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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간호사는환자에게직접적인간호서비스를제공하며지속

적인모니터링과즉각적인처치까지담당하는핵심적인의료

인력이다 따라서적정 간호사수를확보하여환자에게충분.

한간호를제공하는것은환자안전과질높은간호를위해필

수적이라할수있다 간호사확보수준과환자건강간의관계.

는그동안국내외연구를통해지속적으로논의되어 간호인,

력 확보수준이 사망률과폐렴발생 가능성 등의 환자건강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1-3].

위와 같이 간호사확보수준이 환자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급성기병상당간호사,

확보수준은 년 기준 로 국가 평균인 에2014 0.29 OECD 1.11

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또한의료기관정원을법적으로[4].

명시한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 실제 충족률이 년의2013

경우종합병원 병원 의원 로매우낮았다는연63%, 1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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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istributions of nurse staffing grades and to report changes in staffing
grades in general wards and adult an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ICUs) by hospital type and location.
Methods: Data collect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ere analyzed. Nurse
staffing was categorized from grades 1 to 6 or 7 for general wards, 1 to 9 for adult ICUs, and 1 to 4 for neonatal
ICUs based on the nurse-to-bed ratio. Results: The staffing grade for the general wards improved during 2008
-2016 in 69.8% of the tertiary hospitals, 58.5% of the general hospitals, and 31.7% of the non-general hospitals.
The adult ICUs at tertiary hospitals exhibited a greater improvement in staffing grades (48.8%) than did those
of general hospitals (44.2%) during 2008-2015. Tertiary hospitals in non-capital regions showed a greater
improvement than those in the capital region. The majority of neonatal ICUs (67.1%) had no change in the
staffing grade during 2008-2015. Conclusion: Improvements in nurse staffing differed by hospital type and
location.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nurse staffing in non-tertiary hospitals and those in non-capital
regions are required to reduce variations in nurse sta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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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볼수있듯이 우리나라의료기관의 간호사배치수준

은적정수준으로확보되지못하고있다 정부는적정간호[5].

사배치수준을확보하기위해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

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를도입하였다 년도입된이. 1999

제도는일반병동의경우간호등급을 등급에서 등급으로구1 6

분하다가 이후 년 월부터 종합병원과병원에 등급을, 2007 4 7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간호등급은( 2006-106 )[6].

분기별로신고하게되며직전분기평균병상수대비당해병

동에서간호업무에종사하는직전분기평균간호사수에따라

미만인 경우에 등급2.5:1 1 상급종합병원은 미만 이며( 2.0:1 ) ,

이상인 경우 최하등급인 등급6.0:1 7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인 경우 등급 이 적용된다 간호등급에따라입원료가6 ) .

차등화되어 등급인종합병원과병원은입원료가감산된다7 .

년 월부터는 등급2008 2 7 의 감산비율을지역에 따라차등화

하여 의료취약 지역은 감산하지 않고 서울과광역시는, 5%

감산 광역시의 군지역과 의료취약 지역을 제외한 시도 지,

역은 감산을2% 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

호2008-30 )[6].

성인또는소아중환자실 이하( ‘성인’중환자실로명명함)

과신생아중환자실역시간호관리료차등제가적용되고있

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년 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10 (

호 성인중환자실은 년 월부터간호관리료2007-81 )[6], 2008 7

차등제가 시작되어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차등보상

을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각중환( 2008-40 )[6]. 자

실의직전분기평균병상수대비당해병동에서간호업무에종

사하는직전분기평균간호사수에따라성인중환자실은 등1

급 내지 등급 이상으로구분하며신생아중환자(0.5:1) 9 (2.0:1 )

실은 등급 내지1 (1.0:1) 등급 으로구분한다 성인중환4 (2.0:1) .

자실과신생아중환자실모두간호등급에따라입원료가차등

지급된다 년 월부터는상급종합병원성인 중환자실의. 2015 9

경우 등급에서 등급으로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고1~9 1~5 (

시 호 신생아중환자실도 년 월부터상급2015-145 )[6]. 2016 11

종합병원과종합병원에대해 등급에서 등급으로개정1~4 1~5

되었으며 등급은 로기존의 등급보다높은배치수준, 1 0.75:1 1

을요구하고있다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2016-209 )[6].

