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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사, 간호

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의미한다[1]. 즉 전문직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간병서비스를 간호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

일 병동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전후 임상관찰, 간호활동 및 

간호진단에 관한 간호기록의 변화
이승신, 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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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and no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through electronic nursing documenta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electronic nursing documentation of 102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G general hospital for analyzing the frequency of nursing statements between the month of January 2016 and the month of January 2017 
using random sampling.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test with the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The frequency of use for the nursing statements was investiga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record on pain 
assessment (p< 0.001), nurse rounding, fall prevention (p= 0.001), rounding for voiding, oral medication counseling, skin assessment, oral care, cold 
pack apply, bath, shampoo, face wash and teeth brushing, meal assistance, hot pack apply and tube feeding (p< 0.001) between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and no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nursing diagnosis. Conclusions: Results 
confirm that the nurse’s job had changed in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for example the direct patient care related in daily living assist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additional efforts to increase the records of patient education, counseling and emotional assessment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ing the effectiv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through job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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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포괄간호서비

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한 해에

만 병원 100개소 이상 신규 지정되어 2016년 10월 기준 217개 병원, 1만 

5천개 병상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3]. 정부에서는 2017년에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를 병상당 1백만 원씩 지원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4].     

성공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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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배치가 필수적 선결과제로 인력운영 결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공공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평가결과 환자만족도 증

가와 같은 이용자 만족과 간호서비스 수행시간 및 누락된 간호수행의 

비율을 낮추는 등 간호제공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5], 간호

사의 간호업무 수행시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통한 업무성과와 직무

만족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반면, 

변화된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직무소진, 이직의도 등 

부정적 측면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7,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질적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들은 증가된 간

호인력으로 담당 환자수가 줄어들어 환자와의 접촉시간과 상호작용

이 늘어나고 기본간호제공도 충실해졌다고 응답하였다[9]. 더 구체적

으로는 환자파악이 더 쉽고 정확해졌으며 환자교육도 과거보다 충실

해졌고 간호사가 가족과 같이 세심하게 직접 기본간호, 배설, 식사수

발을 제공하여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부재로 인한 간호의 어려움, 일상생활 

보조와 같은 비전문적인 업무의 증가로 인한 정체성 혼돈, 간호사와 

보조인력의 명확한 업무정립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환자

측면, 간호제공 측면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가 

보고되었는데, 간호사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간호제공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간호업무가 보다 더 다양화 되었다는 것이다[9]. 간호사에 

비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보조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까지 간

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10]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에서는 간호사의 주의의무가 더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간호업무 환경에서 환자간호에 대한 기록, 즉 간호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간호기록은 의무기록의 일부로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서비스에 대

한 상세 기술이다[11]. 간호사는 간호과정을 통해 중재하고 간호진단을 

내리는 등 자신이 수행한 모든 간호업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

호기록은 환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로 사용

되기도 한다[12]. 또한 간호기록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를 모니터할 

수 있게 하고, 실무 서비스 향상이나 학생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목적

으로도 활용하는 자료의 출처로, 제공된 간호기록은 일차적으로 진료

팀 내의 의사소통 수단이며 간호실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이다[11].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간호기록 측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후 변화된 간호업무가 간호기록상에서 확인이 가능

한지에 대한 간호기록 비교,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Park et al. 

[9]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효율

화를 위해 간호사 업무에 대한 업무표준화와 명확한 업무규정이 무엇

보다 필요하며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의 양은 늘었지

만 이에 상응하여 간호의 질이 동일하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

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의 업무가 기존의 간호사 업무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명확히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은 간호기록을 통

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향후 간호수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

분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현 시점에서 간호기록

을 통한 간호업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후 달라진 간호업무를 간

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적용 이전과 이후의 간호업무의 변화를 간호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과 후의 간호기록을 

통한 간호업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후 임상관찰, 간호활동 및 간호진단

에 관한 간호기록의 내용과 건수에 변화를 분석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변화된 간호업무를 정확하게 반영하

기 위한 간호기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후의 간호기록 차이를 후향

적으로 분석한 서술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 병원은 2016년 11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를 시행한 200병상 규모의 S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 병상 수는 1개 병동(44병상)이며 연구대상 병동은 44병상

에 간호사 수는 21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3명의 간

호사 인력을 증원하였다. 교대 근무조당 간호사 인원 수는 오전 근무조 

5명, 오후 근무조 5명, 야간근무조 4명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

행 이전에는 근무조별 간호사가 각각 4명, 4명, 3명으로 운영되었다. 간

호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대는 평균 30대 초반으로 증원

된 3명의 간호사는 모두 신규간호사였고 1명의 보조인력이 증원되었다.

