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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nursing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nursing care

Ji-Yeun Kim*, Bo-Hyun Park**‡, Yu-Kyung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nursing care delivery systems and nurse staffing levels and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nursing care by the type of nursing care delivery system. This research was 
based on data from 723 nurses working in 55 medical and surgical units in 26 general hospitals. Descriptive 
statistics on nurse staffing levels and the nursing care delivery system, an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nursing care.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is 17.74 patients in 
functional nursing care and 15.56 patients in total nursing care. In comparison to hospitals adopting total nursing 
care, hospitals with functional nursing care had greater patients. The nurses rated units using total nursing care as 
significantly better quality of nursing care than the units with functional nursing care. Total nursing care or modified 
total nursing care, rather than functional nursing care, could lead to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are(total nursing 
care OR=3.895, modified total nursing care OR=2.475). Patient-centered approaches under proper circumstances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the positive effects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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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성공적인 환자간호의 목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양질

의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환자의 요구와 결합시킬 

수 있는 조직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직의 요구와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환자에게 간

호를 제공할 것인지 즉, 간호전달체계(nursing care 

delivery system)를 결정해야 한다. 간호전달체계는 크

게 환자를 할당하는 방식과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나

눠진다. 업무 중심의 간호 적용 방식은 기능적 방법과 팀 

간호법, 환자 중심의 간호 적용 방식은 총체적 간호와 일

차 간호를 들 수 있다. 간호전달체계의 역사적인 발전과

정을 보면 업무할당방식(기능적 간호, 팀간호)에서 환자

할당 방식(일차간호, 총체적 간호)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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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90년대 미국에서는 DRG가 도입되면서 관리의료 방

식이 간호에 적용되면서 자원관리의 성격이 강한 사례관

리가 새로운 간호전달의 방식으로 등장하였다[1]. 또한,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나아가 비용절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업무 공백을 다양

한 보조인력 들로 채우는 형태인 staff-mix 모델이 등장

하고 있다[2]. 한국의 임상 간호사수는 2012년 인구 천 

명당 4.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3명에 비하면 절

반정도로 낮은 수준이다[3].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

사의 실질적 업무 과중은 간호사 이직으로 이어져 한국의 

가용간호사 대비 유휴간호사 비율은 약 36.8%로 미국 

18.3%, 캐나다 6.3%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4]. 따라서 

많은 병원들이 처한 물리적, 체계적, 비용적 요구와 맞물

려 적은 수의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호

전달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간호전달체계는 실제 간호현장에서 병원 및 병동의 특

수성을 반영한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각 병

동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이적 요소까지 포함

시켜 간호전달체계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각 병동에서 적용하고 있는 간호전달방식의 핵심

적 특징을 파악하여 간호전달체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병원들이 적용하고 있는 

간호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파악과 어떠한 간호전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근거자료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간호서비스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간호조직단

위인 집단이라는 맥락(contextual) 요인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종속변수

인 질과 관련하여 개인수준에 대한 단층분석이 주를 이루

고 있어, 개인특성과 집단 즉 병동 및 병원특성의 2수준

을 모두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간

호전달체계 현황과 간호인력 배치실태를 살펴보고, 간호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병원의 간호전달체계 현황과 간호전달

체계 유형별 간호 인력 확보수준을 분석한다.

둘째,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따른 간호서비스 질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간호전달체계란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말하며 간호모델이라고

도 한다. 간호전달체계 유형은 기능적 간호(functional 

nursing), 팀간호(team nursing), 총체적 간호(total 

patient care), 일차간호(primary nursing)로 분류된다. 

기능적 간호는 업무 분담법이라고도 하는데 간호사가 가

진 기술의 숙련도, 전문성, 교육수준에 따라 업무를 차등 

분담하는 것이다. 팀 간호모델은 다양한 기술과 자질을 

가진 간호사들의 그룹이 함께 일하는 방법으로 각 간호사

들은 자신이 훈련된 정도와 전문화된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일차 간호는 일군의 환자에 대한 24시간 책임

을 일 간호사에게 할당하며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의 환

자관리 지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총체적 간호는 간호

사가 근무 번 별로 특정 환자들에게 배정되어 근무 번 동

안 담당 환자관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

다[5]. 