선행연구에서는간호관리료차등제와간호인력 배치수준

이간호의질과환자결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일반

병동의경우간호등급이높을수록간호과정충실성과간호업

무수행의 질이 높았다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에따른환자[7].

결과분석에서는간호등급이낮은의료기관에서환자의재원

일수가길게나타났다 또한간호등급이 등급인의료기[8]. 6~7

관수술환자가 등급의료기관수술환자보다입원기간중사1

망할가능성 폐렴과패혈증에이환될가능성이높았다 중, [3].

환자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중환자실간호등급이 1~3

등급인기관이 등급인기관에비해환자의병원사망률이8~9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모두에[9].

서간호사배치수준이환자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을시사한다[9].

년일반병동에간호관리료차등제가도입된이후간호1999

사 배치수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간호관리료차등제가도입된후 년간의료기관의간호등급10

향상정도를분석한연구에서상급종합병원의 종합병원93%,

의 병원 의일반병동간호등급이향상된것으로나타45%, 7%

났다 그러나간호등급향상효과는의료기관종별 지역[10]. ,

별로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종합병원이.

나병원보다간호등급향상가능성이높았고 서울에소재[11],

한기관이 시도지역 기관에 비해 간호등급이향상될가능성

이높았다 이들선행연구가 년에서 년까지의간[10]. 1999 2010

호등급변화양상을 분석했으므로 년 이후 간호등급변, 2010

화를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의료기관종.

별 지역별로간호등급의분포및향상정도에차이가나타났,

으므로 단면적으로의료기관종별 지역별 간호등급분포를, ,

살펴보고 종단적으로그변화양상도함께분석해야할것이,

다 또한선행연구를통해일반병동의 간호등급변화를파악.

할수있었으나 년과 년에간호관리료차등제가도, 2007 2008

입된신생아중환자실과성인중환실의간호등급변화를분석

한결과는부족하다 중환자실은일반병동에 비해 환자의간.

호요구도가 높고 높은 배치수준이 요구되므로 간호관리료, ,

차등제도입이후중환자실의간호사배치수준이어떻게변화

했는지 의료기관종별과지역에따라변화양상에 차이가있,

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일반병동의 년과 년의 간호2008 2016

등급분포와변화 성인및신생아중환자실의 년과, 2008 2015

년의 간호등급분포와변화를분석하였다 년은성인중. 2008

환자실과신생아중환자실모두에서간호관리료차등제가시

행된 해이다 또한최근시점을일반병동과동일하게 년. 2016

을기준으로설정하려고하였으나 년에성인중환자실의2015

간호등급기준이변경되어이전시점과비교가능하도록 2015

년을기준으로하였다.

연구목적2.

본연구의구체적목적은다음과같다.

일반병동의 년 분기와 년 분기 성인중환자1) 2008 4 201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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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일반병동 성인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변화, ,

실과신생아중환자실의 년 분기와 년 분기2008 4 2015 1

의간호관리료차등제에따른의료기관종별 소재지역,

별간호등급분포를기술한다.

간호등급의변화양상을의료기관종별 소재지역별로2) ,

분석함으로써해당제도의간호사배치수준향상유인효

과가어떻게다르게나타났는지파악한다.

연구방법.Ⅱ

연구설계1.

이연구는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일반병동의, , 2008

년 분기와 년 분기 성인중환자실과신생아중환자실4 2016 3 ,

의 년 분기와 년 분기의간호등급을의료기관종2008 4 2015 1

별과소재지역에따라분포를기술하고 두시기의간호등급,

변화를분석하기위한서술적연구이다.

연구표본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 일반

병동의 년 분기와 년 분기간호등급자료 성인중2008 4 2016 3 ,

환자실과신생아중환자실의 년 분기와 년 분기간2008 4 2015 1

호등급자료를구득하였다 구득한자료에는요양기관번호 의. ,

료기관종별 소재지역 일반병동과성인중환자실 신생아중, , ,

환자실각각의간호등급이포함되었다 일반병동의간호등급.

을신고한의료기관은 년 개소 년 개소이었2008 523 , 2016 894

다 년에서 년 사이의 간호등급의 변화를 분석하기. 2008 2016

위해요양기관번호를사용하여매칭 하였다 두시(matching) .

기모두간호등급신고자료가있는기관은총 개소였다351 .

