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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간호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에 민감

한 환자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요양병원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

다.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요양병원 병원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유치도뇨관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

한 환자비율 (치매환자군/비치매환자군), 요실금,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 (고위험군)비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등급이 향상될수록 입원환자의 간호결과가 더 좋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환자의 간호결

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 수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보다강력한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는것을제안하는바이다.

주요용어: 간호결과, 간호인력확보수준, 입원환자, 요양병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수는 2009년 777개에서 2013년

1,232개소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3). 이러한 요양병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질에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Kane등, 2007; Song, 2013; Zhang과 Grabowski, 2004). 이에따라 2013년부터모든요양병원은의무

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조사 미신청시에는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4).

요양병원에서제공되는의료서비스의질은간호서비스에의해많은영향을받게되는데, 그이유는요

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 대다수가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필요량이 많기 때문이

다 (Kane 등, 2007; Porell 등, 1998; Sim과 Kim, 2010; Zhang과 Grabowski, 2004). 그러나 2012년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수는 1,000명당 4.8명으로 2007년 4.2명에서 5년 사이 14.3%의 큰 폭으로 증가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A2A03044389).

1 (702-723)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 1동 390번지,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교신저자: (700-4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교수.
E-mail: jewelee@knu.ac.kr



716 Eun Hee Kim · Eunjoo Lee

였음에도불구하고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 (9.3명)

의 절반 수준이며,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수준은 타 의료기관보다 더 부족한 실정이다 (Kim 등, 20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더욱이 국내 요양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간호사의 평균 이직

률인 16.8% 보다 높은 23.9%로 나타나, 장기요양병원에서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는 높은 이직율과 확

보의어려움의이중고를겪고있다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2).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의 간호사 인력의 확보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대상자의

간호결과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Hickey 등, 2005; Kane 등, 2007; Kim 등, 2014; Yoon 등, 2012).

국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대상자의 낙상, 욕창, 감염발생률, 억제대 사

용, 카테터 사용, 실금환자 비율등과 같은 간호중재에 민감한 환자결과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Kane등, 2007; Mark등, 2004; Needleman등, 2002; Porell등, 1998; Zhang과 Grabowski, 2004).

미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분기별로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ickey 등, 2005). 또한 이를 근거로 간호사 최소 확보에 관한 법률 (minimum nurse staffing

level)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Aiken 등, 2010). 반면 국내에서는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간호인력

의 영향에 관한 연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간호인력 수가 많을수록 사망, 폐렴, 패혈

증, 일상생활수행능력, 욕창, 요실금과 같은 환자 간호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Kim 등, 2014; Pack, 2003; Yoon 등, 2012)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여 간호사가 간호결과

에 기여하는 공헌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부족은 요양기관에서 간호사

확보를위한근거를뒷받침하지못하기때문에간호사부족의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매년마다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제공되는 의

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간호인력을 포함한 간호결과 (유치도뇨관, 요실금, 욕창, 일

상생활수행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구조와 진료부분 결과로 요양병원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특히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은 요양등급 결정에 가산점으로 부여되며, 간호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한 것)중 간호사의 비율이 2/3 (0.66)이상 높을 경우에는 추가 가산점

을 주어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확보수준을 증가하도록 동기화시키고 있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그러나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이나 간호조무사 인력이 요양병원의 등급 결정에 포함됨으로써 간호사

보다는 간호조무사의 채용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Kim과 Lee, 2014). 실제적으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1:1.2로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

vice, 2014).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변화를 파악한 연구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119개의 요양병원의 전체적인 간호인력 수는 증가하였지만, 그 중 간호사의 비율은 71.69% 에서

61.01% 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간호인력 수의 증가는 간호사 수의 증가가 아닌 간호조무사

의증가를증명하는결과이다 (Kim과 Lee, 2014).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등급 평가기준에는 간호사와 간호인력의 확보수준뿐만 아니라 구조변수 (시

설과 의료장비)와 진료변수가 포함되어 총 36개의 평가지표와 7개의 모니터링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그리고 선행연구는 요양병원의 등급 평가가

간호결과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Pack, 2003; Cho 등, 2011). 그러나 요양병

원의 등급에 따라 환자의 간호결과에 어떤 구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Cho

등, 2011).