간호전달체계에 관해서는 1970-80년대 미국에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미국은 기존의 간호전달

체계였던 팀간호에서 일차간호로 변화하는 시기로 두 가

지 방식 간에 간호사 직무성과와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비

교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당수의 연구들에서 

일차간호가 팀간호나 기능적 간호에 비해 간호서비스 제

공양이 많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고 환자만족도가 높고

[6, 7], 간호사의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줄

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8, 9]. 반면 상당수의 연구에서

는 일차간호와 팀간호 간에 환자의 안녕정도, 간호사의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질, 비용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9-14].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차간호에 대한 학계의 요구가 커지고 

점차적으로 3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할당 중심의 간

호전달체계가 시행되면서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

작되었다. 국내연구에서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차간호가 다른 간호전달체

계보다 환자만족도, 간호사만족도가 높고 간호제공시간이 

많다는 연구결과[15, 16]와 환자만족도, 간호사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간호사 차이가 없다는 결과

[17-19]가 혼재되어 있다. 국내 연구결과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호전달체계 분류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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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로 ʻ팀간호ʼ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개념의 혼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Kang[20]은 ʻ팀간호ʼ를 ʻ간호 단위 내에 팀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간호사의 소그룹이 형성된 것ʼ이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Oh[19]는 ʻ팀간호ʼ를 ʻ전문직 간호사가 팀을 지

도하며 간호를 계획하고 조정, 감독, 평가한다.ʼ라고 명시

하였다. 또한, Kim, Chae, Kim, Park & Moon[18]은 

변형된 일차간호와 기능적 간호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모

두 팀간호로 분류하였다. 

간호전달방식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병원의 물리적, 체계적, 

비용적 요구 및 병원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것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간호전달 방식을 변형하는 것

도 가능하다. 따라서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양질의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환자의 만족도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간호사의 질적인 관계 형성

이 중요하다. 업무 절차 중심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

사의 직접 간호시간을 줄이고 무엇보다 환자-간호사의 

치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서비스

의 질과 관련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를 보조인력으

로 대체하는 모델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증가하게 

되어 부정적인 환자결과가 명확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21, 2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속한 총 

163개 의료기관 중에서 26개 종합병원의 내과계, 외과계 

병동 중 각각 1~2개씩 총 55개 병동을 선정하였고 선정

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총 1,585명 중에 설문에 

응할 것에 동의한 간호사 7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총 2개월간 진행하였다.

 

환자 할당

업무 할당?
환자할당? è 전담보조인력이 있나?

Y

è 팀 리더(RN)가 
있는가?

Y

è 팀 간호

N

ê
업무 할당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는 편인가?

Y

è 일차 간호

ê
N

ê
기능적 간호 일부 간호사는 업무를 할당 받는가?

N

è 총체적 간호

Y

ê
변형된 총체적 간호

<그림 1> 간호전달체계 분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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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간호 전달 체계 유형 분류 조사표

간호전달체계의 유형은 병동의 특성 중에 하나이므로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병동 현황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간

호전달체계를 조사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달체계

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연구자들 간에 적용한 조작적 

정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Kim 

et al[18]에 의하면 수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전달체계 유

형과 실제 간호전달체계 유형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들을 고려하여 간호전달체계 유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다. 우선 Brannon[1]이 정

리한 간호전달체계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Huber[5]에서 

정의한 간호전달체계에 기초로 하여 기능적 간호, 팀간

호, 총체적 간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뒤, 이에 근

거하여 간호전달체계 유형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

었고,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병동의 인력 수준 및 배치에 

관한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다. 간호전달체계의 유형 분류

는 수거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사표에 근거하여 간호전달체계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병동의 책임간호사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환자 및 업무 할당 방식에 대하여 확

인한 뒤 유형분류를 완결하였다<그림 1>.

