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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effects of application of a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Methods: Measurement was done of direct nursing time and
satisfaction of nurses and patients before and after one month of the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in a surgery unit in C university hospital, Seoul.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verage for patient satisfaction (4.24) before and
(4.11) after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Total average for nurse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delivery system was 2.89 before application and, 3.34 after,
indicating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t=-4.06, p<.001). The KPCS-1 was 10.19 before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and 9.52 after application.
Recalculated into direct nursing time, the average direct nursing time for one patient was
92 minutes before application, and 85.98 minutes after, indicat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rough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build and test a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learly regulate office work and safely implement the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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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기 위해 안으로는 병원경영의 쇄신과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꾀
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과
서비스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이상

1. 연구의 필요성

적인 대안은 크게 고객만족, 의료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의료서
국내의 많은 대형병원들이 날로 치열해지는 의료경쟁을 이겨

비스의 질 향상이며 이들 3대 과제를 위한 핵심부서는 간호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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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는 이상적인 간호전달체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Kim, Chae, Kim, Park, & Moon, 2010).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원
산하의 두 개 병원을 증축 이전하여 하나로 합치면서 현재 유지

간호전달체계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하고 있는 간호전달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간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조직 구조로서(Yom et al., 2009), 간호

호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간호전달체계로의 변화에 대

단위를 중심으로 간호서비스 업무를 할당하거나 조직화하는 방

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을 의미한다(Tiedeman & Lookinland, 2004). 간호전달체계는

따라서 간호사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환자 요구에 효과

초기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서 시작하여 기능적간호

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일차

(functional nursing), 모듈간호(modular nursing), 팀간호(team

간호전달체계를 선택하여 환자만족도 향상 뿐만 아니라 내부고

nursing), 일차간호(primary nursing) 등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만

객인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을 향상

족을 증진시키고 간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

시키고자 하였다. An과 Han (1992)은 일차간호전달체계의 유익

고 있으며(Tiedeman & Lookinland, 2004), 병원의 재정적 상황

성으로 일차간호사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환자의 요구를 만족

이나 간호 인력, 간호사의 능력이나 실력 등을 고려하여 재설계를

시키며,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

함으로써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Hayman,

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담당 환자수를

Wilkes, & Cioffi, 2008).

조정하고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간호수행 시에는 경력간호사

최근 환자중심 간호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따라 개별적이고

가 신규간호사를 지원해주는 ‘지원형 일차간호모델’을 적용한

총체적인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차간호체계

Moon (2011)의 연구에서도 일차간호모델 적용 후 간호사의 직

(primary nursing syste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차간

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

호체계는 한 환자에게 개별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지속적으로

나 직무스트레스 정도 또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제공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책임을 24시간 1명의 간호사에게

라 보호자 없이 환자중심의 일차간호를 수행한 Kim 등(1996)의

할당하여 간호사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환자간호에 책임을

연구에서도 일차간호 적용 후 환자만족도,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가지며,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의 환자관리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가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의 여건상 일차간호

한 간호전달체계이다(Yom et al., 2009).

전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선행연구에서도

Manthey (1991)는 일차간호의 5가지 원칙으로 한 명의 간호

병원간호 환경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 병원

사가 5~6명 환자간호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환자의 요구에

에서도 일차간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병원의 간호인력 현황을 고

맞는 간호사를 배정하여야 하며, 일차간호사는 간호계획자이며

려한 간호전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동시에 간호제공자가 되며, 수간호사는 리더, 임상가, 조정자, 의

업무를 조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

사소통의 촉진자가 되고, 간호제공자간(일차간호사-부간호사)의

었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상

이에 본 연구는 병원의 상황적 요구에 맞게 변형된 새로운 일

한 명의 간호사가 5~6명만을 배정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

차간호전달체계를 적용하여 간호전달체계의 제공자인 간호사와

며, 따라서 많은 의료기관들은 기관별 병상 규모와 간호인력 수,

대상자인 환자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다양한 간호전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중심의 질적인 간호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전달체계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중심
으로 좌우로 2개의 모듈로 구분하여 한 모듈 당 2~3명의 간호