이에따라본연구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공개하고있는우리나라요양병원에대한병원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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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구성하여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이 입원환자의 간호결과 (요실금 비율, 유치도뇨관 보유율, 일상생

활수행능력, 욕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호결과 변수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표 중 진료부분의 결과항목에

속해있는지표들이모두선택되었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Kim 등,

2014; Lee, 2009).

그리고 요양병원의 등급에 따라 간호결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에 영향을 받는 간호결과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에 본 연구는 간호사가 영향을 미치는 간호결과와 간호조무사를 합한 간호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간호결

과를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에 의해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간호결과를확인할수있으며, 간호결과를향상시키기위한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전략을개발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인력 등의 간호 제공자를 각각 구분하여 건강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의역할을재정립하여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1.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요양병원에서간호사의확보수준과간호사와간호조무사를합한간호인력

확보수준, 그리고 요양병원의 등급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호결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다.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 요양병원의특성과의료관련인력의확보수준을파악한다.

2. 요양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의 요실금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중 유치도뇨관 보

유율, 일상생활수행능력, 욕창등의간호결과를비교한다.

3.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의 요실금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중 유치도뇨관

보유율, 일상생활수행능력, 욕창등의간호결과를비교한다.

4. 요양병원의등급에따른입원환자의요실금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중유치도뇨관보유율, 일상생

활수행능력, 욕창등의간호결과차이를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을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를 재구성

하여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의간호결과차이를확인하기위해수행된분석연구이다.

2.2. 분석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5차례 걸쳐 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요양병원 병원평가

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평가인 2012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대상은

2012년 1월 이전에 개설하여 2012년 3월말 운영 중인 요양병원 708개이었으나, 제외등급을 받은 요양

병원 13곳이포함되어있어이들기관을제외한총 695개요양병원이최종분석대상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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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변수

1) 간호사와 간호인력의 확보수준

간호사는 일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한 것을 말한

다.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은 2012년 1월에서 3월말까지 3개월 동안 평균 해당인력 1인

당담당환자수로정의하여산출하였다. 간호사 1인당환자수에대한계산식은 (대상기간동안의평균

환자 수/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 수)이다.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1인이 1일 돌보는 환자수를 의미

하는 것으로 계산식은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 수/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 인력 수)로 구한 값이

다.

2) 환자의 간호결과

간호결과 (nursing outcome)는 간호중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행동이나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 (Moorhead 등, 2007). 본 연구에서 간호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

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로 입원환자의 요실금 비율,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있는

환자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 환자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비율 (고위험

군/저위험군), 욕창이악화된환자비율을의미한다.

(1) 요실금 환자비율

요양병원평가정보에제시된요실금환자비율는의사결정능력이있고인지능력과단기기억에이상이

없으며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받는 환자 중에서 요실금이 발생한 환자분율을 말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따라서 계산식은 (해당 월 평가에서 요실금

이 있는 환자/해당 월 평가 환자 중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100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요실금 환자비

율은 2012년 1월에서 3월까지동일요양병원에입원중인환자만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다.

(2) 유치도뇨관 보유 환자비율(고위험군/저위험군)

유치도뇨관고위험군은변실금항목이조절못함인경우, 3단계이상의욕창이있는경우,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사지마비인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이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그리고저위험군은고위험군이아

닌 환자를 말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따라서 유치도뇨관이 있

는환자비율은고위험군과저위험군에서각각유치도뇨관을가지고있는환자률이다. 계산식은 (유치도

뇨관이있는환자/해당월평가를받은환자중고위험군혹은저위험군)×100 이다.

(3)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 환자비율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나오기, 화장실사용하기등을말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

ment Service, 2012).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 환자비율은 연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1개월 전에

비해 10가지일상생활수행능력이감퇴된환자의비율로, 치매환자군과치매환자제외군으로나뉘어진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그리고 치매로 분류된 환자 중에서 일상생

활수행능력감퇴 환자의 비율과 치매제외로 분류된 환자 중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 비율을 구하였다.