간호전달체계 유형 분류를 위한 조사표는 총 10문항으

로 간호업무 분담 방식, 보조 인력과 팀 리더 존재 여부, 

특정업무에 대한 할당 정도와 내용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

었다.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

능적 간호는 간호 업무 할당 시 전체 또는 일부 간호사에

게 특정한 업무(예: 활력징후, 정맥주사, 혈당검사 등)만 

전담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팀 간

호는 한 병동에 두 개 이상의 팀이 존재하며 팀 안에는 팀 

리더와 전담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팀 

리더는 담당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팀원에게 분담 및 관

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총체적 간호는 간호사는 간

호요구도를 고려하여 일정수의 환자를 할당 받아 이들에 

대한 간호 업무 전반에 대해 담당 간호사가 근무 조 내에

서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원

칙적으로 다른 보조 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병동 전체를 위한 업무 보조를 담당하

는 간호 보조 인력이 있는 경우는 총체적 간호로 분류하

였다. 일차간호는 간호사가 할당 받은 담당환자에서 발생

한 총체적인 간호업무에 대하여 24시간 책임을 지는 경우

며 여기서 24시간이란 24시간 근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모든 간호업무에 대

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된 총체

적 간호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을 제외한 형태를 말하며, 해

당 병동에 환자를 할당받는 간호사와 특정 업무만을 할당

받는 간호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중증환자 비율

Park[23]이 개발한 간호강도에 의한 환자분류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12개의 간호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 대하여 환자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은 수준

에서 간호요구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수준에 따라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의 4개 군으로 환

자를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연구

대상 병동에서 1주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간 정해진 

시간에 1일 1회 환자분류를 실시한 결과를 취합하여 병동

별 전체 환자에서 4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비율을 산출하

여 중증환자 비율로 정의하였다. 

3) 간호업무환경

간호업무환경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Revised Nursing 

Work Index(이하 NWI-R)[2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NWI-R은 전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업무환경을 갖

추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Kramer & Hafner[25]에 

의해 개발된 Nursing Work Index(이하 NWI)를 수정한 

도구이다.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

하지 않음)로 측정하고 있다. NWI-R이 NWI와 다른 점은 

4가지 하위영역을 통해 조직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 Aiken & Patrician[24] 연구에 의하면 NWI-R 57개 

문항 중 25개 문항이 4개의 하위영역(ʻ조직적 지원

(organizational support)ʼ 10문항, ʻ간호사의 자율성

(Autonomy)ʼ 5문항, ʻ의사와 간호사의 관계(relationships 

with physicians)ʼ 3문항, ʻ자신의 직무에 대한 간호사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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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Control over the work environment)ʼ 7문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

위영역에 해당하는 2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상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NWI-R을 한국 병원환경에 적합

한 언어로 번역한 뒤 간호학 교수 1인, 의료관리학 교수 2

인, 임상경력 2년 이상인 박사과정생 2인이 수정․보완하였

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NWI-R 결과에 대하여 4

가지 하위영역별 병동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병동의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Aiken & 

Patrician[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4) 간호서비스의 질

간호서비스의 질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Aiken, Clarke 

& Sloane[26]이 사용한 4점 척도(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의 4개 문항 ʻ간호사가 소속된 병동에서 제공한 

간호서비스의 질ʼ, ʻ직전 교대근무시기에 제공한 간호서비

스의 질ʼ, ʻ간호사가 소속된 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질ʼ, ʻ퇴원 후 환자의 자기 돌봄 가능 정도ʼ 중 ʻ간호사가 소

속된 병동에서 제공한 간호서비스의 질ʼ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하여 긍정적인 답변인“매

우 좋음ˮ,“좋음ˮ은“1ˮ로 부정적인 답변인“나쁨ˮ,“매우 

나쁨ˮ은“0ˮ으로 이분화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SAS 9.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달체계, 간호전달

체계별 인력현황, 근무현황은 빈도수,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한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전달체계 유형별 간호서비스의 질의 분포

는 X2 검정을 이용하였다. 