간호기록 분석대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 3개월 차인 2017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원한 환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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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51명을 선정, 분석하였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 간호기록 분석 대상은 1년 중 동일한 

기간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일 병동

에 입원한 환자 321명 중 51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 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후 모두 동일하게 산부인과, 외과, 치과,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동으

로 특히 연구수집 대상인 1월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으로 치과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시기이므로 시기적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이전년도 같은 기간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병동은 상급병실이 

19개, 일반병실이 25개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후 일반병실 1개 

병실을 줄였다. 환자의 평균 중증도는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후 모두 동일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분석 대상 환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50 

(medium)으로 산정시 표본의 크기인 102명을 근거로 산정하였다. 연

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서의 협조하에 자

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었다.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기록은 전자간호기록으로 U*** 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으며 간호기록은 전체 틀을 크게 ‘임상관찰기록’, ‘간호활동

기록’, ‘간호기록’으로 분류하여 전자간호기록시스템에서 간호사가 기

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이 개발된 시스템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분류인 임상관찰기록

의 세부항목은 신체계측, 활력징후, 통증사정, 식이 등이며 두 번째 분

류인 간호활동기록은 간호순회, 낙상예방 활동, 배뇨라운딩, 경구투약 

복용관리, 피부사정 등을 포함한 간호활동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간호기록 건수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세번째 분류인 간호기록은 정해진 형태 없이 간호사가 환자간호

에 대한 내용을 기술, 작성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을 기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입원환자 51명과 시행 전 입원환자 51명의 총 17,672건의 간호기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차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분석대상이 전자의무기록인 관계로 연구대상 병원 내

에서만 자료 수집이 가능하였고 분석 대상의 개인 정보 등은 분석시 

철저하게 분리하여 코딩,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시행 후와 시행 전 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

행 후와 시행 전 그룹의 간호기록 건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분석은 In-

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호사가 서술형태로 기술하는 간

호기록은 간호진단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불안, 지식

부족, 통증, 변비, 발열 등 간호진단의 내용별 분류 후 각각의 건수에 

대한 차이를 Independent t-test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 그룹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후의 두 개 그룹으로 분류

하였을 때 각 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기록 분석 대

상 환자의 연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그룹의 평균이 40.94세, 

시행 후 그룹의 평균이 41.57세이었으며, 성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그룹이 남자 12명(23.53%), 여자 39명(76.47%)이었으며 시행 후 

그룹은 남녀 각각 8명(15.69%), 43명 (84.31%)이었다. 재원기간은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그룹의 평균이 4.34일이었으며 시행 후 그룹의 

평균이 4.08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그룹이 입원한 임상과는 산부인과 22명(43.13%), 

일반외과 7명(13.73%), 치과 7명(13.73%), 비뇨기과 7명(13.73%), 소화기

내과 5명(9.8%), 기타 임상과가 3명(5.88%)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그룹의 임상과는 산부인과 24명(47.06%), 일반외과 7명(13.73%), 

치과 7명(13.73%), 비뇨기과 5명(9.8%), 소화기내과 3명(5.88%), 기타 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02)   

Patient characteristics

Non-integrated 
nursing 

service ward 
(n=51)

Integrated 
nursing 

care ward 
(n=51) χ2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Age (y) 40.94±15.34 41.57±15.26 -0.21 (0.840)
Gender Male 12 (23.53) 8 (15.69) 0.99 (0.318)

Female 39 (76.47) 43 (84.31)
Admission 
   periods

4.34±2.08 4.08±2.11 0.62 (0.540)

Clinical  
   Department 

OBGY 22 (43.13) 24 (47.06) 1.42 (0.922)
GS 7 (13.73) 7 (13.73)
DENT 7 (13.73) 7 (13.73)
URO 7 (13.73) 5 (9.80)
GI 5 (9.80) 3 (5.88)
Misc. 3 (5.88) 5 (9.80)

SD, standard deviation; OBGY, obstetric gynecology; GS, general surgery; 
DENT, dental surgery; URO, urology; GI, gastrointestinal internal medicine; 
Misc., miscell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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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p< 0.001). 이외에도 구강간호, 냉요법, 목욕, 세발, 세안 및 양

치, 식사보조, 온 요법, 위관영양 항목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0회에서 시행 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냉 요법 p= 0.002, 그 외 항

목 p< 0.00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후 간호진단의 차이     

간호과정을 서술형으로 기록한 간호기록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후의 작성된 간호진단의 주제별 분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진단의 진단명 분류 결과는 입원, 퇴원, 불안, 지식부족, 

상과가 5명(9.8%)이었다. 연령, 성별, 재원기간, 임상과에 대한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간호기록 분석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그룹과 시행 후 그룹의 간호기록에 대

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임상관찰기록을 보면 입원시에 시행하는 신체계측의 경우 두 