따라서 계산식은 (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감퇴된 환자/해당월과 전월 평가를 모두 받

은치매환자혹은비치매환자)×100이다.

(4) 새로 발생한 욕창이 있는 환자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욕창이새로생긴환자비율은전월에는욕창이없었으나해당월에 1단계이상의욕창이새로생긴환

자를 말하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뉘어진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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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않기, 방밖으로 나오기

에‘상당한 도움’을 받는 대상자를 말하며, 저위험군은 그 외의의 경우이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따라서 고위험군은 고위험군 중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비율을 말

하며, 계산식은 (전월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에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전월과 해

당 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고위험군)×100이다. 그리고 저위험군은 저위험군 중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비율을 말하므로 계산식은 (전월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에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환자/전월과해당월평가를모두받은환자중저위험군)×100이다.

(5)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은 평가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중에서 전월에 비해 당월에 욕창

이 악화된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욕창악화란 욕창의 단계가 심해졌거나, 욕창 개수가 늘어난 경우로

정의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따라서 계산식은 (전월평가에 비

해당월평가에서욕창이악화된환자/전월과당월모두고위험군인환자)×100이다.

3) 요양병원 등급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은 요양등급 평가기준을 총 36개의 평가 지표와 7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진료와 구조부분으로 나뉘어 구조부분은 시설과 인력 (의료인력, 필요인력), 의료장비영역

으로, 진료는 과정, 결과, 모니터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전체 기관의 구

조부분과 진료부분을 종합하여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며 등급숫자가 낮을수록 우수한 요양병원이

다. 1등급은 종합결과가 83점 이상인 기관, 2등급은 75∼83점 미만인 기관, 3등급은 67∼75점 미만인

기관, 4등급은 59∼67점 미만인 기관, 5등급은 59점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본연구에서도건강심사보험평가원이제시한요양병원등급을기준으로

등급을분류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를 사용

하였고, 간호결과로는 요실금과 유치도뇨관이 있는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일상생활수행능력, 욕

창 등의 4개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

양병원의 일반적 특성과 요양병원의 환자 간호결과는 빈도, 백분율과 기술통계로 파악하고, 간호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결과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요양병원 등급별 환자 간호결과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

은 p<.05에서채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의료인력 확보수준과 요양등급

의료인력의 확보수준은 담당하는 환자 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과 같거나 적은 그룹과 평균보다

많은 그룹으로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Kim 등 (2014), Cho와 Kim (2014)에서도 이용한 방법이다. 연구

결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31명으로 최소 9.5명에서 최대 65.1명으로 차이가 있었고, 평균 31명

과 같거나 적은 기관은 269개 기관 (38.7%), 평균 31명보다 많은 기관은 426개 기관 (61.3%)으로 나타

났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1.6명으로 최소 2.3명에서 최고 47.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11.6명과 같거나 적은 기관은 348개 기관 (50.1%), 많은 기관은 347개 기관 (49.9%)이었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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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1인당환자수는평균 4.4명으로나타났고, 평균 4.4명과같거나적은기관은 464개기관 (58.1%),

많은 기관은 231개 기관 (41.9%)이었다.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78명으로 나타났고, 최소

4.2명에서 최대 172명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요양병원 등급은 3등급이 199개 기관 (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4등급은 179개 기관 (25.8%), 2등급은 141개 기관(20.3%), 1등급은 94개 기관 (13.5%), 5등

급은 82개기관 (11.8%) 순으로나타났다 (Table 3.1).