성인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년2008

개소 년 개소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년296 , 2015 306 . 2008

개소 년 개소이었다 성인중환자실과신생아중환78 , 2015 91 .

자실도일반병동과동일하게요양기관번호를사용하여매칭

하였으며 년과 년두시기 모두간호등급을신고한, 2008 2015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성인 중환자실은 개소 신생아224 ,

중환자실은 개소였다 병원급에서는매칭되는중환자실수76 .

가적어간호등급변화는분석하지않았다.

연구도구3.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간호관리료차등제’에서간호등

급은직전분기평균병상수대비당해병동에서간호업무에종

사하는직전 분기 평균간호사수병상수대 간호사수의비 를( )

기준으로구분한다 일반병동의경우상급종합병원은 등급[6]. 1

에서 등급 종합병원과병원은 등급에서 등급으로구분되었6 , 1 7

다 중환자실은의료기관종별에상관없이성인중환자실은. 1

등급에서 등급 신생아중환자실은 등급에서 등급으로구분9 , 1 4

되었다 일반병동과중환자실모두 년과 년 중환자실. 2008 2016 (

은 년 두시기사이에간호등급의기준변화는없었다 간2015 ) .

호등급을신고하지않은기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구득한자료에포함되어있지않았으므로 다른통계자료를사,

용하여미신고의료기관수를파악하였다 일반병동의경우통.

계청에서각시점의지역별종별의료기관수자료를활용하였

고 통계청총의료기관수와간호등급신고기관수의차이[12],

를미신고기관수로추정하였다 중환자실보유의료기관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행정정보공개를요청하여구득하였고,

이를통해미신고기관수를추정하였다 미신고기관의일반병.

동과중환자실간호등급은최저등급으로간주하였다.

모든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은 년 중환자실은 년2016 ( 2015 )

을기준으로하였다 일반병동은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의.

간호등급기준이다르므로 년과 년사이에상급종합, 2008 2016

병원에서종합병원으로혹은종합병원에서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의료기관의경우 년의료기관종별기준으로2016 2008

년간호등급을보정하였다 예를들어상급종합병원에서종합.

병원으로변경된 경우 년의간호등급은 등급이나종합, 2008 2

병원으로변경되었을때의기준으로보정하여 등급으로간주1

하였다 종합병원과병원의간호등급기준은동일하므로종별.

이동에따른간호등급보정은필요하지않았다 의료기관소재.

지역은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였다( , , ) .

자료분석방법4.

일반병동의 년 분기와 년 분기 성인중환자실과2008 4 2016 3 ,

신생아중환자실의 년 분기와 년 분기의간호등급2008 4 2015 1

분포를의료기관종별 지역별로구분하여실수와백분율로나,

타내었다 간호등급의변화양상은. ‘등급향상’, ‘변화없음’, ‘등

급저하’로구분하였다 의료기관종별 지역별간호등급변화. ,

양상의차이를분석하기위해카이제곱분석법을이용하였다.

연구결과.Ⅲ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분포와 변화1.

일반병동의 년과 년 각 시점별 간호등급분포와20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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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별및 지역별 간호등급변화를살펴보았다 일반.

병동의 년 분기와 년 분기의료기관종별 지역별2008 4 2016 3 ,

간호등급분포는 과같다 상급종합병원의경우수도Table 1 .

권에만 등급기관이있었고 년 개소 년 개소1 (2008 3 , 2016 6 ), 2

등급기관이 큰폭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년에는. 2008

수도권과비수도권지역의 개 기관이 등급이었으나12 4 2016

년에는 등급이하인 상급종합병원은 없었다 종합병원도4 . 1

등급기관은수도권에서는 년 에서 년 로2008 4.0% 2016 8.0% ,

비수도권에서는 에서 로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경0% 2.2% .

우 등급과 등급에 속하는 기관이 각각 에서2 3 1.2% 18.8%,

에서 로증가하였다 등급기관은수도권의경우16.0% 23.7% . 7

에서 로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의경우 에22.0% 11.6% , 28.4%

서 로큰변화가없었다 병원급의경우수도권은 등급26.9% . 1

에서 등급까지의기관이 에서 로증가하였고 비5 10.5% 20.8% ,

수도권은 에서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년에도6.9% 12.9% . 2016

여전히 등급기관이수도권 과비수도권 모두7 (69.9%) (80.0%)

에서대부분을차지하였다.