2. 연구 목적

사가 간호역할을 분담하여 최대 3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변형된
모듈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전달체계 방식은 최대
30명의 환자를 2명의 간호사 즉 주간호사와 직접간호를 수행하
는 간호사가 각각 업무를 나누어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진
행속도가 빠르고, 신규간호사의 업무 습득이 단시간 안에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전달체계는 업
무가 중심이 되어 환자의 간호요구가 간과될 수 있으며,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를 적용하여 그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입원환자 만족도 차
이를 비교한다.
2)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간호사 직무만족도
차이를 비교한다.
3)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한국형 환자분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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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3. 연구 가설
1)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입원환자 만족도는

1. 연구 설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간호사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C 대학병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간호전달체계와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를 연구대상

3)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한국형 환자분류점수

병동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단일군 전후 설계

의 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직접간호시간은 차이가 있을

(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연구이다. 간호전달체계의

것이다.

변경은 간호사 1명이 아닌 병동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일뿐
만 아니라, 관련 의료직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4. 용어 정의

대상 병동을 1개 병동으로 제한하였다.

1) 간호전달체계

2. 연구 대상자

간호전달체계란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를 제
공하고 조직하는 방법이다(Kim et al., 2003).

환자만족도에 대한 사전조사는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 간호전달체계는 변형된 모듈간호법

일까지 실시되었고, 사후조사는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

으로 하나의 모듈은 한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는 6개의 병실,

까지 실시하였다.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자는 해당병동에서 3일

30명의 환자를 2∼3명의 간호사가 담당하였다. 2명의 간호사는

이상 간호전달체계를 경험한 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다

각각 주간호사와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부간호사로 업무를 나누

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총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 간호한다. 낮번과 초번 사이의 mid 근무 간호사는 병동의 입

1)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원 간호, 수술 및 검사 간호 등 전반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2) 국문을 이해하고 설문지를 읽고 쓸 줄 아는 자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는

3) 연구 병동 입원기간이 3일 이상인 자

일차간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19명의 간호사가 근무 시 간호사 1

직접간호시간은 연구병동 간호사들이 사전조사기간과 사후조

명 당 12∼15명의 환자를 배정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

사기간 근무하면서 간호를 제공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

부터 퇴원까지 동일한 환자의 간호를 계획하고 의사의 처방 확

였으며 사전조사 99명, 사후조사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 및 수행 등 전체간호를 총괄하였으며, 병동의 운영과 행정업

간호사 직무만족도는 2010년 12월 7일 현재, 연구대상 병동에

무 보완, 신규 간호사의 업무 교육 및 관리 등을 위해 경력간호

근무하는 간호사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본 연구의 취

사 1명을 헤드쿼터(headquarters)로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해당병동 간호사 19명을 대상으로 하

2) 직접간호시간

였다.

간호활동이란 간호대상자에게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간호

연구대상 병동은 비교적 간호사 인력변동이 적은 1개 단위의

사가 수행하는 역할 중심의 간호활동이 수량화된 측정 가능한

외과계 병동을 선택하였으며 연구대상 병원의 기관장과 간호부

직접 또는 간접간호 활동을 말하며(Kang, Kim, Kim, Park, &

장의 허락 하에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Lee, 2001), 간호활동 시간이란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Song, Kim, Yoo, Park과 Park (2009)이 간호

3. 연구 도구

행위별 표준간호시간을 기준으로 개발한 일반 병동용 요인형 환
자분류도구인 한국형 환자분류도구(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1) 간호사 직무만족도 조사

System [KPCS])를 수정, 보완하여 12개 영역, 50개 간호활동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구성된 Song 등(2010)의 한국형 환자분류도구-1 (Korean Patient

