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경험과 답변이 간호사의 업무량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와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안미정 (서울특별시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 2228-6819 E-mail: mejung@yuhs.ac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IRB: 02-2228-0454)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피험자: 성명 및 싸인: 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성명 및 싸인:  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이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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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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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103 

 

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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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105 

 

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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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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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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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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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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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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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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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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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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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단계 2 차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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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단계: 상대가치 설문지  

병원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간호업무량 예측 모형 구축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시간과 상대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행시간:  해당 행위의 준비에서 기록까지의 시간을 분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 병원간호사회 평균 수행시간: 2006 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간호행위      

평균시간을 표기하였고 해당 시간은 수행시간을   환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대가치: 기준 행위 즉 정맥내 점적주사 (정맥주사 삽입)를 100 점으로 했을 때  

 각 간호행위가 간호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몇점으로 인식되는지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의 항목에는 옳고 그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락항목없이 솔직히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설문지 와 별도로 준비된 봉투에 넣어 주시고 작성한 설문지는 개인별로 제공한 봉투에 밀봉하여 

부서에 제공된 회수 봉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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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정맥내 점적주사 (정맥주사 삽입) 8:19   100 100 100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            

경구 투약 2:06         

위장관 투약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3:35         

근육주사  3:29         

피하주사 
  

        

피내주사         

점적투여 눈/귀 1:36         

외용약 도포 

  

        

좌약 투여         

흡입제 투여         

체위를 이용한 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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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물리적 흉곽요법         

심호흡 보조기구 사용  5:56         

비구강내 흡인           

기관내 흡인 4:30         

기관내 삽관 간호            

비강튜브 산소 공급  4:31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인공기도를 통한 산소 공급          

기구를 사용한 인공호흡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          

전혈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  11:21         

혈소판, 혈장 수혈            

완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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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부분 격리          

단순 드레싱 5:45         

염증성 처치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절차  4:59         

억제대 통한 활동제한 관련절차            

활력징후 측정  3:09         

중심정맥압 측정 

  

        

심박출량 측정          

폐동맥압및 대기압 측정          

24 시간 혈압측정          

심전도 검사         

경피적 혈액 산소 포화도 측정         

SMC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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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의식수준 사정  3:19         

신경학적 사정  
  

        

행동적 관찰          

체중 측정 1:10         

신장 측정  
  

        

복위 측정         

혈당 측정  2:11         

섭취량/배설량 측정  3:31         

부분적인 식사보조           

비위관 영양 3:44         

위루 영양            

동정맥루에 의한 혈액투석간호 47:37         

복막투석액 교환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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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혈액여과와 관련된 절차            

인공수유 간호 9:37         

모유수유 간호  23:33         

청정관장 

  

        

윤활관장         

약물 저류 관장          

가스 관장         

직장 분변 제거술         

직장튜브 유지          

장루처치 32:58         

방광루,요루 관리            

단순 도뇨           

유치도뇨 설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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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요도 및 방광 세척 4:50         

자기 간호 보조: 대소변           

방뇨/방변 환자의 피부간호 3:49         

수술 후 튜브 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뇌실내 배액관 기능유지         

담도내 배액관 기능유지          

위관 배액관 기능유지          

유치 도뇨관 기능유지  2:15         

침상목욕 34:58         

침상세발 23:10         

구강청결간호 5:54         

회음부 청결간호 5:45         

좌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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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욕창 예방 간호 7:19         

단순체위변경 3:52         

피부견인과 관련된 간호 철차  
  

        

골견인 간호 절차         

운동시 단순 보조           

보행기 사용법 교육 22:20         

수동적 관절운동 11:26         

능동적 관절운동 
  

        

CPM         

환자 이동시 부축           

불편감 및 통증 관찰  

  

        

수면 돕기         

PCA 관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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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수행시간(분)  상대가치  

평균수행시간 수행시간 기술 및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와 업무량 

온/냉찜질 4:03         

온/냉 조절기구 적용           

단순 이완 요법           

정서적 지지            

임종환자 가족지지 
  

        

임종시 간호절차          

입원시 간호  24:43         

퇴원시 간호  13:23         

의사처치 확인 및 검색           

개인 교육           

타의료전문직과의 조정 및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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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 단계 설문 결과  

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체위를 이용한 거담  0.85  0.80     

물리적 흉곽요법 1.00  0.90 흉부 물리 요법을 시행함 1.00  0.90   

심호흡 보조기구 사용  

0.85  0.95  Airway 를 삽입함 0.90  0.90   

기도를 개방함  0.85  0.90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함 0.90  0.90   

호흡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함 0.85  0.85   

비구강내 흡인 1.00  0.85 비인두 흡인을 시행함 1.00  0.90   

기관내 흡인 1.00  0.85 기도를 흡인함 1.00  0.90   

T-Cannula 교환 간호 0.70        

기관내 삽관 간호  

1.00  0.95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1.00  1.00   

인공기도를 삽입함 0.90  1.00   

인공기도를 제거함 0.90  0.95   

인공기도를 고정함 0.95  1.00   

비강튜브 산소 공급  

1.00  0.95  산소를 투여함  0.85  0.95   

산소 주입 상태를 점검함 0.95  0.95   

산소 주입 장치를 교체함  0.95  0.90   

산소 투여를 변경함  1.00  1.00   

산소 투여를 시작함 0.95  1.00   

산소 투여를 중단함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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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0.85  0.90     

크룹 텐트 0.45        

산소 후드 0.50        

인공기도를 통한 산소 공급  0.90  0.80     

상기도 증기흡입 간호 0.30        

하기도 증기 흡입간호 0.35        

가습기 사용 0.45        

구강 대 구강 인공 호흡 0.25        

기구를 사용한 인공호흡 1.00  0.95  Ambu bagging 시행함 1.00  1.00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  

1.00  0.90 Ventilator care 시작함 1.00  1.00   

Ventilator care 종료함 1.00  1.00   

Ventilator setting 을 모니터함 1.00  1.00   

Ventilator setting 을 변경함 1.00  1.00   

Ventilator weaning 을 시도함 0.95  1.00   

Ventilator 를 관리함 0.90  1.00   

경구 투약 0.95  0.85 약물을 투여함 0.95  1.00   

위장관 투약  0.90  0.85     

정맥내 일시 주사  0.85  0.70     

항암제 정맥내 일시 주사  0.75        

정맥내 점적주사  
1.00  0.95  정맥주사 경로를 확인함 0.95  0.95   

정맥주사 부위를 관찰함 1.00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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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정맥주사를 시행함 1.00  0.95   

정맥주사를 제거함 1.00  0.95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  0.85  0.90     

전혈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  

1.00  0.95  수혈 다시 시작함 0.95  1.00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 1.00  1.00   

수혈 시작함 1.00  1.00   

수혈 종료함 1.00  1.00   

수혈에 대해 설명함  0.95  1.00   

수혈을 중단함 1.00  1.00   

혈액을 폐기함 1.00  1.00   

혈소판, 혈장 수혈  0.90  0.95      

헤파린 락을 이용한 정맥주사  0.70    Heparin Lock 을 적용함 0.70  0.95  이동 

중심정맥관 이용한 정맥주사  0.75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1.00  0.95  주입 상태 관찰함 0.95  0.95   

주입중인 수액을 확인함 0.95  0.95   

Chemoport needle 삽입함 0.90  0.95   

Chemoport needle 제거함 0.90  0.95   

Chemoport needle 삽입 실패함 0.90  0.95   

TPN 을 투여함  0.70  0.90  이동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0.95  0.95   

약물의 주입을 중단함 0.90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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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근육주사  0.85  0.85     