년과 년 두시점 모두에서 간호등급이 파악되는2008 2016

의료기관 개소의일반병동간호등급변화는 와같351 Table 2

다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 병원모두에서지역 수도권 비. , ( ,

수도권 에따른간호등급변화에유의한차이가없었다 그러) .

나의료기관종별에따른간호등급변화에서는간호등급이향

상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69.8%), (58.5%),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의료기관종별에따른간호(31.7%) ,

등급 변화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x2=48.75,

p< 상급종합병원의경우수도권에서 비수도권.001). 68.2%,

에서 가향상되었고 간호등급이하락한기관은없었다71.4% , .

종합병원의경우도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간호등급이

향상된경우가가장많았으나 오히려등급이하락한기관도,

개소 있었다 병원급의경우수도권에서는등급이하17 (9.0%) .

락된경우가가장많았고 비수도권은변동이없는경(37.1%),

우가 로가장많았다39.4% .

Table 1. Nurse Staffing Grades of General Wards by Hospital Type and Location in 2008 and 2016

Variables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2008 2016 2008 2016 2008 2016

CR
(n=22)

Non-CR
(n=21)

CR
(n=22)

Non-CR
(n=21)

CR
(n=100)

Non-CR
(n=169)

CR
(n=112)

Non-CR
(n=186)

CR
(n=439)

Non-CR
(n=754)

CR
(n=569)

Non-CR
(n=950)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Grade 1 3 (13.6) 6 (27.3) 4 (4.0) 9 (8.0) 4 (2.2) 4 (0.5) 9 (1.6) 8 (0.8)

Grade 2 5 (22.7) 3 (14.3) 14 (63.6) 13 (61.9) 11 (11.0) 2 (1.2) 35 (31.3) 35 (18.8) 6 (1.4) 8 (1.0) 15 (2.7) 16 (1.7)

Grade 3 12 (54.6) 8 (38.1) 2 (9.1) 8 (38.1) 24 (24.0) 27 (16.0) 27 (24.1) 44 (23.7) 10 (2.3) 12 (1.6) 36 (6.3) 37 (3.9)

Grade 4 2 (9.1) 10 (47.6) 15 (15.0) 28 (16.6) 9 (8.0) 17 (9.1) 15 (3.4) 14 (1.9) 33 (5.8) 29 (3.0)

Grade 5 8 (8.0) 22 (13.0) 8 (7.2) 11 (5.9) 15 (3.4) 14 (1.9) 25 (4.4) 33 (3.5)

Grade 6 16 (16.0) 42 (24.8) 11 (9.8) 25 (13.4) 42 (9.6) 54 (7.2) 53 (9.3) 68 (7.1)

Grade 7 N/A N/A N/A N/A 22 (22.0) 48 (28.4) 13 (11.6) 50 (26.9) 351 (79.9) 648 (85.9) 398 (69.9) 759 (80.0)

CR=Capital region; N/A=Not applicable.

Table 2. Changes in Nurse Staffing Grades of General Wards between 2008 and 2016

Variables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CR
(n=22)

Non-CR
(n=21)

Total
(n=43)

CR
(n=74)

Non-CR
(n=114)

Total
(n=188)

CR
(n=54)

Non-CR
(n=66)

Total
(n=120)

n (%) n (%) n (%) n (%) n (%) n (%) n (%) n (%) n (%)

Improved 15 (68.2) 15 (71.4) 30 (69.8) 44 (59.5) 66 (57.9) 110 (58.5) 18 (33.3) 20 (30.3) 38 (31.7)

Did not change 7 (31.8) 6 (28.6) 13 (30.2) 25 (33.8) 36 (31.6) 61 (32.5) 16 (29.6) 26 (39.4) 42 (35.0)

Worsened 5 (6.7) 12 (10.5) 17 (9.0) 20 (37.1) 20 (30.3) 40 (33.3)

x2 (p)* 0.05 (.817) 0.79 (.673) 1.30 (.522)

x2 (p)† 48.75 ( .001)＜

*Distribution of staffing changes and location within the same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or hospitals); †Distribution of
staffing changes and hospital types; CR=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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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및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분포와 변화2.