Table 3.1 Staffing level and grade of long-term care hospitals (N=695)

N (%) Mean S.D. Min Max

Staffing level

No. of patients per doctor

≤31 269 (38.7) 20.25 1.11 9.5 31.0

>31 426 (61.3) 48.13 1.34 31.1 65.1

No. of patients per RN

≤11.6 348 (50.1) 9.24 1.21 2.3 11.6

>11.6 347 (49.9) 29.05 1.21 11.7 47.1

No. of patients per RN & NA

≤4.4 464 (58.1) 3.05 1.21 1.7 4.4

>4.4 231 (41.9) 9.15 1.16 4.5 13.8

No. of patients per physiotherapist

≤78 464 (66.8) 66.08 1.24 4.2 78.0

>78 231 (33.2) 123.12 1.21 78.1 172.0

Hospital grade

1st 94 (13.5)

2nd 141 (20.3)

3rd 199 (28.6)

4th 179 (25.8)

5th 82 (11.8)

RN: Registered nurse, NA: Nurse aide, No: Number

3.2.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결과

조사대상 기간인 3개월 동안 입원한 환자중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는 치매환자군의

평균비율이 7.41±6.90 (%), 비치매환자군의 평균비율이 5.89±5.98 (%)로 나타나 치매환자군의 비율

이 비치매환자군의 비율보다 높았다. 욕창발생률은 고위험군의 평균비율이 0.99±1.50 (%), 저위험군

의 평균비율이 0.06±0.32 (%)으로, 고위험군의 발생률이 저위험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욕창이 악화

된 환자비율은 평균비율 0.57±1.05 (%)이었으며, 요실금 환자비율은 평균비율 18.03±14.84 (%)로 나

타났다.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비율은 고위험군이 평균비율 20.81±16.80 (%), 저위험군이 평균비율

2.46±3.97 (%)로저위험군의발생률이고위험군보다높게나타났다 (Table 3.2).

Table 3.2 Prevalence of patient outcom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N =695)

Patient outcomes Groups Mean S.D. Min Max

Percent of Pt with decline in ADL
dementia 7.41 6.90 0 44

non dementia 5.89 5.98 0 35

Percent of Pt with new PU development
high risk 0.99 1.50 0 9

low risk 0.06 0.32 0 5

Percentof Pt with worsening PU 0.57 1.05 0 7

Percentof Pt with urinary incontinence 18.03 14.84 0 79

Percent of Pt with foley catheter use
high risk 20.81 16.80 0 81

low risk 2.46 3.97 0 39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Pt=Patient, PU=Pressure ul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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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ifferences in patient outcomes by staffing level (N =695)

Variables Number of Pt per RN Number of Pt per RN & NA

Categories ≤11.6 (n=349) >11.6 (n=346) ≤4.4 (n=403) >4.4 (n=292)

Mean (S.D.) Mean (S.D.) t (p) Mean (S.D.) Mean (S.D.) t (p)

Percentof Pt with decline in ADL

dementia 7.52 (7.28) 7.38 (6.57) 0.26 (.80) 6.88 (6.82) 8.24 (7.01) -2.57 (.01)

non dementia 5.98 (6.01) 5.87 (6.01) 0.25 (.81) 5.44 (6.04) 6.60 (5.90) -2.54 (.01)

Percent of Pt with new PU development

high risk 1.01 (1.56) 0.97 (1.44) 0.40 (.70) 0.88 (1.45) 1.15 (1.56) -2.40 (.02)

low risk 0.08 (0.40) 0.04 (0.22) 1.34 (.18) 0.06 (0.36) 0.05 (0.26) .012 (.90)

Percentof Pt with worsening PU 0.63 (1.09) 0.52 (1.01) 1.42 (.15) 0.51 (1.09) 0.65 (0.99) -1.75 (.08)

Percentof Pt urinary incontinence 18.37 (15.42) 17.78 (14.24) 0.52 (.60) 16.58 (14.22) 20.15 (15.49) -3.11 (<.001)

Percentof Pt foley catheter Use

high risk 18.41 (16.68) 23.27 (16.57) 3.86 (<.001) 20.46 (17.05) 21.40 (16.43) -0.73 (.47)

low risk 1.95 (3.66) 2.98 (4.21) 3.43 (<.001) 2.35 (3.84) 2.64 (4.16) -0.94 (.35)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PU=Pressure ulcer, RN=Registered nurse, NA=Nurse aide, Pt=Patient