피하주사 0.85  0.85     

피내주사 
1.00  1.00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함 1.00  1.00   

1.00  피부 반응 검사의 결과를 확인함 1.00  1.00   

항암제 근육주사 0.65        

항암제 피하주사 0.65        

항암제 피내주사 0.60        

점적투여 눈/귀 0.80  0.70     

외용약 도포 0.80  0.70     

좌약 투여 0.85  0.80     

흡입제 투여 0.80  0.75      

생물학적 제제 주사  0.45        

완전 격리  0.80  0.80     

부분 격리  
0.95  0.95  감염 관리에 대해 교육함 0.90  1.00   

0.90  방문객을 제한함 0.90  0.95   

단순 드레싱 

1.00  0.95  Dressing 시행함 0.95  1.00   

Tracheostomy care 시행함  0.90  0.95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0.85  1.00   

Dressing 을  관찰함 1.00  1.00   

삽입 부위 Dressing 시행함 1.00  1.00   

삽입 부위 간호를 시행함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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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삽입 부위를 관찰함 0.90  1.00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1.00  1.00   

상처 치료 과정에 대해 교육함 0.95  1.00   

상처를 관찰함 1.00  1.00   

압박 dressing 시행함 0.95  1.00   

제거 부위 관찰함 1.00  1.00   

IV site care 시행함  0.85  0.80   

Needle 제거함 0.75  0.90  이동 

삽입 부위를 압박함 0.85  0.95   

염증성 처치  0.95  0.95  Wound irrigation 시행함 0.95  0.85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절차  

1.00  0.95  낙상 예방에 대해 교육함  1.00  1.00   

낙상의 위험 요인을 파악함 1.00  1.00   

낙상 발생을 확인함 1.00  1.00   

환경을 조절함  1.00  1.00   

마약 및 독극물 구분 점검  0.50        

자살 예방을 위한 면밀 관찰 0.75        

분리 입실 및 면밀 관찰  
0.80  0.75  활동의 허용범위를 정함 0.80  0.85   

 
Physical limitation 을 확인함 0.75    

화재 예방을 위한 관찰및 점검  0.65        

억제대 통한 활동제한 

관련절차  

1.00  0.95  Sand bag 적용함  0.30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설명함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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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신체보호대 지속 여부를 확인함 1.00  1.00   

신체보호대를 적용함 1.00  1.00   

신체보호대를 제거함 1.00  1.00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1.00  1.00   

활력징후 측정  

0.95  0.95  맥박을 측정함  0.95  1.00   

혈압을 측정함  0.95  1.00   

활력 징후를 모니터함  0.80  1.00   

활력 징후를 측정함   0.85  0.95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0.65     

체온을 측정함  0.95  1.00   

뇌내압 측정  0.95  0.65  Patient monitoring 을 시작함  0.95  0.95  이동 

중심정맥압 측정 0.90  0.80 

Hemodynamic status monitoring 시작함  

0.95  0.90   

심박출량 측정  0.90  0.80 0.95  0.90   

폐동맥압및 쐐기압 측정  0.90  0.75  0.95  0.85   

24 시간 혈압측정  0.85  0.90 0.95    

심전도 검사 
0.95  0.95  EKG Rhythm 를 모니터함 1.00  1.00   

인공 심박동기의 기능을 모니터함 0.95  0.95   

경피적 혈액 산소 포화도 측정 

0.95  0.85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함  0.95  1.00   

0.70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0.75  0.90  이동 

0.75  산소요법의 효과를 모니터함 0.75  0.90  이동 

경피적 혈액 산소분압 측정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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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0.70        

SMC 관찰  

1.00  0.95  Motor/sense/circulation 을 확인함 1.00  1.00   

감각의 차이를 느끼는지 모니터함 0.95  1.00   

말초의 혈액 순환을 확인함 0.90  1.00   

부종을 모니터함 1.00  1.00   

하지의 순환을 확인함 0.90  0.95   

의식수준 사정  

1.00  0.95  Glasgow Coma Scale 을  모니터함  0.95  1.00   

의식 상태를 확인함  1.00  1.00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1.00  1.00   

신경학적 사정  

1.00  0.95  Tremor 를 모니터함 0.95  1.00   

신경학적 상태를 모니터함 1.00  1.00   

Gag Reflex 를 확인함 1.00  0.95   

Grip strength(악력)을 모니터함 1.00  0.95   

Seizure 를 관찰함 0.95  1.00   

기침 반사를 모니터함 1.00  0.95   

동공을 모니터함 1.00  1.00   

말하는 능력을 모니터함 1.00  1.00   

시각 장애를 모니터함 1.00  1.00   

이상 감각 여부를 모니터함 1.00  1.00   

행동적 관찰  
1.00  0.90 ADL 수행능력을 평가함 0.95  0.95   

Aspiration sign 을 모니터함 1.00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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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Aspiration 을 예방함 0.80  0.80   

Vomiting 양상을 모니터함 1.00  1.00   

가스배출여부를 확인함  0.90  1.00   

감염의 증상을 관찰함 0.90  0.95   

검사 부위의 상태를 확인함 0.95  0.95   

검사/시술전 준비를 확인함 0.90  0.95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0.85  1.00   

고체온의 증상을 모니터함 0.85  0.95   

기침 양상을 사정함 0.90  1.00   

말하는 능력을 모니터함 0.85  1.00   

삽입된 catheter/배액관을 확인함 0.85  0.95   

수면 양상을 관찰함 0.95  0.95   

수술 부위를 관찰함 0.90  1.00   

수술 전 준비를 확인함 0.85  0.95   

안면의 대칭성을 모니터함 0.90  0.95   

알러지 확인함 1.00  1.00   

오심 양상를 모니터함  0.95  1.00   

오심의 위험요인을 확인함 0.95  1.00   

자가 간호 능력을 모니터함 1.00  1.00   

자가 투약 능력을 평가함 0.90  0.95   

저체온의 증상을 모니터함 0.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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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저혈당의 증상과 징후를 관찰함 0.80  1.00   

전해질 불균형을 모니터함 0.80  0.95   

체액 불균형의 위험요소를 확인함  0.90  0.90   

체액과 전해질 상태를 모니터함 0.90  1.00   

출혈 여부를 확인함  0.90  1.00   

투약 여부를 확인함 0.90  0.95   

투여 대상자와 약물을 확인함 0.80  0.95   

투여 중인 약물을 확인함 0.95  0.95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을 관찰함 0.95  0.95   

투여된 약물의 효과를 관찰함 0.85  0.95   

행동 양상을 모니터함 1.00  0.90   

호흡 곤란을 모니터함  0.80  1.00   

호흡 양상을 관찰함  0.90  1.00   

호흡음을 청진함 0.85  1.00   

환경의 위험요인을 파악함 0.75  0.95  이동 

환자 상태 확인함 0.95  1.00   

활동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 함  0.85  1.00   

흉곽의 움직임을 확인함 0.90  0.95   

체중 측정 0.85  0.85 체중을 측정함 0.95  0.95   

신장 측정  0.85  0.85 
신체 계측을 시행함  

0.95  
0.95  

 

복위 측정 0.85  0.85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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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혈당 측정  0.95  0.85 혈당을 측정함  1.00  1.00   

섭취량/배설량 측정  

1.00  0.95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방법에 대해 설명함  1.00  0.95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1.00  0.95   