를 조사하기 위해 Slavitt, Stamps, Piedmont & Haase (1978)이

Classification System-1 [KPCS-1])을 사용하여 계산된 직접간호시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Park (1994)이 구성한 간호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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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조사도구를 다시 수정 보완한 Moon (2003)의 총 18문항으

간호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간호전

로 구성된 간호사 만족도 조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간호사 만족

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도는 7개 영역으로 신규간호사 적응 2문항, 업무조정자 2문항,

현재 C 대학병원에서 시행 중인 변형된 모듈방식의 간호전달

상호작용 6문항, 행정요소 2문항, 업무요구 2문항, 전문성 2문

체계는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아, 이로 인해 간호

항, 간호만족 2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사는 각각의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수행하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 새로운 간호전달체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형된 일차간

간호사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중 4문항은 역문항으

호전달체계(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를 도입하여 근무

로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당 간호사 1명을 증원하여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를 감소

간호사 직무만족도와 환자만족도 도구는 개발자인 문경희에게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동일한 간호

이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사를 배정하였으며, 일차간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

사용하였다.

부터 퇴원까지 동일한 환자의 간호를 계획하고 의사의 처방 확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ɑ 값이 .924이었다.

인 및 수행 등 환자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전인간호를 수행하
며, 각 근무조별로 경력간호사 1명은 헤드쿼터로 배치하였다. 헤

2) 환자만족도 조사

드쿼터는 일차간호사가 환자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환자의 간호전달체계 만족도는 Moon (2003)이 Kim, Kim과

의 병실 조정과 입퇴원 관련 행정업무, 신규간호사의 간호업무

Kim (1998)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간호수행, 의사소통,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간호사의 업무분담,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헤드쿼터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연구자 3명과 내과계, 외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과계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시행을 위해 연구대상 병동의 경력자들과도 2회에 걸친 간

환자가 받은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중 4문

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때 논의된 헤드쿼터의 업무를 바탕으로

항은 역문항으로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새로운 직무를 규정하였다.

을 의미한다.

헤드쿼터는 병동의 경력간호사 4명을 선정하여 교대로 근무하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ɑ 값이 .896으로 나
타났다.

도록 하였으며, 간호업무의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병동의 침상
배정 및 타 병동과의 행정업무, 환자 및 보호자의 교육 업무,
신규간호사의 업무 훈련과 보조 등 병동의 조정 및 감독 업무를

3) 직접간호시간 조사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간호시간을 구하기 위해 Song 등(2010)의
한국형 환자분류도구-1 (KPCS-1)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조사

2) 사전조사

자 간 신뢰도 검증을 통해 급내상관계수(ICC) .88의 높은 일치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현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간

도를 보였으며, 환자분류점수 간 비교를 통해 구성타당도가 검

호사와 환자만족도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은 2010년 12월 7일

증되었다(Song et al., 2010). 따라서 직접간호시간 계산은 환자

부터 12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외과계

별로 간호활동 빈도를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간호활동 점수에

병동 간호사 19명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새로운 간

간호시간 환산지수인 9.03 (분)을 곱하여 환자 1인에게 제공된

호전달체계 적용 전의 간호사 직무만족도 설문지 배부는 밀봉된

1일 평균 직접간호시간을 구하였다.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고, 간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작성
한 후 밀봉하여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환자만족도 설문지는 연구대상 병동의 간호전달체계를 3일 이상

4. 연구 진행절차

경험한 환자로, 연구병동 입원기간 3일 이상, 만 18세 이상 성
1) 새로운 간호전달체계의 설계

인 환자 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39명의 환자를

기존 간호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박사 1명, 석사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명으로 구성된 연구자 3명과 내과계, 외과계 병동의 간호단위

직접간호시간을 구하기 위해 연구자 2명이 사전조사 시행 전

관리자가 모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팀은 간호전달체계

해당 병동을 2회 방문하여 한국형 환자분류도구-1(이하 KPCS-1)