3.3. 간호사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결과 차이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4개의 간호결과는 Table 3.3과 같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 11.6명보다 많은 그룹에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고위험군 (p<.001)과 저위험군

(p<.001)의 비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나머지 간호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않았다. 그리고간호인력 1인당환자수가평균 4.4명보다많은그룹에서치매환자군 (p=.01)과

비치매환자군 (p=.01)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요실금 환자 (p<.001)와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고위험군 (p=.02) 비율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과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저위험군에서

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Table 3.4 Difference in patient outcomes by the grade of long-term care hospitals (N=695)

Percent of Pt with

decline in ADL

Percent of Pt with

new PU

development

Percent of Pt

with worsening

PU

Percentof Pt

with UI

Percent of Pt with foley

catheter use

Hospital

(grade)

dementia nondementia highrisk low risk high risk low risk

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sta 93 1.22 (1.73) 1.32 (2.65) 0.02 (0.11) .00 (0.00) 0.02 (0.11) 3.45 (6.15) 9.56 (11.98) 0.33 (0.87)

2ndb 141 3.28 (2.73) 2.72 (3.09) 0.19 (0.34) 0.01 (0.15) 0.19 (0.34) 12.84 (11.55) 14.65 (10.78) 1.14 (1.68)

3rdc 198 7.18 (5.96) 5.37 (4.35) 0.42 (0.75) 0.07 (0.44) 0.42 (0.75) 20.54 (14.43) 23.46 (17.11) 2.91 (4.36)

4thd 179 11.24 (6.78) 8.83 (6.01) 0.96 (1.32) 0.09 (0.33) 0.96 (1.32) 23.41 (14.47) 25.83 (17.07) 3.34 (4.75)

5the 84 13.85 (7.52) 11.5 (7.95) 1.34 (1.55) 0.08 (0.32) 1.34 (1.55) 25.87 (14.36) 26.96 (19.11) 4.14 (4.45)

total 695 7.44 (6.92) 5.92 (6.01) 0.57 (1.05) 0.06 (0.32) 0.57 (1.05) 18.07 (14.84) 20.85 (16.78) 2.46 (3.97)

F (p) 98.24 (<.001) 75.25 (<.001) 75.01 (<.001) 2.10 (.08) 35.35 (<.001) 51.57 (<.001) 26.68 (<.001) 18.96 (<.001)

Scheffe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Pt=Patient, PU=Pressure ulcer, UI=Urinary Incontinence

3.4. 요양병원 등급에 따른 간호결과 차이

요양병원 등급에 따른 간호결과는 Table 3.4와 같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중 치매환자

군 (p<.001)과, 비치매환자군 (p<.001),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에서 고위험군 (p<.001)과, 욕창이 새

로 생긴 환자 중 고위험군 (p<.001), 요실금 환자비율 (p<.001),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고위험군

(p<.001)과 저위험군 (p<.001)에서 요양등급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그러나 욕창이 새로 발

생한환자중저위험군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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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호결과

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요양병원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력 확보수준을 살펴본 결과, 1인당 담당해야 할 평균 환자 수는 의사가 31명, 간

호사는 11.6명, 간호인력은 4.4명, 물리치료사는 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 조사한 결과인 의

사 37.78명, 간호사 12.55명, 간호인력 7.40명 (Lee, 2009) 보다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수가 감

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Kim 등 (2014)이 2010년 전국요양병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의사 31.7명, 간호사 11명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이다.

이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질적수준에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0년 4월수정간호등급제가 도

입되었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 Kim과 Lee, 2014). 수정된 간호등

급제는 환자 수 대 간호사수가 18 : 1을 초과할 경우에 감산을 적용하여 간호사 수를 확보하고자 하였

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 그러나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요양병원

에서 간호사의 확보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요양기관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간호사가 대상자를 간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rington 등, 2012). 따라서 국내 요양영역에서도 간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간호사확보를강화시키는법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의료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의사의 경우 최소에서 최대범위가 9.5명∼65.1명까지, 간호사는 2.3명∼47.1명, 간호인력의 경우

1.7명∼13.8명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간 의료관련 인력 수의 차이가 높았다. 특히, 간