수분 과다와 정체의 징후를 모니터함  0.90  0.95   

수분 섭취를 격려함  0.95  0.85   

수액 주입속도를 확인함  0.95  0.95   

수액 투여를 조절함  0.95  0.95   

전적인 식사보조 0.80  0.70     

부분적인 식사보조 

1.00  0.95  연하 능력을 확인함 1.00  1.00   

연하 장애 관리에 대해 교육함 0.95  1.00   

음식 섭취 상태를 확인함 1.00  1.00   

Aspiration 을 예방함 1.00  1.00   

당류를 제공함  0.60     

식사를 변경함  0.95  1.00   

식사를 제공함  0.95  1.00   

비위관 영양 

1.00  0.95  Tube feeding 을 시행함 1.00  1.00   

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함 0.95  0.90   

위관을 세척함 0.90  0.95   

위관을 삽입함 1.00  0.90   

위관을 제거함 1.00  0.95   

위관의 위치를 확인함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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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잔량을 확인함 0.85  0.95   

위루 영양  0.95  0.85     

동정맥루에 의한 

혈액투석간호 

0.90  0.90     

복막투석액 교환 

1.00  0.90 복막 투석의 양을 확인함 0.95  1.00   

복막 투석 도관의 개방성을 확인함 0.95  1.00   

복막 투석 용액 연결관 교환함 0.90  1.00   

투석액 교환함 0.95  1.00   

혈액여과와 관련된 절차  0.70        

인공수유 간호 0.80  0.80     

모유수유 간호  
0.95  0.85 모유 수유 의도를 확인함 0.90  0.85   

모유수유에 대해 교육함 0.95  0.90   

청정관장 0.95  0.90 

관장을 시행함 

1.00  1.00   

윤활관장 0.90  0.90 1.00  1.00   

약물 저류 관장  0.95  0.90 1.00  1.00   

가스 관장 0.95  0.90 1.00  1.00   

직장 분변 제거술 0.95  0.90 Finger evacuation 시행함 0.90  0.90   

직장튜브 유지  0.85  0.85     

장루통한 배변돕기 0.75        

장루처치 
1.00  0.95  장루 간호 시행함 1.00  1.00   

장루 관리법을 교육함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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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장루와 주위조직을 관찰함 1.00  1.00   

방광루,요루 관리  0.90  0.85     

단순 도뇨 1.00  0.90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시행함 1.00  1.00   

유치도뇨 설치 

1.00  0.95  Urinary Catheterization 에 대해 교육함 1.00  1.00   

도뇨관을 삽입함 1.00  1.00   

소변 배액 기구를 교환함 1.00  1.00   

도뇨관 삽입 여부를 확인함 0.95  0.95   

도뇨관을 clamping 함 1.00  1.00   

도뇨관을 제거함 1.00  1.00   

요도 및 방광 세척 1.00  0.85 Bladder irrigation 시행함  1.00  0.85   

자기 간호 보조: 대소변 

1.00  0.95  대변 양상을 모니터함 1.00  1.00   

방광의 팽창 여부를 확인함 0.90  1.00   

배뇨에 대해 평가함 1.00  1.00   

배변에 대해 평가함 1.00  1.00   

변비 관리에 대해 교육함 1.00  1.00   

변비의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함 0.95  1.00   

비뇨기계를 사정함 0.80  0.90   

설사 관리에 대해 교육함 1.00  1.00   

설사에 대해 평가함 1.00  0.95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1.00  1.00   

요 배설 관리에 대해 교육함 0.85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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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용변을 도와줌 0.85  0.95   

자연배뇨 확인함 1.00  0.95   

장음을 청진함 0.95  0.95   

Residual urine 을 확인함 0.90  0.95   

키스모 부착 및 관리  0.75        

방뇨/방변 환자의 피부간호 0.85  0.90 피부 간호를 시행함  0.85  1.00   

채혈 0.85  0.75      

채뇨 0.85  0.75      

채변 0.85  0.75      

24 시간 소변 체취  0.75        

배액 0.90  0.75      

객담 0.85  0.75      

기도내 객담 0.85  0.75      

수술 후 튜브 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1.00  0.95  Chest tube 상태 확인함 1.00  1.00   

Chest tube 제거함 0.95  0.85   

Tube 관리에 대해 교육함  0.90  1.00   

배액 기구를 고정함 1.00  1.00   

배액관 제거 여부를 확인함 0.85  0.90   

배액관을 irrigation 함 0.95  0.85   

배액관을 제거함 0.95  0.85   

배액관을 확인함 0.95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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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배액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1.00  1.00   

배액관의 위치를 조정함 0.95  0.85   

배액상태를 확인함 1.00  1.00   

배액을 시작함 1.00  1.00   

흡인기를 연결함 1.00  1.00   

뇌실내 배액관 기능유지 0.95  0.90 CSF 의 특성을 관찰함 1.00  0.95   

담도내 배액관 기능유지  0.90  0.80 배액관을 삽입함 0.90  0.70   

위관 배액관 기능유지  0.90  0.90     

유치 도뇨관 기능유지  1.00  0.90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1.00  0.75   

침상목욕 0.85  0.80 목욕을 도와줌 0.90  0.80   

통목욕 0.50        

세안 0.55        

손발톱깍기  0.55        

눈간호/귀간호 0.80  0.60     

침상세발 0.75        

구강청결간호 

1.00  0.95  구강 간호를 시행함 0.90  0.95   

구강 관리를 교육함 0.90  0.95   

구강 위생을 도와줌 0.85  0.85   

구강 점막 상태를 사정함 0.95  1.00   

회음부 청결간호 0.95  0.80 회음부 간호를 시행함 0.90  0.95   

좌욕 0.70        



 

138 

 

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침상 홑이불 교환 0.60        

환의 교환 0.80  0.55   0.75     

유방 마사지  0.75        

욕창 예방 간호 

1.00  0.95  욕창의 위험요인을 파악함 1.00  1.00   

압력을 감소시킬수 있는 기구를 사용함 1.00  1.00   

치료적인 매트리스/침대를 제공함 0.95  0.95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0.95  1.00   

단순체위변경 

1.00  0.95  자세 변경에 대해 설명함  1.00  1.00   

자세를 변경함  1.00  1.00   

자세를 유지함 0.85  0.95   

스트라이커를 이용한 

체위변경 

0.50        

써클베드를 이용한 체위변경 0.45        

보조기 착용환자 운동  및 

체위변경 

0.85  0.70     

구축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간호 

0.75        

피부견인과 관련된 간호 철차  0.85  0.80     

골견인 간호 절차 0.85  0.75      

운동시 단순 보조 
1.00  0.95  보행 보조 기구를 제공함 1.00  0.90   

보행 보조 기구의 사용에 대해 모니터함 1.0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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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움직임을 모니터함 1.00  0.90   

Antiembolic stocking 적용함  0.85  0.85   

복대 적용함  0.95  0.90   

움직일 때 도와 줌 0.95  0.85   

보행기 사용법 교육 1.00  0.75  보행 보조 기구 사용법을 설명함  1.00  0.80   

목발사용 교육 0.90  0.65      

수동적 관절운동 

1.00  0.95  관절 운동에 대해 교육함  1.00  0.95   

관절 움직임을 확인함  1.00  0.95   

수동관절운동을 시행함  0.95  0.95   

능동적 관절운동 0.90  0.80     

CPM 0.85  0.80     

환자 이동시 부축 0.95  0.75  침상 이상을 도와줌 0.95  0.75   

휠체어 이용한 환자 이동  0.80  0.70     

눕는차 이용한 환자 이동  0.80  0.70     

불편감 및 통증 관찰  
1.00  0.95  통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0.95  0.95   

통증을 사정함 1.00  0.95   

수면 돕기 

1.00  0.95  수면 증진에 대해 교육함  0.95  1.00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니터함 0.95  0.95   

휴식을 격려함  0.90  0.85   

PCA 관리  
1.00  0.90 PCA 시작함 1.00  0.95   

PCA 종료함 1.00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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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PCA 확인함 1.00  0.95   