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고 토론을 시행하였으며, 문헌고찰과 현

의 내용과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19명의 간호사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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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사 기간 7일 동안 매 근무 시마다 연구병동에서 간호를 제

4) 사후 조사

공한 총99명의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수행할 때마다 배부된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후 사후조사는 2011년 1월 17

KPCS-1 기록지에 근무조별, 환자별로 각각의 간호수행 횟수를

일부터 1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기록하여, 환자 1인에게 제공된 1일 평균 직접간호시간을 구하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간호사와 연구병동 입

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연구원 2명이 2회의 순회를 돌며 병동

원기간이 3일 이상인 환자 40명에게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만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문제 발생 유무를 조사하였다.

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후의 직접간호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같

3)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적용

이 사후조사 기간 7일 동안 입원한 총 105명의 환자에게 간호사

연구팀은 해당 병동 간호사들에게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의

근무조별, 환자별로 KPCS-1로 구성된 기록지를 이용하여 간호수

기본 방향과 간호업무 분담 및 운영방법, 근무조별 간호사의 업

행 시 마다 그 횟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무분장, 헤드쿼터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

5. 자료 분석

월 16일까지 연구대상 병동에 적용되었다. 연구 시작 전 환자의
직접간호시간을 늘리고 효율적인 일차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 window

약 처치, 간호기록, 처방 확인 등 환자간호에 필요한 모든 물품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준비된 이동용 간호카트를 간호사 1명당 1대씩 추가로 배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

하여 sub-station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카트에는 노
트북과 무선 전화기, 청진기와 혈압계, 체온계, 환자에게 처치될
약물 등이 준비되어 있어 일차간호사가 간호수행 시 필요한 물
품준비를 위해 병동의 중앙 station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였다.
2)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X² test를 실시하였다.
3)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간호사 직무만족도,
환자만족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 하였다.

4) 직접간호시간은 KPCS-1에 기록된 항목별 간호수행 횟수에
(N=79)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Satisfaction Survey Questionnaire
Characteristics

Age (yr)

Gender

Education

Spouse
Religion
Experience
in admission
Hospital day

Category
≤29
30 ~ 49
50 ~ 69
≥ 70
Male
Female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Yes
No
Yes
No
First
2 times
Over 2 times

Pre-test (n=39)
n (%) or
Mean±SD
6 (15.4)
10 (25.6)
19 (48.7)
4 (10.3)
16 (41.0)
23 (59.0)
2 ( 5.1)
9 (23.1)
5 (12.8)
14 (35.9)
9 (23.1)
31 (79.5)
8 (20.5)
22 (56.4)
17 (43.6)
26 (66.7)
6 (15.4)
7 (17.9)
10.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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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est (n=40)
n (%) or
Mean±SD
2 ( 5.0)
7 (17.5)
21 (52.5)
10 (25.0)
22 (55.0)
18 (45.0)
2 ( 5.0)
5 (12.5)
8 (20.0)
15 (37.5)
10 (25.0)
35 (87.5)
5 (12.5)
22 (55.0)
18 (45.0)
22 (55.0)
5 (12.5)
13 (32.5)
10.61±12.68

χ2 or t

p

5.18

.158

1.54

.214

1.91

.752

0.92

.337

0.01

.900

2.21

.331

-0.23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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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S-1 간호활동의 환산지수인 9.03 (분)을 곱한 값을 모두

전달체계 적용 전 39명, 적용 후 40명으로 총 79명이었다. 변형

합하여 계산하였다.

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환자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입원 경험, 재원일수 등 일반적 특성은

연구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직접간호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간호활동 빈도를 조사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able 2와 같다.
직접간호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간호활동 빈도를 조사한 환자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는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99명, 적용 후 105명으로

간호사 연령은 26∼30세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

총 204명이었다.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 환자 대

는 미혼이 57.9%, 기혼이 42.1%이었고, 최종 학력은 대졸이

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수술 유무, 군분류, 입원

52.6%, 전문대졸이 47.4%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군

경로, 재원일수 등 일반적 특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년 이상∼5년 미만이 각각 31.6%로 나타났다.