셋째, 간호전달체계별 간호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 병동수준과 간호사 수준으로 나누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병동수준의 자료와 

간호사수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준 모형은 위계

적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동일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들이 동일한 간호업무환경을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모형이

다. 주요 독립변수는 간호전달체계 유형이고, 통제변수로

는 병원 및 병동특성(종별, 병상수, 설립유형, 병동, 중증

환자 비율, 간호업무환경), 간호사 특성(연령, 교육수준, 

경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는 간호사가 평가한 간호서

비스의 질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속한 26개 종합병원의 노동조

합의 부서장에 전화 통화 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대한 설

명문, 연구동의서, 설문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병동 

및 부서별로 간호사들에게 배부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

내용, 연구목적, 연구자료의 익명성, 사생활 보장 등과 연

구참여 과정에서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으며, 동의서에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지는 자기기

입방식으로 작성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 되

었다. 상급종합병원에 속한 병동의 수는 29개로 52.7%이

고 종합병원에 속한 병동의 수는 26개로 47.3%이다. 평

균 병상 수는 566.3개이며 500병상이상 800병상 미만이 

32.7%로 가장 많지만, 300병상이상 500병상 미만 

24.5%, 800병상이상 1000병상 21.8%로 300병상에서 

1000병상까지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민간병원이 49.1%, 국립대 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하는 국공립 병원이 50.9%로 나타

났다. 간호업무환경의 4가지 하위영역 중 자율성은 평균 

12.58(±1.92)점, 업무에 대한 통제력은 평균 14.75 

(±2.99)점, 의사와의 관계는 평균 7.12(±1.51)점, 조직

의 지원은 평균 23.28(±3.56)점이었으며, 중증환자(4

군)의 비율은 6.0%였다. 병동 간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김지연 외 : 간호전달체계 현황 및 간호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28.6세로 20대가 6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

육수준은 3년제가 66.0%이고 4년제가 30.7%이고 대학

원졸업은 3.3% 수준이었다. 평균 간호사 경력은 6.5년이

며 1년 이상 5년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의 

결혼상태는 미혼이 68.7%로 기혼 31.1%보다 많았다. 연

봉은 평균 3,249.5만원이었다<표 1>. 

<표 1> 병원, 병동 및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 Nursing unit, and Nurse)

n(%) Mean (SD)

병원, 병동

병원형태
상급종합병원 29(52.7)

종합병원 26(47.3)

병상수

< 300 7(12.7)

566.3(280.68)

300 ~ 499 14(25.5)

500 ~ 799 18(32.7)

800 ~ 999 12(21.8)

≥ 1000 4(7.3)

설립유형
공공 28(50.9)

민간 27(49.1)

병동유형
내과계 28(50.9)

외과계 27(49.1)

간호업무환경

간호사의 자율성 12.58(1.92)

간호업무 환경에 대한 통제 14.75(2.99)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 7.12(1.51)

조직적 지원 23.28(3.56)

4군 환자의 비율 6.04(6.61)

계 55(100.0)

간호사

성별
남자 2( 0.3)

여자 717(99.7)

연령
(세)

20 ~ 29 466(66.9)

28.6( 5.64)30 ~ 39 192(27.6)

40 ~ 49 38( 5.5)

교육수준

3년제 졸 464(66.0)

4년제 졸 216(30.7)

대학원 졸 23( 3.3)

결혼상태

미혼 495(68.7)

기혼 224(31.1)

기타 2(0.28)

업무경험

< 1 97(13.4)

6.5( 5.48)
1 ~ 4 294(40.9)

5 ~ 9 186(25.9)

≥ 10 142(19.8)

연봉(10,000 원) 3,249.5(843)

계 723(100.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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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전달체계 현황

1) 병원 및 병동 특성에 따른 간호전달체계 현황

55개 병동을 대상으로 간호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본 결

과 총체적 간호 25.5%, 변형된 총체적 간호 45.4%, 기능

적 간호 29.1%로 총체적 간호를 적용하는 병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

원의 경우 62.1%가 종합병원은 26.9%가 변형된 총체적 

간호 시행하고 있었다<표 2>.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의 경우 35.8%가 총체적 

간호, 32.1%는 변형된 총체적 간호를 시행하고 있어, 전

체 중 67.8%가 간호전달체계 유형 중 총체적 간호(변형

된 총체적 간호를 포함)를 시행하고 있었다. 민간병원의 

경우 그 보다 높은 비율인 74%정도가 총체적 간호(변형

된 총체적 간호를 포함)를 시행하고 있었다. 중증 환자 비

율은 병동에서 보고한 간호요구도 분포현황에서 중증도가 

높은 4군의 환자 비율을 나타낸 값으로 변형된 총체적 간

호의 경우 중증환자비율이 8.7%로 가장 높았다<표 2>. 