호사의 경우 담당하는 평균 환자의 수가 약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간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인력의 법정기준치를 확보하는 방안

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호결과는 2010년도에 시행된 요양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Kim 등 (2014)과

비교해 볼 때 간호결과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은 치매환자군이 평균 9.56%에서 7.41%로, 비치매환자군이 7.94%에서 5.89%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욕창발생률도 고위험이 1.74%에서 0.99%로, 저위험군이 0.16%에서 0.06%으로,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

율도 0.94%에서 0.57%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요실금 환자 비율은 18.03%로 2008년 국내

638개의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30.1% (Lee 등, 2011), Lee (2009)의 42% 보다 훨씬 낮아

진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요양병원 대상자의 간호결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많이 개선되고 있음

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 같이 요양병원에서 대상자의 간호결과가 좋아진 이유는 제도적 변화와 인력확보에 따른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m과 Kim (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요양인증평가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간호사들이 업무 표준을 준수하게하고, 업무표준의 준수는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간호관련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간호인력의 수가 적정수준에 도달할수록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입원 대상자의 결과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ane 등,

2007; Kim 등, 2014; Mark 등, 2004; Needleman 등, 2002; Pack, 2003; Yoon 등, 2012; Zhang과

Grabowski, 2004).

간호사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의 간호결과를 살펴본 결과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입원환자의 수

가 평균 11.6명보다 많은 요양병원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두에서 유치도뇨관 보유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도뇨관 보유비율이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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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중요한지표라는선행연구결과 (Zhang과 Grabowski, 2004)와일치하는것이다.

또한 연구결과,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치매환자군/비치매환자군 모두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

퇴한환자비율, 욕창, 요실금발생비율에서유의한차이가발생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이들변수간

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연구 (Kim 등, 2014; Porell 등, 1998; Ronbinson, 2000; Yoon 등, 2012)와

는 상이한 것이다. Yoon 등 (2012)는 한국 요양병원입원 대상자의 요실금 개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연구에서간호인력중간호사확보비율이 10% 증가될경우, 입원환자의요실금상태를개선시키거나

요실금상태를절제시키는확률이 1.8배정도향상된다고보고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욕창, 요실금 발생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Castle과 Anderson, 2011; Lee, 2009; Zhang과 Grabowski, 2004). 우리나라 요

양병원에서 치매환자군과 비치매환자군 모두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욕창, 요실금이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Lee (2009) 등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법정간호인력 (환

자 6인당 간호사 1인)을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를 간호하는 인력이 간호사가 아

닌 간병인들에 인해 수행됨으로써 초래된 결과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입원환자의 간호결과에 간호사의 확보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간호사 수가 대상자의 간호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간호사 확보 수준을 적정화시키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의 수에 대한 구분을 더 세분화시켜

입원환자의간호결과를평가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입원환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적정 간호인력 수준인 환자 6명당

간호사 1인이 아닌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11.6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두에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비율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난 이유 중 하나는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방광훈련과 요실금 이후 재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간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호중재를 일상생활이나 요실금예방을 위한 중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수있을것이라고추정해볼수있다 (Kim과 Lee, 2008; Porell 등, 1998; Ronbinson, 2000). 그

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통제된 연구설계로 간호사의 간호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는것을제안하는바이다.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간호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간호인력 1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4.4명

을 초과한 경우, 입원환자의 일상수행능력 감퇴비율과 요실금, 고위험군에서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계적 고찰을 통해 너싱홈 (nursing home)에서의 서비스 질과 간호

인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간호인력의 수는 입원환자의 일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ilsbury 등, 2011). 또한 욕창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악화된욕창발생률도감소시킨다고하였다 (Hickey 등, 2005).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의 확보수준은 대상자의 간호결과 개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rling 등 (2007)은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

여 대상자의 결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상자의 간호결과와 더 관련성이 높은 것은 간호인력의

숫자보다도 중재에 기여하는 간호인력의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Decker (2008)도 미국 장기요양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총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장기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가

감소된다고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일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 간호인력의 숫자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의구성변화 (skill mix)가중요하다고하였다.