그룹의 평균이 각각 2회(± 0.01), 1.94회(± 0.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이는 활력징후 측정(69.16 ± 38.98, 77.56 ± 57.21), 식이

(9.06 ± 5.82, 8.54 ± 5.84)에 대한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두 그룹 간 평균

의 차이가 없었다(p> 0.05). 반면, 통증사정에 대한 기록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후 그룹의 평균이 59.44회(± 43.65)로 적용 전 그룹의 

평균인 32.98회(±18.7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활동기록 분석결과로는 간호순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 평균 6.66회(± 9.15), 적용 후 평균이 12.38회(±8.08)로 차이가 있었

으며(p= 0.001), 낙상예방 활동에 대한 기록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 평균 6.46회(± 9.19), 적용 후 평균이 12.66회(±8.84)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간호활동기록 중 배뇨라운딩에 대한 기록의 평균은 

0.88회(± 3.07), 4.68회(± 5.15)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01). 경구투약 복용관리와 피부사정에 대한 기록 분

석 결과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0회에서 시행 후 각각 2.54

회(± 3.56), 7.44회(± 6.24)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유의하게 증

Table 2. Differences in nursing records (n=102)     

Nursing records category
Non-integrated nursing 

care (n=51)
Integrated nursing 

care (n=51) t (p)
Mean±SD Mean±SD 

Records of clinical observation Hight & weight check 2.00±0.01 1.94±0.59 0.72 (0.47)
Vital sign check 69.16±38.98 77.56±57.21 -0.86 (0.39)
Diet 9.06±5.82 8.54±5.84 0.45 (0.66)
Pain assessment 32.98±18.78 59.44±43.65 -3.93 (0.00)

Records of nursing activity Nurse rounding 6.66±9.15 12.38±8.08 -3.31 (0.001)
Fall prevention 6.46±9.19 12.66±8.84 -3.44 (0.001)
Rounding for voiding 0.88±3.07 4.68±5.15 -4.48 (<0.001)
Oral medicaiton counseling 0 2.54±3.56 -5.05 (<0.001)
Skin assessment 0 7.44±6.24 -8.43 (<0.001)
Cold pack apply 0 1.50±3.22 -3.29 (0.002)
Oral care 0 0.32±0.47 -4.80 (<0.001)
Bath 0 0.32±0.47 -4.80 (<0.001)
Shampoo 0 0.32±0.47 -4.80 (<0.001)
Face wash and teeth brushing 0 0.32±0.47 -4.80 (<0.001)
Meal assistance 0 0.32±0.47 -4.80 (<0.001)
Hot pack apply 0 0.32±0.47 -4.80 (<0.001)
Tube feeding 0 0.32±0.47 -4.80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Analysis of the nursing diagnosis contents (n=102)  

Nursing diagnosis

Non-integrated 
nursing 

care ward (n=51)

Integrated 
nursing 

care ward (n=51) t (p)

n (%) 
Mean
±SD 

n (%) 
Mean
±SD

Admission 49 (31.82)

19.38±
20.25

44 (42.31)

13.00±
16.99

0.68
(0.506)

Discharge 45 (29.22) 33 (31.73)
Anxiety 25 (16.23) 18 (17.31)
Knowledge deficit 28 (18.18) 4 (3.85)
Pain 5 (3.25) 2 (1.92)
Constipation 0 (0.00) 1 (0.96)
Fever 1 (0.65) 1 (0.96)
High risk of infection 1 (0.65) 1 (0.96)
Total 154 104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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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변비, 발열, 감염위험성의 8개 영역이었으며 각 간호진단의 횟수

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19.38회( ± 20.25), 시행 후 13회( ±

16.99)로 시행 전 간호진단 수가 154개로 시행 후 104개에 비해 많았으

나 그룹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p = 0.506). 특히 불

안과 지식부족에 대한 간호진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이 시

행 후에 비해 많았다.   

고   찰

간호기록은 간호수행시 발생한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환자의 입원

에서부터 퇴원시기까지 환자사정, 간호진단, 간호수행, 치료와 간호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간호과정의 타당성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을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

한 것이다[13].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전과 적용 후의 간

호업무의 변화를 전자간호기록을 통해 확인,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하

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후 임상관찰기록 중 통증

사정에 대한 간호기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간호활동기록에서는 

간호순회, 낙상예방 활동, 배뇨라운딩, 경구투약 복용관리, 피부사정, 

구강간호, 냉요법, 목욕, 세발, 세안 및 양치, 식사보조, 온 요법, 경관영

양의 모든 항목에서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후 간

호기록을 분석하여 보고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에는 간호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았던 간호

행위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제공하고 있는 간호활동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구투약 복용관리, 피부사정, 