2. 가설 검증
2)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1) 환자만족도 설문지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

1) 제1가설: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입원환
자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 검정은 Table 1과 같다.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은 변형된 일차간호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 후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N=204)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Patients Measured for Direct Nursing Care Time
Characteristics

Age (yr)

Gender

Education

Spouse
Operation
Patient group
Classification
Admission route
Hospital day
(days)

Category
≤29
30 ~ 49
50 ~ 69
≥ 70
Male
Female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Yes
No
Yes
No
1 group
2 group
3 group
Out patient
Emergency
Under 8
8 ~ 14
15 ~ 21
Over 22

Pre-test (n=99)
n (%)
8 ( 8.1)
27 (27.3)
46 (46.5)
18 (18.2)
56 (56.6)
43 (43.4)
3 ( 3.0)
20 (20.2)
11 (11.1)
41 (41.4)
23 (23.2)
82 (82.8)
17 (17.2)
65 (65.6)
34 (34.3)
11 (11.1)
87 (87.9)
0 ( 0.0)
64 (64.7)
35 (35.6)
49 (49.7)
20 (20.2)
10 (10.1)
2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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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est (n=105)
n (%)
11 (10.5)
23 (21.9)
43 (43.4)
28 (26.7)
59 (56.2)
46 (43.8)
8 ( 7.6)
17 (16.2)
13 (12.4)
37 (35.2)
30 (28.6)
87 (82.9)
18 (17.1)
62 (59.1)
43 (40.9)
13 (12.4)
91 (86.7)
1 ( 0.9)
73 (69.5)
32 (30.5)
53 (50.5)
21 (20.0)
20 (19.1)
11 (10.5)

χ2

p

2.89

.408

0.00

.957

3.57

.467

0.00

.996

0.94

.330

1.01

.602

0.55

.458

5.9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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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9)

Table 3. Comparison of Patient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Variables
Nursing practice
Work allocation
Communication
Nursing satisfaction
Total

Pre-test (n=39)
Mean±SD
4.36±0.43
3.71±0.49
4.05±0.64
4.49±0.64
4.24±0.42

Post-test (n=40)
Mean±SD
4.28±0.44
3.33±0.62
3.87±0.61
4.33±0.57
4.11±0.42

t

p

0.79
3.03
1.30
1.18
1.41

.428
.003
.197
.240
.163

(N=19)

Table 4. Comparison of Nurse Job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rimary Nursing System
Variables
Adaptation of new nurses
Work coordinator
Interaction
Administration
Work needs
Expertise
Nursing satisfaction
Total

Pre-test (n=19)
Mean±SD
2.50±0.71
2.66±0.47
3.11±0.50
3.40±0.59
2.68±0.56
2.95±0.33
2.53±0.61
2.89±0.33

Post-test (n=19)
Mean±SD
3.21±0.58
3.55±0.52
3.46±0.40
3.68±0.63
2.92±0.69
3.34±0.47
2.95±0.72
3.34±0.34

서

환자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적용

후

3.21점으로

t

p

-3.37
-5.52
-2.32
-1.46
-1.16
-2.98
-1.93
-4.06

.002
<.001
.026
.152
.253
.005
.061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33,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환자만족도는 평균 4.24점,

p<.001)가 있었다. 업무조정자 영역 세부항목에서는 “우리 병동

적용 후 4.11점으로 나타나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에 따

은 환자 배정 없이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력 간호사가 있

른 환자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41, p=.163)가 없

어 업무가 효율적이다.”가 적용 전 2.47점에서 적용 후 3.84점

는 것으로 나타나 제1가설은 기각되었다.