성인및신생아중환자실의 년과 년각시점별간2008 2015

호등급분포와의료기관종별 지역별 간호등급변화를살펴,

보았다 성인중환자실의 년 분기와 년 분기의료. 2008 4 2015 1

기관종별 지역별간호등급분포는 과같다 상급종합, Table 3 .

병원의경우수도권은 등급기관이 년 에서2 2008 27.3% 2015

년 로대폭상향되었고 년에는모든기관이 등급63.6% , 2015 1

에서 등급이내로 분포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등급3 . 2

기관이 에서 로향상되었다 그러나 년에도14.3% 38.1% . 2015

개 기관은여전히 등급에머무르고있었다 종합병원의경2 5 .

우수도권은 등급기관이 에서 로증가하였으며2 3.3% 12.0% ,

최저등급인 등급은 에서 로감소하였다 비수도9 20.9% 7.0% .

권의경우 년에는 등급에해당하는종합병원이없었으2008 2

나 년에는 개소 로증가하였다 등급에해당하는2015 9 (6.1%) . 9

기관은 에서 로감소하였으나수도권종합병원의27.5% 21.8%

등급비율 보다는여전히높았다 병원급성인중환자9 (7.0%) .

실은수도권의경우 년 개소에서 년 개소로감2008 71 2015 26

소하였고 비수도권의경우 년 개소에서 년 개, 2008 163 2015 57

소로 개소가 감소하였다 최저등급인 등급보다높은간106 . 9

호등급은수도권의경우 개소에서 개소로 비수도권의경10 8 ,

우 개소에서 개소로큰변화가없었다20 13 .

신생아 중환자실의 년 분기와 년 분기 의료기2008 4 2015 1

관종별 지역별간호등급분포는 와같다 상급종합병, Table 4 .

원의경우 등급은수도권에서 에서 로 비수도권1 72.7% 86.4% ,

에서는 에서 로증가하였다 종합병원의경우비47.4% 68.4% .

수도권에서 등급기관이 에서 로크게감소하였4 46.4% 15.0%

다 병원급의경우에는신생아중환자실을보유한의료기관이.

많지않아간호등급변화를분석하기는어려웠다.

성인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변화는

Table 3. Nurse Staffing Grades of General Intensive Care Units by Hospital Type and Location in 2008 and 2015

Variables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CR
(n=22)

Non-CR
(n=21)

CR
(n=22)

Non-CR
(n=21)

CR
(n=91)

Non-CR
(n=142)

CR
(n=100)

Non-CR
(n=147)

CR
(n=71)

Non-CR
(n=163)

CR
(n=26)

Non-CR
(n=57)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Grade 1 6 (27.3) 6 (27.3) 2 (9.5) 1 (1.1)

Grade 2 6 (27.3) 3 (14.3) 14 (63.6) 8 (38.1) 3 (3.3) 12 (12.0) 9 (6.1) 1 (1.8)

Grade 3 8 (36.4) 11 (52.4) 2 (9.1) 9 (42.9) 22 (24.2) 10 (7.0) 21 (21.0) 14 (9.5) 1 (0.6) 1 (3.9) 2 (3.5)

Grade 4 1 (4.5) 2 (9.5) 10 (10.9) 11 (7.8) 12 (12.0) 14 (9.5) 1 (1.4) 2 (7.7)

Grade 5 1 (4.5) 2 (9.5) 2 (9.5) 13 (14.3) 16 (11.3) 11 (11.0) 13 (8.9) 1 (1.8)

Grade 6 13 (14.3) 28 (19.7) 20 (20.0) 34 (23.1) 8 (11.3) 10 (6.1) 5 (19.2) 3 (5.2)

Grade 7 1 (4.8) 5 (5.5) 28 (19.7) 8 (8.0) 18 (12.2) 6 (3.7) 4 (7.0)

Grade 8 5 (5.5) 10 (7.0) 9 (9.0) 13 (8.9) 1 (1.4) 3 (1.9) 2 (3.5)

Grade 9 2 (9.5) 19 (20.9) 39 (27.5) 7 (7.0) 32 (21.8) 61 (85.9) 143 (87.7) 18 (69.2) 44 (77.2)

CR=Capital region.