Bostick (2004)도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요구를 가진

노인요양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제공자 중 간호조무사의 증가는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영역에서 대사자의 간호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호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내에서 간호사의 구성비율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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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의적정성을확인하는추후연구가반드시필요할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대부분 간호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우

리나라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체위변경이나 입원환자의 운동이나 보행을 보조하는 것은 대부분 간호사의

위임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일상수행능력 감퇴비율과 요실금, 고위험군에서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이 간호조무사의 확보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Yang과 Kim (2013)은 간호사가 전문직관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간

호중재를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간호사의 직무만족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초래하게되므로간호중재의위임정도와위임하는중재의범위와특성과관련된법적, 제도적기

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요양병원등급에따른간호결과차이를비교한결과, 저위험군에서욕창이새로생긴환자를제외한모

든 간호결과에서 요양등급이 향상될수록 입원환자의 간호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

원의 등급 판정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Pack (2003)도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

차이에 따라 사망률과 합병증률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사망률은 2등급의 경우 1.3%인

반면에 4등급은 1.8%로 높아졌으며 합병증 발생률에서도 6등급은 2.6%로 2등급 1.2%에 비해 2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 등 (2011)도 요양병원의 7등급의 경우 다른 등급과 비교 시 간호결과

가 좋지 않았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요양등급이 저위험군에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발생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나 요양등급과는 별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요양병

원에서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충분한 예방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결

과일수있으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이루어지는것이필요할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영향을 미치는 간호결과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한 간호인력이 영향을 미

치는 간호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유치도뇨관 보유비율은 전문성 있는

간호사의 중재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간호결과이었고, 일상수행능력 감퇴비율과 요실금, 고위험군

에서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은 간호인력에 더 영향을 받는 간호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요양병원

의간호결과는간호중재를제공하는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상당한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제시

하는결과이다.

그리고 요양등급은 입원환자의 간호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등급결

과에는 시설, 구조, 진료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비율도 포함되어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이 중

요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요양병원의 다양한 구조적, 진

료적 요소가 대상자의 간호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다 체계화된 연구디자인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확보수준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간호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간호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야할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요양병원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요양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환자에게 수행하고 있는 간호중재의 유형과 빈도, 수준을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다른 필요 인력 (물리치료사, 약사, 방사선사, 사회

복지사등)의수를분석에포함시키지않고간호결과를측정하였으므로, 이들이간호결과에미치는영향

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중재의 수준과 빈도 등

에 따라 간호결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 그리고 의사나 다른 필요인력의 수가 간호결과에 미

치는영향도함께분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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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간호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에 민감한

환자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요양병원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요양병원의 간호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간호 인력의 확보가 매

우필요하다는것을재확인한것과요양등급에따른간호결과를비교한것에연구의의의가있다. 본연

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 간호확보수준은 간호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책

적접근이필요하며, 본연구결과를토대로한제언은다음과같다.

평가 기준에 있어 구조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간호결과를 측정하는데 필요

하며, 세가지기준을포함한연구가필요하다. 그리고간호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제시된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다양한 결과지표의 확인이 요구되며, 간호인력의 법정

수준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결과가 간호인력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

적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및 실험 연구 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제적인 중재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간호결과 차이의 비교연구

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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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mpact of nursing staffing on inpatient nurs-

ing outcomes in long term care hospitals. A secondary analysis was done of national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including evaluation of

long term care hospitals. Patients per RN was a significant indicator of foley catheter

ratio in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Patients per RN&NA was a significant

indicator of decline in ADL for patients with dementia, non dementia, urinary inconti-

nence and new pressure ulcer development in the high risk group. The average nursing

outcome of inpatient in high grade was higher than that low grade in long care hospital.

This higher level of nursing staffing and the higher the grade shown a positive effect on

the nursing outcomes of the inpatient. We therefore recommend modifying the above

nurse staffing policy so as to make it more effective in improving nursing outcomes.

Keywords: Inpatient, level of nursing staffing, long term care hospitals, nursing out-

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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