2) 간호전달체계 유형별 간호 인력 확보수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낮 근무)는 전체 환자수를 전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수(수간호사 제외)로 나눈 값

으로 총체적 간호가 15.5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

은 변형된 총체적 간호이었고 기능적 간호가 17.74명

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간호사 1인당 한 달 

평균 밤 근무 개수는 총체적 간호가 6.1개로 가장 적

었으며 기능적 간호는 7.1개로 밤 근무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병원, 병동 특성별 간호전달체계 (Nursing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Hospital and Unit 
Characteristics)

기능적 간호  총체적 간호 변형된 총체적 간호 X2 or F
(p)n(%) M(SD) n(%) M(SD) n(%) M(SD)

병원

병원형태
상급종합병원 2(6.9) 9(31.0) 18(62.1)

15.38(<0.00)
종합병원 14(53.9) 5(19.2) 7(26.9)

병상수

< 300 5(71.4) 1(14.3) 1(14.3)

28.94(<0.00)

300 ~ 499 8(57.1) 4(28.6) 2(14.3)

500 ~ 799 3(16.7) 6(33.3) 9(50)

800 ~ 999 0(0.0) 1(8.3) 11(91.7)

≥ 1000 0(0.0) 2(50.0) 2(50.0)

설립유형
공공 9(32.1) 10(35.8) 9(32.1)

34.2(<0.00)
민간 7(25.9) 4(14.8) 16(59.3)

병동

병동유형
내과계 7(25.0) 15(53.6) 6(21.4)

2.41(0.66)
외과계 8(29.6) 11(40.7) 8(29.6)

간호업무
환경

간호사의 자율성 12.23(0.82) 11.62(0.80) 12.25(0.70) 0.89(0.63)

간호업무에 대한 통제 13.72(1.87) 14.30(1.37) 14.17(1.47) 2.86(0.12)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 6.99(0.66) 6.85(0.65) 7.04(0.76) 1.13(0.43)

조직적 지원 22.11(2.00) 22.87(1.43) 22.35(2.20) 2.43(0.16)

4군 환자의 비율 (%) 5.46(5.43) 4.97(4.07) 8.70(10.37) 8.29(0.35)

간호인력
수준

간호사1인당 환자수 
(낮번기준)

17.74(14.4) 15.56(11.2) 17.13(10.9) 1.03(0.44)

간호사 1인당 밤근무 개수 7.06(1.83) 6.1(0.89) 6.87(1.13)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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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

간호전달체계 유형별 간호서비스의 질 정도를 파악한 

결과, 기능적 간호의 경우 질이 좋다고 대답한 간호사의 

비율이 27.5%, 총체적 간호의 경우 60.5%, 변형된 총체

적 간호의 경우 42.7%로 총체적 간호에서 간호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간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표 3> 간호전달체계 유형별 간호서비스의 질 (Quality of Nursing Service according to Nursing Delivery System)

　 간호사수

간호사가 평가한 간호서비스의 질
ʻ좋음ʼ 또는 
ʻ매우 좋음ʼ

ʻ나쁨ʼ 또는 
ʻ매우 나쁨ʼ X2 

(p)
Mean SD

n % n %

기능적 간호 211 58 27.5 153 72.5

53.06 (<.001)

2.07 0.75

총체적 간호 375 227 60.5 148 39.5 2.86 0.85

변형된 총체적 간호 131 56 42.7 75 56.3 2.68 0.94

계 717 341 47.5 376 52.5 2.59 0.91

SD: Standard Deviation

<표 4> 병원, 병동 및 간호사 특성이 간호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ospital, and nurse characteristics on nurse-rated quality of nursing care)

OR 95%CI

병원, 병동

병원형태 (ref: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500 병상) 1.001 0.698 - 3.779

  종합병원 (≥ 500 병상) 0.089 0.415 - 2.179

설립유형 (ref. 공공)

  민간 1.044 0.531 - 2.055

병동 유형 (ref. 내과계)