Table 4. Nurse Staffing Grades of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by Hospital Type and Location in 2008 and 2015

Variables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2008 2015 2008 2015 2008 2015

CR
(n=22)

Non-CR
(n=19)

CR
(n=22)

Non-CR
(n=19)

CR
(n=29)

Non-CR
(n=28)

CR
(n=29)

Non-CR
(n=20)

CR
(n=4)

Non-CR
(n=11)

CR
(n=3)

Non-CR
(n=5)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Grade 1 16 (72.7) 9 (47.4) 19 (86.4) 13 (68.4) 10 (34.5) 7 (25.0) 13 (44.8) 9 (45.0) 2 (50.0) 3 (100.0) 1 (20.0)

Grade 2 6 (27.3) 6 (31.6) 2 (9.1) 5 (26.3) 10 (34.5) 8 (28.6) 7 (24.2) 8 (40.0)

Grade 3 1 (5.2) 1 (5.3)

Grade 4 3 (15.8) 1 (4.5) 9 (31.0) 13 (46.4) 9 (31.0) 3 (15.0) 2 (50.0) 11 (100.0) 4 (80.0)

CR=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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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시하였다 병원급의료기관은중환자실보유기Table 5 .

관수가적어분석에서제외하였다 성인중환자실은상급종합.

병원의경우수도권에서 가향상된반면 비수도권에서36.4% ,

는 가 향상되어 지역에 따른간호등급변화에 유의한61.9% ,

차이가 있었다(x2=6.37, p= 종합병원에서는 수도권과.041).

비수도권각각 에서간호등급이향상되었다 그39.7%, 47.2% .

러나 지역에 따른간호등급변화에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의료기관종별로는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가 간호등급48.8%

이향상되고 만이하락한반면 종합병원에서는 가4.7% , 44.2%

향상되고 가하락하여의료기관종별간호등급변화에22.7%

유의한차이를보였다(x2=7.77, p= 신생아중환자실은.021).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모두에서간호등급변화가없는기

관이각각 와 로가장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68.3% 65.8% .

는 가등급이향상되었고 종합병원에서는 가향24.4% , 17.1%

상되었다 의료기관종별간호등급변화와동일의료기관종.

별에서의지역간차이는모두유의하지않았다.

논 의.Ⅳ

본연구는일반병동과중환자실의간호등급을의료기관종

별 지역별로구분하여그분포를기술하고 간호등급변화양, ,

상을분석하였다 간호관리료차등제는의료기관의경제적인.

센티브를통해간호사배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을가

지고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간호인력배치수준이높을수록.

직접간호활동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낮번동안의환자 인1

당직접간호시간이증가하였고 병원감염발생률이감소[13],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간호인력확보수준이환[14].

자안전과간호의 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간호

관리료차등제가실제의료기관의간호인력확보수준을향상

시키고있는지평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병동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분석한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에서간호등급, 69.8%

이향상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병상가동률이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비해높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명성과지위를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년과. 2008

년의상급종합병원인정기준의차이도간호등급향상에2016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년 상급종합병원 당시. 2008 (

종합전문요양기관의인정기준에서간호사는연평균입원환)

자 명당 명이상을두도록하되외래환자 명을입원환자2.3 1 12

명으로환산하였으나 년에는간호사를입원환자 명1 , 2016 2.3

당 명이상을두어야함은변함이없으나외래환자 명을입1 3

원환자 명으로환산하도록변경되었다 이와같은개1 [15,16].

정이상급종합병원지정을유지하기위해간호사배치수준을

향상시키도록유인하였을수있다 반면 병원급은 만이. , 31.7%

향상되었고 여전히최저등급인 등급이대다수를차지하여, 7 ,

일반병동간호등급향상여부가의료기관종별에따라차이가

났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따라서 간호관[10,11,17].

리료차등제가상급종합병원이외의의료기관에서간호인력

Table 5. Changes in Nurse Staffing Grades of General an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between 2008 and 2015

Variables Categories

Tertiar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CR
(n=22)

Non-CR
(n=21)

Total
(n=43)

CR
(n=73)

Non-CR
(n=108)

Total
(n=181)

n (%) n (%) n (%) n (%) n (%) n (%)

General
ICU

Improved
Did not change
Worsened

8 (36.4)
14 (63.6)
0 (0.0)

13 (61.9)
6 (28.6)
2 (9.5)

21 (48.8)
20 (46.5)
2 (4.7)

29 (39.7)
28 (38.4)
16 (21.9)