PCA 에 대해 교육함  1.00  0.95   

온/냉찜질 
1.00  0.95  온요법을 적용함 1.00  0.90   

냉요법을 적용함 1.00  0.90   

온/냉 조절기구 적용 0.80  0.80 Rewarming 방법을 적용함 0.80  0.80   

보육기 사용 간호  0.45        

단순 이완 요법 0.80  0.85 이완요법을 사용함 0.80  0.85   

정서적 지지  

1.00  0.90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0.95  0.95   

불안의 징후에 대해 관찰함 0.95  0.95   

치료적 관계를 형성함  1.00  0.95   

정서적 상태를 모니터함 0.95  0.90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1.00  0.95   

오락 요법 0.50        

성직자와의 면담 의뢰  0.40        

종교적 지지  0.55        

임종환자 가족지지 0.90  0.85     

임종시 간호절차  0.95  0.95  사망 선언함 0.95  0.85   

입원시 간호  

1.00  0.95  병실에 대해 안내함 0.95  1.00   

입실함 1.00  1.00   

입원 생활에 대해 안내함 1.00  1.00   

입원함 0.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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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귀원 함 0.80  1.00   

부서 내 이동함 0.85  0.95   

퇴원시 간호  

1.00  0.95  외출 함 0.85  0.95   

외출/외박의 목적을 확인함 0.85  0.95   

외출/외박의 범위를 결정함 0.70     

퇴실함 0.95  1.00   

이동 예정 병실을  알려줌  0.90  1.00   

필요 서류 발부함  1.00  1.00   

퇴원 계획을 확인함 1.00  1.00   

퇴원 절차에 대해 설명함 1.00  0.95   

퇴원 함 1.00  1.00   

퇴원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 1.00  1.00   

의사처치  확인 및 검색  

1.00  0.95  Catheter 삽입 실패함 1.00  0.90   

Catheter 삽입 여부를 확인함 0.85  0.95   

Catheter 제거 여부를 확인함 0.85  0.95   

Catheter 를 삽입함  1.00  0.90   

Catheter 를 제거함 1.00  0.90   

Paracentesis 시행못함 0.90  0.90   

Paracentesis 시행함 1.00  0.90   

Spinal tap 시행함 1.00  0.90   

Stitch out 시행함  1.0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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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Suture 시행함  1.00  0.90   

Thoracentesis 시행함 1.00  0.90   

검사/시술을 시작함  0.90  0.85   

검사/처치를 시행함 0.90  0.90   

검사를 시행함 1.00  0.85   

국소 마취를 시행함 1.00  0.90   

동의서를 받음  0.90  0.90   

동의서를 확인함  0.90  1.00   

비위관을 삽입함 0.95  0.90   

비위관을 제거함 0.95  0.90   

지혈을 시행함 0.95  0.95   

개인 교육  

1.00  0.95  검사/시술에 대해 설명함  0.95  1.00   

검사/시술전 준비에 대해 설명함  0.95  1.00   

검사/시술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  0.95  1.00   

교육 방법을 선택함 0.85  1.00   

교육 수준을 사정함  0.80  1.00   

교육에 대한 환자의 성취정도를 평가함 0.90  1.00   

복막 투석에 대해 교육함 0.95  1.00   

비약물 요법을 교육함  0.95  1.00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함  0.95  1.00   

수술 전 준비에 대해 설명함  0.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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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  0.95  1.00   

식사에 대해 설명함  0.90  1.00   

약물에 대해 교육함 0.95  1.00   

영양 관리에 대해 교육함  0.90  1.00   

오심 관리에 대해 교육함 0.90  1.00   

외출/외박 관리에 대해 설명함 0.75     

장비 사용에 대해 설명함 0.90  1.00   

저체온 관리에 대해 교육함 0.85  1.00   

진단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0.95  0.95   

질병에 대해 설명함  0.95  0.95   

처치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  0.90  0.95   

처치에 대해 설명함 0.95  0.95   

출혈 감소에 대해 교육함 0.90  0.95   

출혈 예방에 대해 교육함 0.95  0.95   

치료/시술 과정에 대해 설명함  0.90  0.90   

피부관리에 대해 교육함  0.95  1.00   

학습 요구를 사정함 0.90  1.00   

학습 장애요인을 사정함  0.95  1.00   

항암 요법에 대해 교육함  0.95  1.00   

현재 지식 수준과 이해수준을 평가함 0.85  1.00   

혈당 관리에 대해 교육함  0.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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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1 차 2 차  세무간호행위 1 차 2 차  비고  

타의료전문직과의 조정 및 

의뢰  

1.00  0.80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함 0.90  1.00   

협의 진료 해결됨   0.55     

호출 수단을 제공함 0.55  1.00  이동 

환자상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함 0.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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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model of nursing workload using nursing 

activities and relative values 

 

This study aims to predicting factors affecting nursing workload in terms of patients, nurses, 

and units, a generalized linear model was implemented by targeting 7,260,110nursing activities 

entere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8 in four nursing units of medical and surgical units of 

a tertiary hospital. In order to reconstruct the nursing activities, 340 detailed nursing activities mainly 

used in general wards were organized based on 102 nursing activity classifications and their validity 

was checked. The relative values of 102 nursing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ime ane 

nursing intensity (nursing skills and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and judgment, stress) and 

workload for 191 nurses from 30 unitss. After examining the relative values of the 102 nursing 

activities identified in this way, the 7,260,110 nursing activities were organized by day assigned 

nurse to measure the nursing workload and analyze the patient, nurse, and unit factors that affect the 

nursing workloa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total of 340 detailed nursing activities mainly used in general wards were organized based 

on 153 nursing activities, and the validity was confirmed twice for 20 clinical experts, and the 

classification of detailed nursing activities was reorganized and organized into 102 nursing 

activities. 

2. The relative values of 102 nursing activities of were derived was investigated based on 

intravenous infusion (including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insertion), dialysis-related 

activities such as peritoneal dialysis fluid exchange (48.0 minutes) took a lot of time.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ventilators and artificial airways were found 

to be high,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ities that take a lot of time and the activities that 

put a burden on the nurse we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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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8, the number of inpatients in the units was 11,597,. In 

2018, a total of 155 nurses were assigned, and 114 nurses belonged to the units, with a total 

nurse experience of 6.0 years and a units experience of 3.2 years.  

4. Among a total  of 7,260,110nursing activities were confirmed in 75 items, 1,048,575 cases 

were surveyed as “vital signs measurement”, followed by “activitesal observation” (749,938) 

and “discomfort and pain observation” (678,541) a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nursing 

activities.  

5. Comparing the nursing workloa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orkload; and the night shift was 

876.1, which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day  shift (3706.5) and the evening shift 

(3187.7). Differences in nursing workload were show that  surggical 2 unit the highest at 

3216.2.  

6. Factors affecting nursing workload through patient factors, nurse factors, and unitsal factors 

were analyzed with a GEE and it was confiirmed that the workload increased as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increased, the units activity index increased, and the number of new and 

nurses from other unitss in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nursing workload was measured using data from a hospital 

information system,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reflect indirect nursing activities, 

activities unrelated to patients, or nurses' proficiency.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the level of patient movement, and the composition of nurses working 

together affect the workload, thereby contributing to unitsal management such as comparison of 

workload between unitss and arrangement of nurses in the future. 