   외과계 1.434 0.794 - 2.589

4군 환자의 비율 0.875 0.151 - 5.087

간호전달체계 (ref. 기능적 간호)

  총체적 간호 3.895 1.870 - 7.965

  변형된 총체적 간호 2.475 1.094 - 5.597

간호업무환경 　 　

  간호사의 자율성 1.062 0.913 - 1.236

  간호업무에 대한 통제 1.052 0.912 - 1.213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 1.067 0.886 - 1.284

  조직적 지원 1.032 0.869 - 1.225

간호사

연령 0.935 0.847 - 1.033

결혼상태 (ref. 미혼) 　 　

  기혼 1.146 0.703 - 1.869

업무경험 1.098 0.993 - 1.214

교육수준 (ref. 3년제졸) 　 　

  4년제졸 이상 1.518 1.053 - 2.190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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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전달체

계가 간호서비스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능적 간호에 비해 변형된 총체적 간호의 OR은 

2.475였고 총체적 간호의 OR은 3.895로 나타나 기능적 

간호를 적용한 병동의 간호사에 비해 변형된 총체적 간호

와 총체적 간호를 적용한 병동의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서

비스 질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간호사 개인적 특

성에서는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3년제 졸업 간호사보다 4년제 졸업 간호사일

수록 간호사가 평가한 간호 서비스의 질이 더 높게 나타

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간호업무환경은 간호서

비스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간호전달체계 적용 현

황을 파악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50.9%가 

국공립병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약 8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 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된 병원 중 국공립 병원의 비율이 다소 높았

다.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은 병원경영 지표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통제변수 중에 하나

로 간호업무환경을 NWI-R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NWI-R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본 연

구대상 간호사들이 응답한 결과를 요약하면 조직적 지원

(organizational support)은 평균 6.0점, 간호사의 자율

성(Autonomy)은 평균 12.6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physicians)는 평균 7.1점, 업무환

경에 대한 간호사의 통제력(Control over the work 

environment)은 평균 14.8점으로 측정되었다. Aiken & 

Patrician[24] 연구에서는 마그넷병원의 일반내과병동, 

non-magnet 병원의 AIDS 병동, non-magnet 병원의 

일반 내과병동 세 간호단위를 비교하였다. Aiken & 

Patrician [24] 연구에서 ʻ간호사의 자율성ʼ은 각각 17.0

점, 15.1점, 14.2점으로 본 연구 결과 12.58점보다 모두 

높았다. 또한 ʻ업무환경에 대한 간호사의 통제ʼ 영역도 마

그넷병원의 일반내과병동, 비마그넷(non-magnet) 병원

의 AIDS 병동, 일반 내과병동이 각각 22.7점, 20.4점, 

17.4점으로 본연구의 14.75점보다 훨씬 높았다. 즉, 우

리나라 간호사는 미국의 간호사보다 자율성, 업무환경에 

대한 간호사의 통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ʻ의사와 간호사의 관계ʼ는 본 연구에서는 

7.12점으로 Aiken & Patrician[24] 연구에서는 5.8점에

서 6.5점 사이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업무환경 측정도구는 미

국 병원의 간호업무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 및 

검토를 실시한 뒤 사용하였지만 양국의 간호업무 시스템

의 차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

이 요구된다.

조사대상 병동의 간호전달체계 유형을 분류한 결과 기

능적 간호가 29.1%(16개 병동), 총체적 간호가 25.5% 

(14개 병동), 변형된 총체적 간호가 45.4%(25개 병동)로 

나타나 가장 많은 병동에서 변형된 총체적 간호를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차간호와 팀간호로 분류된 

병동은 없었다. Kim et al.[18]이 226명의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차간호 24.3%, 변형된 

일차간호 22.6%, 팀 간호 35.0%, 기능적 간호 16.4%, 

기타(변형된 팀간호, 팀+기능적 간호, 일차+팀간호) 

22.2%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도출된 가장 큰 원인은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일차간호와 총체적 간호를 따로 구분한데 반하

여 Kim et al.[18]의 연구에서는 총체적 간호를 따로 정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총체적 간호는 할당