구강간호, 냉요법, 목욕, 세발, 세안 및 양치, 식사보조, 온 요법, 경관영

양의 항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 간호활동 기록에 없었으나 

시행 후 간호활동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피부사정

이나 경구투약 복용관리, 냉 요법을 제외한 구강간호, 목욕, 세발, 세안 

및 양치, 식사보조, 온 요법, 경관영양의 항목은 기록으로 작성되고 있

는 양이 많지 않아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간호수행이 기록으로 모두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전 경구투약 복용관리나 피부사정, 구강

간호, 냉온요법, 경관영양에 대한 기록이 없어 간호수행은 하였으나 기

록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사의 간호업무와 직무스트레스, 직

무만족에 대해 분석한 연구[14]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간호사의 업무 중 식사보조업무, 환자이동부축, 린넨, 침상 홑이불, 환

의 교환 업무에 대한 수행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환자이동부축, 린넨, 침상 홑이불, 환의 교환에 대한 기록은 확인

되지 않았다. 연구대상 병원의 경우 해당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병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에게 새롭게 집중된 업무로 간호사

들이 소진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 

간의 불분명한 업무와 역할, 간병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역할갈등, 

과다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보수 불만족 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한 선행 연구결과[14,15]를 근거로 하여 소진되는 업무들 또한 기록에 

반영하여 추후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추가된 업무들의 수행도가 증가되

었고 이로 인한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이 낮아짐을 보고하고 있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수행하는 내용이 간호기록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과 함께 추가되는 

간호업무를 기록하기 위해 간호활동기록내에 간호간병으로 소분류를 

나누어 간호순회, 낙상예방 활동, 배뇨라운딩, 경구투약 복용관리, 피

부사정, 구강간호, 냉요법, 목욕, 세발, 세안 및 양치, 식사보조, 온 요법, 

경관영양을 기록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해 제공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경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상담 또는 정서

적 지지 등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이에 대한 기록의 증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

한 질적연구[9] 결과에서는 ‘환자교육이 충실해져 돌봄의 간호를 더 실

천하게 된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과 분리되어 우울해진 환자를 간호

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환자간호 또는 환자 상담

이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역할이 증가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와 관련된 간호기록 세부 분류상의 항목은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사용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가 

환자간호를 하면서 쉽게 간호기록을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

기록의 추가적인 개선, 보완 작업을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병원과 간호부서

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대상병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중 세 번째인 ‘간

호기록’은 간호진단을 포함한 간호과정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258건의 간호진단 내

용 중 입퇴실 관리에 대한 간호진단이 가장 많았으며, 불안과 지식부

족, 통증의 순으로 많아 입퇴실 관리와 통증에 대한 간호진단을 주로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간호기록에 사용된 1,914명의 표준

간호진술문 내용을 분석한 연구[16]는 간호진단 중 통증에 대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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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가장 많았으며 수술창상 배액관 관리와 검사 전 간호, 입퇴실 

관리가 그 다음 순서로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통증이 간호과정을 

통해 기술할 수 있는 주요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간호관찰

기록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

목 중 유의하게 증가한 항목이 통증 사정에 대한 기록이며 이는 Choi 

et al. [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간호진단의 수가 줄었으며 보호자가 없는 입

원 환경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관련 진단이 많지 않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간호의 다양성을 간호진단에 반영되도록 간

호진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간호

기록에 사용된 표준간호진술문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16]에서도 획일화된 표준간호진술문의 다양성 부족을 사용자들이 제

시한 개선의견으로 보고하고 있는 만큼 전자간호기록의 높은 편의성

과 동시에 동일한 진단이 반복되어 작성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양

한 진단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전자간호기록의 시스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과 지식부족에 대한 간호진단은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에 감소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간호사의 간호업

무가 이전에 비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간호활동기록

을 통해 알 수 있는 구강간호, 냉요법, 목욕, 세발, 세안 및 양치, 식사보

조 등의 기본간호 영역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간호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하는 중요한 항목인 통증사정과 관리에 대한 기록이 증가하여 간

호사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일 병원

의 일개 병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더 많은 수의 병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

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전후의 간호기록 분석을 통해 

간호업무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변화된 간호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

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기록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임상관찰

기록 중 통증사정에 대한 기록과 간호활동기록 중 간호순회, 낙상예방 

활동, 배뇨라운딩, 경구투약 복용관리, 피부사정, 구강간호, 냉요법, 목

욕, 세발, 세안 및 양치, 식사보조, 온 요법, 경관영양에 대한 기록의 양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간호기록 중 전체 간호진단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불안과 지식부족에 대한 간호진단은 감소하였고 입/퇴원 관

리에 대한 진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변화

된 간호업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기록의 

컨텐츠를 개발·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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