 

key words: nursing activities, relative value, nursing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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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Ⅰ. Introdcution 

1. The need for research 

 The workload measurement accurately identifies the ratio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unit 

and the time unit, and the prerequisite is that the work processing method must be standardized in 

setting the standard time. In other words, even for those who handle the same task, it is possible to 

set the standard time only when the problem of different processing methods and processing times 

is solved. However, for nurses, work involves nursing patients directly or indirectly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within the ward, and nursing is a highly dynamic and complex process 

with ever-changing individual patient needs.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value of nursing services uses relative values, and the amount of 

resources invested to produce services is measured in four factors: time, nursing skills and physical 

efforts, mental effort and judgment, and stres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check the intensity of the 

work put in by the nurse and judge it as the time to put in the workload, but to grasp it with the exact 

value of the nursing service. Lee  et al. (2000) said that 91.3% of the workload of home nursing 

activites could be explained in four aspects of relative value, and among these four variables, 

physical effort, performance time, and stress affected the workload. 

Duffield et al. (2011) suggested that nurses' workload should be measured, including indicators such 

as case mix, patient severity, patient turnover rate, number of patients per bed, nursing hours required 

for one day, nursing demand/supply (NHPPD), and time required for handover. Morris et al. (2007) 

pointed out that nursing workload was used interchangeably with nursing dependence, nursing 

intensity, and patient severity concepts during a specific perio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presented the concept of direct and indirect activity and work level.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patient outcomes by 

measuring the workload of nurses in various ways, and to utilize them in the staffing of nurses, but 

they have not been effective. This is because a number of circumstances, including the patient's 

condition, such as calculating a nurse's workload simply as the time of nursing action, sepa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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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rse's action alone, the patient's severity and self-care ability, etc., are not taken into account,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edicting factors affecting nursing workload in terms of patients, nurses, and 

units Accordingly,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① Identify detailed nursing activities and relative values (time, nursing skills and physical 

efforts, mental effort and judgment, and stress) according to nursing activities. 

② Identify the amount of nursing work using nursing activites and relative value. 

③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factors, nurse factors, unitsal factors, and nursing 

workload. 

④ predictive model that affects the amount of nursing work is presented. 

2. Definition of term 

① Nursing Activity 

I. Theoretical Definition: Nursing activities is a set of activities provided to them to help 

heal and well-being of nursing subjects, including nursing activities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nursing management tasks, and acts necessary to 

perform as exper 

II. Operational Definition: The nursing activities in this study was 153 by adding 149 

nursing activities identified by Park Jung-ho (2006), PCA management recognized as 

nursing professionals, doctor treatment confirmation and search, personal education, 

and coordination and request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② Relative value 

I. Theoretical Definition: Relative value acknowledged that there was a relative 

difference in medical cost and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amount of medical 

resources consumed for medical practice, and defined the time required to perform 

medical practice, professional knowledge and judgment, medical technology and 

physical effort, and stress as the relative value factors of workload (Hsio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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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perational Definition: Among the four factors of relative value in this study, nursing 

practice time refers to the time until preparation, performance, and recording time for 

conducting nursing practice. The other three factors of relative value are explained by 

nursing skills and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and judgment, stress and workload, 

and Magnitude estimation (relative intensity estimation) was used to give 100 points 

to each item and compare other nursing and reference activitess. 

③  Nursing workload 

I. Theoretical Definition: Nursing workload refers to the amount and level of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on patients during a specific period. The amount of nursing work 

affects direct and indirect nursing activities, the number of nurses to patients, the 

number of inpatients and mobile patients, the patient's severity, and the patient's 

dependence (Morris et al., 2007), and the workload can be explained by relative value 

time and work intensity (Lee Tae-hwa, 2000). 

II. Operational Definition: In this study, the amount of nursing work is calculated using 

the time and intensity spent on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by nurses during the day's 

work, that is, nursing skills and physical efforts, mental effort and judgment, and the 

number of times stress and nursing activities are performed. 

 

Ⅱ. The conceptual framework of research 

Nursing workload is explained as follows: patient factor, nurse factor, and units factor. Patient 

factors are explained in terms of patient dependence and severity. Patient dependence is a functional 

evaluation and self-care ability to confirm ADL performance, and the severity of the disease is 

identified by the patient's severity based on the patient's intensity and the CCC, which is confirmed 

through the diagnosis name. The nurse factor is the time it takes to perform nursing tasks, and it is 

intended to explain the total nurse experience and current units experience that affect task 

performance. Units factors are identified through the human composition of nurses,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and patient movement information. The human composition of nurses is the 

number of new and nurses from other unitss in the same shift,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is 

the number of patients nursed within the shift, and patient movement information is the tot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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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eated patients and the number of hospitalized, discharged, and moved unitss. We want to 

understand this through the Unit Activity Index (UAI). 

Nursing workload is measured through the number of times of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trials. The amount of nursing action performed on a patient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nursing records, vital symptoms, and medications entered i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bove factors, is as follows.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Workload 

 

Ⅲ. Method 

1. Design & process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phases. In the first step, the Delphi method was used to derive the 

nursing activites used by nurses in the general ward and to determine the mapping of detailed nursing 

activitess such as nursing record, medication, and vital signs input to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In the second stage,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to calculate the nursing workload 

by examining the relative value of the confirmed nursing activites. The third step is to extract 

detailed nursing activites using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nd calculate the workload per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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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ift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workload in terms of patient factors, nurse factors, 

and units factors, and build a predictive model.  

 

 

<Figure 2> Flow of Research Process



 

１５２ 

 

2. Data collection procedure and method 

 

<Figure 3> Flow Chart of Date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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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analysis method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as follows using the R program (ver.4.0.3). 

1. In the survey data on the relative value according to nursing activit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nurses were mistake and percentage, and the relative value was identifi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2. For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urses, unitss, and nursing activitess extracted from hospital 

information system data,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analyzed.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load, number of shifts, days of the week, and nurse 

experience was analyzed using univariat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regression 

analysis. 

4.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load, patient factor, nurse factor, and units factor was 

identified through multivariat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5. The predictive factors of nursing workload were identified through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the model was verified through fitness verification. 

 

Ⅳ. Research Results 

１. Obtaining content validity of the mapped nursing activities 

340 descriptive nursing records mainly input by general ward nurses were compiled, mapped 

to 153 nursing activitess, and confirmed. After the 1st Delphi investigation, 38 nursing activities 

including croup tent, steam inhalation nursing, and humidifier use classification check were deleted 

and 115 In addition, 12 detailed nursing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a calling means” and 

“removing the needle” responded that the classification was not appropriate, so the classification 

was changed. 

After arranging the validity of nursing activities and the classification of detailed nursing 

activities, the second Delphi was conducted. Thirteen cases that could not be identified with detailed 

nursing activities were excluded from the second stage questionnaire, and the final 102 items were 

confirmed as the target items for the second stage relative valu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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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lculating the nursing workload using the relative value  

For the questionnaire surveying the relative value, 210 copies were distributed and 200 copies 

were collected for nurses over 3 years in 30 general wards, excluding pediatrics,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wards, and wards centered on specific clinical units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response rate was 95.5% for 191 copies, excluding 9 copies that answered less 

than 50%<Table1>. 

3. Nursing workload prediction model & validation 

① Nursing workloa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8, the number of inpatients in the units totaled 11,597. The 

mean age was 61.0±15.4 years, and the number of male patients was 6.148 (53.0%) and 5,449 

(47.0%) female patients. 