(t=-6.47, p<.001), 상호작용 영역 세부항목에서는 “우리 병동에
서는 다른 직원과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

2) 제2가설: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간호사

력한다.”가 적용 전 3.16점에서 적용 후 3.63점으로(t=-2.26,

p=.030), “내가 일하는 간호조직의 동료들은 가족같이 지낸다.”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후 간호사 직무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가 적용 전 2.74점에서 적용 후 3.32점으로(t=-3.42, p=.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요구 영역 세부항목에서

간호사 직무만족도 평균은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2.89

는 “우리 병동에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을

점이며, 적용 후 3.3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06,

내지 못한다.”가 적용 전 2.47점에서 적용 후 3.11점으로 통계적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2가설은 채택되었다.

으로 유의한 차이(t=-2.18, p=.035)가 있었다. 전문성 영역 세부

간호사 직무만족도는 행정요소가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

항목에서는 “우리 병동에서의 간호업무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

용 전 3.40점, 적용 후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

다.”가 적용 전 3.05점에서 적용 후 3.5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운 간호전달체계 적용 전에는 신규간호사 적응 항목이 2.50점으

한 차이(t=-3.53, p=.001)가 있었다.

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적용 후에는 업무 요구 항목이 2.92점

간호사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모든 경력에서 직무만족도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력 3년 이상~5년 미만 간호사의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 직무만족도 항목 중 신규간호사 적응(t=-3.37, p=.002),
업무 조정자(t=-5.52, p<.001), 상호 작용(t=-2.32, p=.026), 전문

직무만족도 점수가 적용 전 2.91점에서 적용 후 3.43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96, p=.013).

성(t=-2.98, p=.005)이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 통
3) 제3가설: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후의 한국형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신규간호사 영역 세부항목 중 “우리 병동에서 신규간호사는
빠른 시일 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적용 전 2.05점에

환자분류점수의 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직접간호시간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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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rect Nursing Care Time per Patient for 24 hours Using the Conversion Index for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
Scores
(N=204)
Variables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 (KPCS-1) Scores
Direct Nursing Care Time

Pre-test (n=99)
Mean (minute)±SD

Post-test (n=105)
Mean (minute)±SD

10.19±5.68

9.52±5.78

92.00±51.28

85.98±52.17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 후 직접간호시간은 Table
5와 같다.

t

p

1.74

.081

신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본 간호전달체계 적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한국형환자분류 평균점수

용 시에는 입원과 퇴원, 수술 환자가 집중되는 시기에 일차간호

(KPCS-1)는 10.19점, 적용 후 9.52점으로 이를 직접간호시간으

사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의 지원을 고

로 환산하면 환자 1명에게 수행되어지는 직접간호시간은 하루

려하며, 헤드쿼터의 업무 재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적용 전 92분(1.5시간)이고, 적용 후 85.98분(1.43시간)으로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적용에 따른 간호사 직무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74, p=.08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89점에서 3.3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06,

제3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5).

p<.001). 7개영역 중 신규 간호사의 적응, 업무 조정자, 전문성,
간호만족의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논

의

는 Moon (2003)이 개발한 Primary care team model의 만족도
평균 2.82점 보다 높았으며, Kim (2009)이 조사한 변형된 일차

본 연구는 날로 증가되어 가는 대상자의 간호 욕구를 충족시

간호를 의미하는 총체적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 3.16점보

키고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업

다도 높은 결과였다. 또한 Kim (2009)의 연구에서 팀간호를 변

무분담의 형태인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간호대상자인 환자와

형한 혼합형 간호전달체계의 경우 간호사의 29.4%가 만족한데

간호제공자인 간호사의 만족도와 직접간호시간을 확인하고자 하

비해 총체적 간호전달체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53.1%가 만족하

였다.