받은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차간호와 공통점을 가지나 할당받은 환자에 대해 근무 

조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일차간호와 차이점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차간호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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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는 병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수의 

병동이 변형된 총체적 간호와 총체적 간호를 적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근무조 내에서만 자신이 할당받은 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 현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Kim et al.[18]

에서는 팀 간호의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

에서는 팀 간호로 분류된 병동이 없었다. Kim et al.[18]

에서 적용한 팀 간호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간호사 팀 구성, 환자 배정 시 팀 리더의 역할 등의 팀 간

호의 정의에 충실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매일 환자가 바뀐다, 병동에 보조 인력을 두고 있다, 환자

배정을 수간호사가 한다, 환자 1인에 대해 1명의 간호사

가 배정 된다 등의 팀 간호의 정의에서 벗어난 문항도 포

함되어 있어 연구결과에서 팀 간호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에 의거하여 팀 간호에서 팀이

란 다양한 수준의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간호인력의 팀을 

의미하며 팀 안에서는 팀 리더(간호사)가 존재해야 한다

고 정의하였다. 팀 간호가 미국에서 등장한 배경을 살펴

보면 전쟁(2차 세계대전)으로 병원에 근무하던 많은 간호

사들이 전방으로 파견되면서 후방의 간호사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당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실

무간호사(이들이 향후 Licensed Practical Nurse가 됨)

들을 대거 고용하게 됨에 따라 병원에는 간호사(RN), 실

무간호사(LPN), 간호보조원(Nurse aids)의 3개 인력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업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팀을 구성하였고 간호

사가 팀 리더가 되어 간호를 수행하는 방식인 팀 간호가 

등장하였다[1].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은 간호사

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호

보조인력보다 간호사의 수가 더 많다. 병동에서 간호보조

인력은 근무조별로 1-2명이 배치되어 병동 전반에 대한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팀 간호를 적용할 

수 있는 인력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의 깊게 바라볼 부분은 변형된 총체

적 간호를 적용하는 병동의 대부분이 대형 종합병원이었

고 국공립병원보다는 민간병원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는 점과 5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에서는 아직도 기능적 

간호를 적용하는 비율이 과반수이상이라는 점이다. 변형

된 총체적 간호는 전형적인 총체적 간호에 기능적 간호가 

혼합된 방식을 말하는데, 변형된 총체적 간호 하에서 대

부분의 간호사들은 근무 조 동안 할당받은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간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간호사는 할당받

은 특정업무(주로 활력징후, 혈당 측정, 정기 투약 등 일

상적인 업무들)만을 수행하게 된다. 간호전달체계는 기능

적 간호에서 일차간호의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간

호전달체계를 기능적 간호에서 일차간호의 방향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충원이 선결되어야 한다[11].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능적 간호와 변형된 총

체적 간호를 적용하는 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부 종합병원들이 충분한 간

호사 충원 없이 간호전달체계를 일차간호의 방향으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기능적 간호 방식

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병원

에서 변형된 총체적 간호의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 결

과에 의하면 민간병원은 국공립 병원에 비해 수익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며[27] Lee, Rhee 와 Choi[28]은 민간

병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채의 

비율, 평균재원일수, 입원환자 1인당 인건비라고 하였다. 

따라서 민간병원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요인들

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기를 가지게 되며, 특히 

병원인력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간호전달 방식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하였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0명상 미만인 종합병원에서는 기능적 간

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논의하면,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는 절대적인 인력부족

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있다[29]. 따라서 중소병원은 적은 인력으로도 간

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 간호전달체계를 적용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중소병원이 가

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이고 적극적인 인력충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따른 간호서비스 질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간

호전달 방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간호

의 경우 간호서비스 질이 좋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7.5%

였으나 변형된 총체적 간호에서는 42.7%, 총체적 간호에

서는 60.5%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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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간호전

달체계가 간호서비스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능적 간호에 비하여 변형된 총체적 간호

의 OR은 2.475, 총체적 간호의 OR은 3.895로 나타나 

기능적 간호보다는 총체적 간호방식을 적용할 때 간호서

비스의 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달체계 

유형별 간호사 배치수준을 비교했을 때 기능적 간호와 변

형된 총체적 간호 간에 간호사 확보수준의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은 변형된 총체적 간호가 기능적 간호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 확보수준이 유사한 경우라면 간