The number of nurses extracted in the assignment system of the target units was 155, but 41 

were applied or dispatched from other unitss, and there were 114 nurses belonging to the units. The 

average age of nurses was 29.6±6.4 years old, and the total nurse experience was 6.0±6.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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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Nursing Activites 

(n=102) 
Time(min) 

Nursing skills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Intravenous infusion (peripheral intravenous 
catheter insertion) 7.8  ± 2.8 100.0  0.0  100.0  0.0  100.0  0.0  1.00  7.8  

Peritoneal dialysis fluid exchange 48.3  ±23.1 133.4  ± 90.7 133.4  ± 61.0 142.6  ± 93.4 1.36  65.7  

Arteriovenous hemodialysis 46.0  ±19.0 135.0  ±125.7 134.8  ± 59.1 138.6  ± 91.1 1.36  62.6  

Procedures related to hemofiltration  37.6  ±12.1 128.4  ± 63.4 129.6  ± 64.3 153.9  ± 65.2 1.37  51.5  

Bed bath 33.5  ±11.3 129.0  ± 92.0 98.0  ± 39.5 144.4  ± 81.7 1.24  41.5  

Nursing procedures in case of expire 25.0  ± 9.3 118.6  ± 49.0 135.9  ± 41.7 150.7  ± 75.4 1.35  33.8  

Stoma care 24.8  ±11.6 121.9  ± 47.0 112.6  ± 41.8 133.0  ± 47.8 1.23  30.5  

Admission care 25.4  ± 6.4 99.0  ± 23.7 106.0  ± 21.5 126.1  ± 44.6 1.10  27.9  

Bed shampoo 24.1  ± 8.6 119.8  ± 71.9 91.7  ± 46.2 131.9  ± 63.6 1.14  27.5  

Management of ventilator-applied patients  16.1  ±10.0 154.5  ± 45.3 160.8  ± 41.8 168.1  ± 42.0 1.61  25.9  

Cystostomy,urostomy care 20.3  ± 9.2 119.0  ± 48.7 112.0  ± 42.3 130.6  ± 49.5 1.21  24.6  

Endotracheal intubation care 13.9  ± 9.9 149.5  ± 87.1 152.7  ± 87.1 163.8  ±150.3 1.55  21.5  

Breast milk feeding assistance 21.1  ±10.2 100.8  ± 56.0 99.0  ± 40.7 103.6  ± 50.6 1.01  21.3  

Discharge care 19.5  ± 7.6 94.8  ± 24.2 105.6  ± 19.9 118.0  ± 27.0 1.06  20.7  

Family support for dying patients 16.1  ± 7.6 97.5  ± 30.2 135.0  ± 32.8 144.8  ± 47.4 1.26  20.3  

Patient education  17.3  ±14.3 96.2  ± 30.5 111.9  ± 39.4 113.8  ± 43.9 1.07  18.5  

Coordination and referral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16.2  ±13.6 91.0  ± 50.6 111.8  ± 46.0 117.5  ± 50.6 1.07  17.3  

Artificial respiration with an instrument 12.3  ± 5.3 134.3  ± 46.5 140.3  ± 46.4 145.9  ± 35.6 1.40  17.2  

Complete isolation 14.7  ± 7.4 117.7  ± 39.3 110.5  ± 46.2 123.7  ± 54.4 1.1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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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

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Whole blood or packed RBC transfusion 14.1  ±16.4 109.0  ± 11.5 111.4  ± 21.7 116.6  ± 41.7 1.12  15.8  

Check & search for doctor's prescription 15.5  ±12.1 86.0  ± 32.0 102.5  ± 36.3 101.6  ± 38.5 0.97  15.0  

Platelet,plasma transfusion 13.4  ±16.5 106.4  ± 11.8 108.9  ± 25.6 113.1  ± 44.2 1.09  14.6  

Teaching patient using a stationary walker 14.8  ± 5.0 91.7  ± 41.9 80.8  ± 45.3 95.0  ± 50.2 0.89  13.2  

Partial isolation 11.9  ± 7.8 106.8  ± 29.3 100.3  ± 32.5 111.0  ± 38.8 1.06  12.6  

Foley catheterization 11.4  ± 3.6 108.0  ± 46.7 93.8  ± 44.1 110.6  ± 77.2 1.04  11.9  

Drug retention enema 11.3  ± 6.0 101.8  ± 55.5 93.9  ± 36.5 116.1  ± 62.6 1.04  11.8  

Removal of feces in rectum 10.7  ± 5.0 103.6  ± 61.2 96.0  ± 44.9 116.4  ± 69.2 1.05  11.2  

CPM:continuous passive movement 11.9  ± 6.5 94.0  ± 58.7 87.1  ± 56.1 98.0  ± 61.1 0.93  11.1  

Gas enema 10.6  ± 6.5 100.2  ± 54.7 90.6  ± 36.5 112.2  ± 63.8 1.01  10.7  

Skeletal traction care 10.0  ± 6.1 101.9  ± 47.7 97.8  ± 48.4 106.5  ± 59.2 1.02  10.2  

Passive ROM 11.1  ± 5.0 92.6  ± 62.0 82.3  ± 52.1 96.6  ± 58.8 0.91  10.1  

Active ROM 10.9  ± 5.0 92.8  ± 56.5 83.9  ± 52.2 94.2  ± 58.7 0.90  9.8  

Bottle feeding assistance 9.8  ± 3.7 99.4  ± 49.7 98.5  ± 42.3 102.7  ± 40.7 1.00  9.8  

Rectal tube maintenance 10.0  ± 8.6 93.9  ± 54.7 93.3  ± 46.8 107.2  ± 61.4 0.98  9.8  

Care procedure related to skin traction 9.6  ± 4.7 100.2  ± 47.8 97.3  ± 48.4 105.4  ± 60.1 1.01  9.7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9.5  ± 4.1 102.3  ± 48.7 89.3  ± 43.1 106.3  ± 46.0 0.99  9.4  
Procedures related to restriction of activity 
applying restraints 8.5  ± 2.6 97.9  ± 34.6 98.9  ± 21.2 113.9  ± 32.9 1.04  8.8  

Inflammatory treatment 8.9  ± 5.6 97.6  ± 32.9 94.2  ± 22.5 96.3  ± 33.6 0.96  8.5  

Self care assistance: urination and defecation 8.6  ± 5.0 95.8  ± 37.7 86.4  ± 24.4 113.7  ± 38.9 0.99  8.5  

Simple assistance for exercise 10.0  ± 5.7 88.9  ± 42.7 74.0  ± 44.3 91.9  ± 43.8 0.85  8.5  

Intravenous infusion(chemotherapy) 8.6  ±10.0 89.9  ± 21.7 102.7  ± 24.2 101.1  ±  9.9 0.9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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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

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Urethra & bladder irrigation 7.8  ± 5.0 100.7  ± 57.2 93.0  ± 53.5 105.3  ± 58.7 1.00  7.8  

Cleansing enema 8.7  ± 5.7 88.2  ± 47.9 82.2  ± 33.6 95.0  ± 44.0 0.88  7.7  

24-hour blood pressure measurement 8.7  ± 6.7 81.7  ± 34.5 84.6  ± 44.4 90.3  ± 14.1 0.86  7.5  

Support when moving the patient 8.8  ±21.7 89.5  ± 44.4 72.5  ± 35.0 92.1  ± 39.5 0.85  7.5  

Pressure ulcer prevention 7.9  ± 1.4 97.7  ± 54.1 81.5  ± 39.8 101.2  ± 54.5 0.93  7.3  

Enema 8.1  ± 4.6 88.9  ± 49.0 81.9  ± 34.9 96.8  ± 45.3 0.89  7.2  

Activitesal observation 7.6  ± 3.3 86.6  ± 23.9 95.5  ± 37.4 89.3  ± 33.8 0.90  6.8  

Skin care for the incontinence patient 6.3  ± 2.0 96.9  ± 26.7 90.5  ± 25.5 115.6  ± 31.4 1.01  6.4  