여 일차간호적용 시 간호사의 만족도가 증가한 본 연구의 결과

연구 결과, 새롭게 개발된 일차간호전달체계에 대한 환자만족

와 일치하였다. 물론 본 병원에 적용한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

도 평균은 4.24점에서 4.11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계와 같은 형태의 간호전달체계를 비교한 결과가 아니어서 직접

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보호자 없는 시범병동을 대상으

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요구 항목

로 일차간호를 수행한 Kim 등(1996)의 연구에서 일차간호를 적

이 2.92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된 점은 Kim (2009)의 연구결과와

용한 실험군에서 환자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차이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 결과는 간호사들이 변형된 일차간호전달

있었다. 이는 Kim 등(1996)의 연구에서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체계 적용 시에도 자신의 간호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 여전히

운영하기 위해 각 병실에 근무조별로 간호사 1인이 상주하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간호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6명의 환자를 담당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1인이 12~15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명의 환자를 간호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인

환자만족도나 직접간호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력의 차이가 환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추후 새로운 간호전달체계의 필요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재고되

러나 Moon (2003)의 연구에서 일차간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담당간호사제에 대한 환자만족도 평균점수인 3.51점보다는 높은

반면 간호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3.85점, 전문적 특성인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3.89점으로 큰 폭 증가한 것은 변형된

점수였다.
환자 만족도 중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3.87점으로 타 항목에

일차간호전달체계가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전달체계이

비해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환자의 간호업무를

며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수행 범위를 넓혀 결과적으로 간호사

전담하고 있는 일차간호사 부재 시나 업무 증가 시 아직 역할인

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간호전달체계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식이 부족한 헤드쿼터가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담당

새로운 간호전달체계를 연구대상 병동에서 한 달 동안만 시행한

하였던 경력간호사들이 이를 새로운 형태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일차간호사와 헤드쿼터의 자

있어 본 간호전달체계 적용 후 간호사 직무만족도 상승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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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부직원 만족도 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병동의 간호인력 구조 상 관리감독 업

승은 결국 외부고객 만족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무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헤드쿼터의 역할 정착이 완전히 이

때, 간호사 직무만족도 상승은 환자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원동력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변형된 일차간호전달체계는 간호

한국형 환자분류점수의 환산지수를 이용한 환자 1명당 직접간

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이고, 업무중심이 아닌 환자중심

호시간은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적용 전 92분(1.5시간), 적용 후

으로 전환하여 환자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헤드쿼터라고 하는

85.98분(1.43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구나 새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적용기간이 1개월밖에 되

로운 간호전달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1개월이 짧은 기간임

지 않아 헤드쿼터나 일차간호사의 역할 적응을 위한 충분한 시

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무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환자만

간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ong 등

족도나 직접간호시간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전달체계를

(2010)의 연구에서 KPCS-1 환자분류 3군의 환자 1명에게 24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간동안 제공되는 직접간호시간인 61.74분 보다는 많았다. 한편

를 가지게 한다. 또한 최근 점차 증가되고 있는 병원 내 신규간

Yang (2002)의 내과병동 초번 간호사 1명당 직접간호시간 199.7

호사의 사직률을 감안할 때, 본 간호전달체계 적용 후 신규간호

분, Kim (2006)의 낮번 간호사 1명당 직접간호시간 200.57분으

사의 적응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는 간호조직의 인력운영 상에

로 대부분의 간호업무량과 관련된 연구가 간호사 1명 당 직접간

있어서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호시간으로 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새로운 일차간호전달체계를

한편 Lee 등(1997)은 직접간호시간이 환자의 할당이나 인력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헤드쿼터의 직무 규정 및

배치, 환자의 중증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간호전달체계가 정착된 후 환자만족도와 환자에게 제공

임상에서의 연구결과를 수치 자체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되는 직접간호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추후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직접간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력 변동이 적은 1개 외과계 병동을 대상

호시간을 늘려 환자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새로운 간호전달

으로 진행되었던 바, 추후에는 인력변동이 많은 병동, 내과계 병

체계 적용 시 담당간호사가 환자의 직접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

동과 특수 병동 등 다양한 병동을 대상으로 그 시행 효과를 확

록 마련한 sub-station의 적극적인 활용과 병동 전체업무를 총괄

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하여 지원하는 헤드쿼터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리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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