51 (47.2)
32 (29.6)
25 (23.2)

80 (44.2)
60 (33.1)
41 (22.7)

x2 (p)* 6.37 (.041) 1.58 (.453)

x2 (p)† 7.77 (.021)

Variables Categories
CR
(n=22)

Non-CR
(n=19)

Total
(n=41)

CR
(n=21)

Non-CR
(n=14)

Total
(n=35)

n (%) n (%) n (%) n (%) n (%) n (%)

Neonatal
ICU

Improved
Did not change
Worsened

5 (22.7)
15 (68.2)
2 (9.1)

5 (26.3)
13 (68.4)
1 (5.3)

10 (24.4)
28 (68.3)
3 (7.3)

4 (19.0)
13 (62.0)
4 (19.0)

2 (14.3)
10 (71.4)
2 (14.3)

6 (17.1)
23 (65.8)
6 (17.1)

x2 (p)* 0.26 (.879) 0.34 (.844)

x2 (p)† 2.03 (.363)

*Distribution of staffing changes and location within the same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s or general hospitals); †Distribution of staffing
changes and hospital types; CR=Capital region;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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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는것이필요하

다 일반병동의지역에따른간호등급변화양상을비교한결.

과에서는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에서지역간간호등급변

화에뚜렷한차이는없었다 병원급의 경우도 지역간유의한.

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년과 년두시점모두간, 2008 2016

호등급을신고한병원급의료기관이 개에지나지않아간120

호등급향상여부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6

년 등급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수도권이7

비수도권이 로편차가커 다른의료기관종보다69.9%, 80.0% ,

지역별로차이가있었다 병원급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의간.

호등급차이가큰이유는규모가작은의료기관일수록비수도

권의병상가동률이낮아 간호등급향상에적극적이지않[18],

을수있기 때문이다 또한비수도권의 간호학과졸업생이나.

간호사들이업무환경이좋은의료기관에서일하기위해수도

권으로이동하기때문에규모가작은병원급의료기관일수록

간호사채용에어려움이 있을수있다 간호사의지역이동을.

분석한연구에서 수도권소재의료기관에는해당지역 간호,

학과졸업생은물론타지역 간호학과졸업생이유입되어근

무한반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은타지역에서 유입된간호사,

는소수이면서해당지역간호학과졸업생이수도권으로이동

함에따라근무간호사수가감소하였다 따라서비수도권[19].

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간호사

근무조건과업무환경을개선하여지역간불균형을감소시키

는것이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일반병동을중심으로간호등급을분석했

으나 본연구에서는일반병동과함께성인 중환자[10,11,17],

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등급도 함께 분석하였다 성인.

중환자실도 일반병동과 유사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등

급의향상이뚜렷하게나타났다 특히비수도권 이수. (61.9%)

도권 보다 간호등급이 향상된 기관이 유의하게 많았(36.4%)

다 이는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경우 년에이미대부분. 2008

의기관 이 등급이상이었기때문에간호등급향상의(91.0%) 3

가능성이상대적으로적었던반면 비수도권의 등급이하의, 3

기관들은간호관리료차등제의유인효과에따라등급이상승

되어지역별편차가줄어들었다고해석된다. 2 년 월에상015 9

급종합병원의성인 중환자실의간호등급이기존의 등급1~9

에서 등급으로변경되었고 등급에대한가산율이증가1~5 , 1

한반면 등급이하의가산율은감소하거나혹은감산하는것3

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유인효과가더욱촉진될것으로기대된다 반면종합병.

원은 여전히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년에는 수도권9 2008

비수도권 년에는수도권 비수도권20.9%, 27.5%, 2015 7.0%,

은 로특히비수도권의간호등급이낮은것을확인할수21.8%

있었다 병원급의경우 년에도여전히 등급의료기관이. 2015 9

수도권 비수도권 로매우높았다 또한병원급에69.2%, 77.2% .

서 성인중환자실을보유한의료기관수가 년 개소에2008 234

서 년 개소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자료를통해2016 83 65.0% ,

확인한결과 병원급의 성인 중환자실병상수가 개에서, 2,723

개로 감소하였다818 70.0% [12].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상급종합병원은두시점모두에서

높은간호등급을유지하고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에. 68.3%

서는신생아중환자실간호등급에변화가 없었는데 그이유,

는 년에수도권의 비수도권의 가이미 등2008 72.7%, 47.4% 1

급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년 월에 상급. 2016 12

종합병원신생아중환자실의 등급기준을 에서 로1 1.0:1 0.75:1

상향조정하게된근거가될수있다 간호등급기준의개정을.