Oxygen administration by endotracheal tube 5.8  ± 4.1 110.2  ± 42.6 102.6  ± 34.8 104.1  ± 46.5 1.06  6.1  

Pulmonary arterial pressure and wedge pressure 
measurement 6.7  ± 5.5 86.8  ± 46.7 92.9  ± 53.3 91.6  ± 45.7 0.90  6.0  

Endotracheal suction 5.9  ± 4.5 101.9  ± 25.6 96.3  ± 14.1 104.4  ± 24.9 1.01  6.0  

Partial mealtime assistance 8.2  ± 9.2 70.6  ± 38.9 59.4  ± 30.4 83.0  ± 46.3 0.71  5.8  

Emotional support 7.1  ± 3.4 68.3  ± 32.7 85.8  ± 47.5 93.2  ± 43.3 0.82  5.8  

Cardiac output measurement 6.5  ± 4.7 83.0  ± 49.5 92.4  ± 56.4 90.5  ± 49.5 0.89  5.8  

Nasopharyngeal suction 5.7  ± 8.9 96.7  ± 29.5 93.0  ± 23.6 100.7  ± 26.4 0.97  5.5  

Sitz bath 7.2  ± 5.7 75.6  ± 59.3 68.0  ± 32.3 80.8  ± 60.6 0.75  5.4  

Maintenance of intraventricular drainage tube 
function 5.7  ±13.8 90.5  ± 49.7 93.6  ± 56.4 94.9  ± 44.6 0.93  5.3  

Neurological assessment 5.3  ± 2.1 92.8  ± 25.6 103.8  ± 32.5 95.5  ± 27.0 0.97  5.1  

Central venous pressure measurement 6.1  ± 3.4 80.4  ± 46.0 86.0  ± 45.3 86.7  ± 46.0 0.84  5.1  

Electrocardiography 6.4  ± 5.9 76.0  ± 39.9 81.7  ± 45.6 83.2  ± 39.2 0.80  5.1  

Gastrostomy tube feeding 5.5  ± 1.8 87.3  ± 57.3 85.3  ± 40.2 99.6  ± 46.2 0.91  5.0  

Nasogastric tube feeding 5.4  ± 5.6 84.7  ± 50.4 82.6  ± 28.5 96.6  ± 35.8 0.88  4.8  



 

158 

 

<Table 1>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

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Gastrointestinal medication 6.2  ± 8.1 76.7  ± 31.0 75.2  ± 25.2 76.8  ± 25.1 0.76  4.7  

Oral care 5.7  ± 1.8 77.7  ± 31.8 68.2  ± 32.9 88.8  ± 36.8 0.78  4.4  

Position change 5.0  ± 1.8 94.1  ± 86.0 75.6  ± 47.9 95.1  ± 57.7 0.88  4.4  

Simple dressing 5.4  ± 2.0 79.4  ± 35.8 75.4  ± 27.5 79.1  ± 37.3 0.78  4.2  

Discomfort & pain obsevation 5.4  ± 7.1 70.2  ± 31.6 79.0  ± 44.0 77.5  ± 35.7 0.76  4.1  

Perineal care 5.4  ± 2.0 75.5  ± 45.3 66.2  ± 27.3 83.2  ± 39.3 0.75  4.1  

Management of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5.7  ± 3.9 69.8  ± 50.6 73.5  ± 50.1 69.2  ± 41.6 0.71  4.0  

Simple relaxation therapy 5.7  ± 2.4 62.7  ± 27.3 73.9  ± 49.5 77.4  ± 39.9 0.71  4.0  

Sense/motor/circulation observation 4.5  ± 2.9 83.2  ± 24.7 93.1  ± 54.0 87.3  ± 30.9 0.88  4.0  

Using an incentive spirometer 5.7  ± 3.5 67.8  ± 29.5 63.0  ± 30.4 64.3  ± 33.6 0.65  3.7  

Conscious level assessment 3.9  ± 2.5 85.4  ± 28.1 96.8  ± 36.8 89.5  ± 28.0 0.91  3.5  

Nursing care for fall prevention 4.8  ± 2.1 67.6  ± 16.8 72.8  ± 15.0 75.7  ± 23.9 0.72  3.5  

Monitoring natural drainage by tube insertion 
after surgery 

4.3  ± 6.2 78.2  ± 19.4 79.8  ± 25.6 79.1  ± 23.4 0.80  3.4  

Maintenance of biliary tube function 4.4  ± 6.2 75.9  ± 24.2 77.5  ± 27.3 74.8  ± 23.8 0.76  3.3  

Expectoration using position 4.8  ± 3.6 75.8  ± 38.9 63.3  ± 32.8 68.8  ± 27.0 0.69  3.3  

Spleep promotion 5.0  ± 6.0 60.8  ± 31.2 67.3  ± 29.8 70.0  ± 38.9 0.66  3.3  

Maintenance of gastrointestinal tube function  4.2  ± 9.4 73.4  ± 24.9 74.0  ± 25.5 73.3  ± 25.6 0.74  3.1  

Oxygen administration by mask 3.9  ± 1.3 72.4  ± 24.7 78.2  ± 25.5 78.1  ± 29.6 0.76  3.0  

Physiotherapy of chest 4.4  ± 2.9 72.0  ± 35.4 60.4  ± 29.8 64.9  ± 26.6 0.66  2.9  

Intake/output measurement 3.9  ± 9.1 61.2  ± 21.7 66.2  ± 23.2 72.8  ± 22.0 0.67  2.6  

Oxygen administration by nasal cannula 3.8  ± 2.3 66.5  ± 28.0 70.1  ± 28.0 67.5  ± 28.1 0.68  2.6  

Vital signs measurement 4.0  ±20.0 57.6  ± 31.5 62.8  ± 25.3 63.6  ± 33.1 0.61  2.4  



 

159 

 

<Table 1> Relative Value by Nursing Activities, Work intensity & Workload (continued) 

Nursing Activites Time(min)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Mental effort & 
judgment 

Stress & workload Work 
intens

ity 

Work 
load  M ± SD M ± SD M ± SD M ± SD 

Percutaneous blood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 

3.5  ± 1.8 62.5  ± 35.9 67.9  ± 36.8 66.4  ± 38.9 0.66  2.3  

Intradermal injection 3.3  ± 2.7 67.7  ± 39.3 64.7  ± 37.3 62.5  ± 35.0 0.65  2.1  

Application of hot/cold control device 3.9  ± 2.2 53.4  ± 27.0 53.7  ± 33.3 54.6  ± 27.7 0.54  2.1  

Administration of inhalants 3.6  ± 1.4 56.6  ± 28.8 57.1  ± 29.5 60.2  ± 30.4 0.58  2.1  

Intravenous side injection 3.3  ± 5.7 59.9  ± 25.1 62.9  ± 26.0 60.6  ± 25.1 0.61  2.0  

Maintenance of foley catheter function 2.9  ± 2.8 67.7  ± 24.9 69.2  ± 25.5 67.1  ± 22.3 0.68  2.0  

Hot/cold application 3.6  ± 0.8 53.1  ± 28.8 52.6  ± 32.4 55.0  ± 27.0 0.53  1.9  

Suppository administration 3.1  ± 1.6 59.0  ± 29.1 58.0  ± 29.2 62.1  ± 28.6 0.60  1.9  

Oral medication 3.2  ± 2.8 49.5  ± 28.3 56.1  ± 24.3 52.7  ± 33.6 0.53  1.7  

Intramuscular injection 2.8  ± 1.3 60.3  ± 32.0 61.2  ± 34.1 56.4  ± 36.5 0.59  1.7  

Subcutaneous injection 2.4  ± 2.5 60.8  ± 30.6 60.9  ± 32.1 56.6  ± 28.8 0.59  1.4  