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

용하는 것이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Thomas[7]의 연구결과와 상당한 유사

점을 보이는데 Thomas[7]는 일차간호, 팀간호, 기능적 

간호를 시행하는 병동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환자간의 구

두 상호작용 시간과 간호사 확보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구두 상호작용에 소비된 시간은 일차간호가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팀간호, 기능적 간호 순으로 나타났다. 반

면 환자당 간호사의 수는 일차간호가 0.15명으로 가장 많

았고 팀간호와 기능적 간호는 0.11명, 0.10명으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Wilson과 Dawson[14]이 장

기요양병동에서 팀간호와 일차간호를 일정기간동안 번갈

아가며 시행한 결과 일차간호를 수행할 때 노인환자들의 

불안정도가 줄어들었고 간호기록의 완결성, 간호계획 수

립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간호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일차간호사는 입원에서 퇴원에 이를 때까지 환자에

게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율성을 존중받게 되고 간호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하게 되어 간호업무에 대한 만

족감이 향상되고 이는 이직률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병원

의 측면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0].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일차간호를 시행하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각 연구

마다 적용하고 있는 일차간호의 형태가 병원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Chavigny와 Lewis[11]는 일개 Veteran 병원에서 일차

간호를 시행한 결과 간호사들의 스트레스와 병가가 증가

하여 일차간호 적용을 포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이 된 병원은 기존에 오랫동안 팀간호를 적

용하던 병원으로 일차간호를 처음 도입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차간호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수행하였다고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와 병가의 증가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간

호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일차간호는 16시

간 책임제(밤 근무 시는 일차간호 적용 제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일차간호를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Wilson과 

Dawson[14]의 연구결과에서는 일차간호와 팀간호를 시

행한 병동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에 차이가 없었고 일차간

호를 수행한 병동에서 간호업무의 누락이 더 많이 발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자는 팀간호와 일차간호에 배치된 인력을 비교한 결과 

일차간호 병동에 모든 간호인력이 간호사로만 배치됨으로 

인해 기존에 보조인력이 담당하던 단순업무에 대한 처리

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논의

하고 있다. 즉, 일차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

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일차간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간호전달체계 유형 분류를 

위하여 개발된 조사도구가 없어 주로 국외 문헌고찰을 실

시한 뒤 문헌에 제시된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간호전달체계 유형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알고리즘에 따라 조사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다. 팀간호의 경우 국내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표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

을 거치지 못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는 상이한 연구결

과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간호전달체계 유형 분류 조사표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뒤 반

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간호서비

스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서비스를 수혜받는 환자나 보호

자가 간호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지 못하고 간호사 본인이 

간호서비스 질을 평가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추

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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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대상자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의 연령은 40세 이하가 

94.5%, 경력이 10년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

한 점은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는 제

한이 있으므로, 추후 광범위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간호전달체계 운영 현

황을 파악하고, 간호전달체계가 간호서비스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6개 종합병원의 

55개 병동의 간호전달체계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곳

에 근무하는 간호사 723명의 일반적 특성, 간호업무환경, 

간호서비스의 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종합병원에서 적용

하고 있는 간호전달체계는 크게 변형된 형태를 포함한 총

체적 간호(69%)와 기능적 간호(31%)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었고 팀간호와 일차간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병상

수의 규모가 작을수록 총체적 간호보다 기능적 간호를 적

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 전달

체계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살펴

본 결과 기능적 간호의 경우가 17.74명, 총체적 간호의 

경우 15.56명으로 기능적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에

서 총체적 간호를 제공하는 병원에 비해 간호사 1인당 환

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달체

계가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수준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능적 간호를 적용하고 

있는 병동에 비하여 총체적 간호를 적용하고 있는 병동에

서 간호사가 평가한 간호서비스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간호전달체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팀간호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간호

전달체계 유형의 이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국형 간호

전달체계 유형 분류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간호전달체계 유형에 따른 간호

서비스의 질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상기 연구를 통하여 간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전달

체계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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