통해상급종합병원신생아중환자실의간호등급향상이더욱

촉진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종합병원의경우여전히 등급. 4

기관이수도권 비수도권 로높은수준이어서의31.0%, 15.0%

료기관종별로차이가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 변화의 차이는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수도권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보유한의료기관은대부분

규모가큰병원으로그지역의 대표성을가지고있어간호등

급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기때문이라고해석된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통해의료기관종별로일반병동과성인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변화 양상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간호관리료차등제로인해상급종합병원의일반병.

동과 성인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향상된 반면 병원급에서는,

그변화가미미하였다 이에따라병원급에서 간호관리료차.

등제에반응할수있도록제도변화가필요하다 병원급의료.

기관에대해일반병동입원료가산율과감산율의폭을넓힌다

면 병원급에서도 간호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의간호등급향상을유도하기위,

해 성인 중환자실은 등급을 등급으로변경하여 최하1~9 1~5

등급의기준을높이고 등급의가산율을 에서 로상1 40% 45%

향조정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도 등급의기준을높이는방. 1

향으로간호등급기준이개정되었고 등급의가산율은, 1 30%

에서 로상향되었다 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의간호등급45% .

향상유인을위해지속적으로기준을개정한것과마찬가지로

병원급의료기관의일반병동간호등급향상을위해개정이이

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각의료기관의간호등급을의료기관을이용하는환자

나환자가족이쉽게파악할수있도록공개해야한다 현재건.

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개별의료기관정보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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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간호등급이공개되고있으나 중환자실의간호등급은제,

공되고있지않다 그러므로일반병동과중환자실의간호등급.

을공개하고 간호등급의의미를환자와환자가족이쉽게이,

해할수있도록설명함으로써 간호등급이환자나환자가족,

이의료기관을선택하는중요한기준이될수있도록해야할

것이다.

본연구는몇가지제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간호등급변. ,

화양상을분석하기위해일반병동은 년과 년 성인2008 2016 ,

중환자실과신생아중환자실은 년과 년 두시점 모2008 2015

두에서간호등급을확인할수있는기관만을대상으로하였기

때문에일부기관이분석에서누락되었다 의료재단변경등으.

로인해의료기관은그대로남아있으나요양기관번호만변경

된 경우도 매칭이 되지 않아분석에서 누락되어 표본편향이

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 둘째 의료취약지역여부에따라감. ,

산율에차이가있기 때문에의료기관의 면 단위소재지역을

파악하여이에따른간호등급변화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였

으나해당정보를구득하지못해분석에포함하지못하였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의료기관종별 지역별간호등급분포와, ,

변화를분석하였으나의료기관종별과지역이외에간호등급

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지못하였다.

결론 및 제언.Ⅴ

본연구는일반병동과중환자실의간호관리료차등제에따

른간호등급의분포와의료기관종별 지역별 차이를분석하,

였다 이를통해간호관리료차등제의변화양상이여전히상.

급종합병원과그외의료기관사이에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

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함께비교함으로써중환자실의간호사배치수준을확인하고,

의료기관종별 소재지역별변화양상을제시했다는데의의,

가있다 향후에는 년이후에성인중환자실과신생아중. 2015

환자실의간호등급기준이 변경됨에따라 그유인효과가어,

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급과.

일부지역의 간호등급향상을위해보다세부적인 검토와기

준마련이요구된다 간호등급산정기준에병상가동률을포함.

하거나 현행의 평균 병상수와 간호사의 비를 평균 환자수와

간호사의 비로 변경하는 등간호등급산정기준개정을 위한

개선안을도출하는연구가필요하다 또한후속연구에서는간.

호등급변화양상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과정책변화를

다각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예를들어향후간호 간병통합. ․
서비스제공기관수와병상수확대는간호사배치수준향상의

중요한원인이될 수있으므로 간호등급변화를설명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간호등급과 다양한 환자결과의.

연관성을밝히는연구를통해간호등급향상의필요성에대한

과학적근거를지속적으로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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