Blood glucose measurement 2.3  ± 2.8 51.5  ± 29.6 52.3  ± 35.8 59.2  ± 33.5 0.54  1.2  

Abdominal circumstance measurement 2.2  ± 1.1 52.2  ± 32.6 46.0  ± 31.0 51.5  ± 33.7 0.50  1.1  

External drug application 2.2  ± 1.6 47.3  ± 26.7 47.9  ± 25.3 49.0  ± 26.1 0.48  1.1  

Instillation of eye/ear drops 1.6  ± 0.5 47.3  ± 32.8 49.2  ± 32.0 48.3  ± 30.6 0.48  0.8  

Weight measurement 1.6  ± 0.4 44.0  ± 31.7 40.2  ± 32.8 45.1  ± 28.9 0.43  0.7  

Height measurement 1.5  ± 0.4 39.9  ± 31.7 37.8  ± 32.8 39.6  ± 28.9 0.40  0.7  

  Work intensity = (Nursing skill & Physical effort + Mental effort & judgment + Stress & workloa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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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workload was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times, the duration of the activities. The 

higher than on weekend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units, surgery-2 was confirmed to 

have the highest workload at 3,140.5 ± 1,838.0, followed by internal medicine-2 (3,009.1 ± 1,926.4), 

surgery-1 (2,585.9 ± 1,509.0), and internal medicine-1 (2,565.9 ± 1,390.4)<Table2>. 

 

<Table2> Comparision of Nursing Workload by Week-end, Units, Shift, Nurse 

Variables M  SD Estimate  Std. Err P 

Weekday (ref) 2,925.5  1,749.9 2675 66.1 <0.001** 

Weekend  2,454.3  1,427.2 - -  

Unit  Medical 1 2,565.9  1,390.4 -614 237 0.009* 

 Medical 2 3,009.1  1,926.4 -122 222 0.584 

 Surgical 1 2,585.9  1,509.0 -932 214 <0.001** 

 Surgical 2 (ref) 3,140.5  1,838.0 - -  

Shift  D (ref) 3,706.8  1,468.0 - -  

 E 3,187.7  1,319.5 -217.7 44.3 <0.001** 

 N 876.1     551.3 -2829.1 80.6 <0.001** 

Total nursing experience  (year)    

   1  3,065.9  1,576.2 390.2 89.6 <0.001** 

 > 1 (ref) 2,735.3  1,695.7 - -  

* P < .05, ** P < .001 

② Predictive factors of nursing workload 

It was confirmed that unitsal factors mainly affect nursing workload.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the transfer of patients, and the number of new and nurses from other 

unitss within the same shift number, which correspond to units factors, all had an effect on the 

workload. As the factor most affecting the nursing workload, it was found that the workload 

increased by 237.2 (p<.001) for every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and the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ss within the shift. As a patient factor, for each additional patient with a 

score less than or equal to 99 on the ADL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workload decreased 

(p<.001). As for the nurse factor,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kload increased by 3.5 for each month 

of experience in the current units (p=0.023)<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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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Predictive Factors of Nursing Workload 

Variables Estimate  Std.err P  

Patient 

factor 
ADL assessment ( 99) -383.4 9.4 <0.001** 

 CCC ( 2) -18.6 11.9 0.119 

 Patient severity ( 3) 22.6 9.1 0.013 

 Self-care ability (3) 9.7 8.8 0.269 

Nurse 

farctor 
Total nursing experience    

 1 >  ≤ 3 (ref) - - - 

 3 >    5 -152.1 79.3 0.055 

 > 5    -237.5 139.8 0.089 

 Nursing experience at currant ward 3.5 1.5 0.023* 

Unit  

factor  
Unit Activity Index 15.4 1.3 <0.001** 

 Number of assigned patients 237.2 9.0 <0.001** 

 Number of new nurses  40.8 18.2 0.025*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s  237.7 15.6 <0.001** 

 * P < 0.05, ** P < 0.001 

Y(Estimated nursing workload) = -61.43+(ADL assessment(99)  * -38.4) + (Nursing experience 

at currant ward(mon) * 3.5) + (Unit Activity Index * 15.4)+ (Number of assigned patients *237.2) 

+ (Number of new nurses * 40.8) + (Number of nurses from other units * 237.7) 

 

Ⅴ. Discussion 

In order to convert the descriptive nursing records used in this study into standardized nursing 

activitess, Park Jeong-ho et al. (2006) conducted a domestic previous study, NIC's classif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s, and 149 nursing activities classified as fee-based nursing activitess in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and nurses' single acts. It wa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nursing activites 

standards that were classified into 153 categories by adding parts that were not. In this process, 153 

nursing activities were summarized into 102, and 51 nursing activities were classified as activities 

that are not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e ward. Since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developed in 2006, i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practice, so it is thought that many nursing 

practices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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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75 (14.4%) of the nursing activities entered for one year in 4 wards were “measurement 

of vital signs”, “activitesal observation” (749,938), “discomfort and pain observation” (678,541), 

“nursing for fall prevention” Procedure” (666.980) and “Oral administration” (491,697) are 

observed in that order. Kim Mi-young and Park Seong-ae (2011) et al. (2011) investigated nursing 

activities through self-report in a study on non-value-added nursing activities at Ilhospital. As a 

result, counseling and education (25.3%), measurement of vital signs (21.9%), and administration 

(19.3%) and safety nursing (15.4%), and in the nursing activity time survey study conducted by 

Jiyoung Lim and Changki Park (2012), physical observation activities, medication administration, 

and recording and reporting activities were different from this study.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differences in survey methods and items. In the case of self-report, when vital signs are measured 

for several patients at the same time, it is recognized as one, whereas this study extracts data from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be viewed as a difference between observations of 

individual nursing activities. 

The workload was analyzed by patient factor, nurse factor, and units facto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units factor, which identified the difference by patient movement information,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and the composition of nurses within the same shift, had the 

greatest influence. The reason that the patient and nurse factors were not reflected relatively is 

because the workload was measured in standard hours, so even if the same nursing activity was 

performed, the severity of the patient or the nurse's experience was not refl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repeatedly measure a method that can reflect the skill level of the nurse or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in the standardized work load identification. 

The composition of nurses within the same shift was identified by the number of dispatched 

and new nurses.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kload increased by 42.6 for each new nurse increase, 

and 225.9 for each additional nurse dispatched. Looking at the pattern of increase in workload, it 

can be seen that when one nurses from other units increases (225.9), the workload increases to a 

similar extent to that of one patient in charge (236.6). This is described in Wang et al. (2021) et al. 

can be explained as a study that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force composition, 

workload, and work commitment of nurses in units units. It is said that this affects the workload, 

and this affects the individual nurse's work commitment. In order for the staffing of nurses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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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ft to be stable, the number of nurses in the units must be sufficient and the number of new 

nurses must not exceed a certain percentage. 

 

Ⅵ. Conclusion 

In 2018, the workload was analyzed through data from 4 unitss, internal and 

external, where patients with digestive diseases were mainly hospitalize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input nursing activites showed a lot of activities in the area of 

measuring vital signs or observing the patient's condition. Comparing the workload 

for each nurse by da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y shift number 

and unitsal factors had an influ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kload increased 

as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increased, the units activity index increased, and 

the number of new and nurses from other unitss in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nursing workload was measured using data from a hospital information system,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reflect indirect nursing activities, activities unrelated to patients, or nurses' 

proficiency.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the level of 

patient movement, and the composition of nurses working together affect the workload, thereby 

contributing to unitsal management such as comparison of workload between unitss and 

arrangement of nurses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