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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간호인력 구성과 확보수 은 간호의 질을 결정한다.그러나 그동

안 실시된 국내연구에서는 간호인력 구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간

호사 확보수 을 병상 기 으로 측정하여 실제 확보수 을 반 하

지 못했다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본 연구는 간호인력 구성,간호

사와 간호보조인력의 확보수 을 고려하여 기 단 와 환자단 에

서 간호인력 구성과 확보수 이 입원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

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2010년 요양기 황자료와 의과입원 건강보험청구자

료를 이용하 다.정신질환,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건을 제외

한 18세 이상 환자를 분석 상으로 하여 4,984개 의료기 의

4,552,106인의 입원환자 자료를 분석하 다.

간호인력 구성은 체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

로,간호사 확보수 은 ‘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보정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병상 비 간호사수’세 가지로 측정하 다.간호보조

인력 확보수 역시 간호사 확보수 과 동일하게 측정하 다.입원

환자의 건강결과로서 기 단 에서는 평균 입원일수,사망률,재입

원율을,환자단 에서는 입원일수,사망,재입원을 사용하 다.통계

방법으로 일차 으로는 기술통계,t-분석,분산분석,피어슨상

계 분석을 사용하여 의료기 입원환자 특성과 환자 건강결과

와의 계를 악하 다.이후,기 단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을,환

자단 분석에서는 임의계수모형을 가정한 다수 회귀분석과 로지

스틱 분석을 활용하 다.



간호사 비율은 의료기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상 종합병원

이 가장 높았고 의원이 가장 낮았다.간호사 확보수 은 보정입원환

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병원이,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

는 상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한편,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의

료기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경향을 보 다.

기 단 분석에서 간호사 비율은 세 종속변수와 일 된 연 성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반면,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감소하 다.특히,상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그

러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사망률,재입원율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못했다.

환자단 분석에서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감소하

다.간호사 확보수 은 상 ․종합병원의,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병․의원의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간호인

력 구성 확보수 은 사망,재입원 감소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을 보이지 않았다.

간호인력 구성과 확보수 은 입원일수에 향을 미친다.향후,간

호사 확보수 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간호가 직 제공되는 병동단

에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다양한 환자 건강결과와의 인

과 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간호사,인력구성,확보수 ,입원일수,사망,재입원

학 번 :2010-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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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의료기술의 발 ,입원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

스에 한 기 증가, 성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증도 심화

는 간호사의 수요를 차 증가시키고 있어(Simoens등,2005) 세

계 으로 간호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의료기 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수를 증가시키거나 간

호사 신 간호보조인력 등의 체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간호

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Feldstein,1999).이는 증하

는 의료기 의 비용을 여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의료기 의 목

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상은 간호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안 을 할 수 있다.

간호사 수를 하게 확보하는 것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가장 기본 인 요소이다(Beckmann등,1998)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는 의료인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

고 감시함으로써 환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한 치료가 이루어지

도록 돕는다.간호인력 확보가 게 되어있을 때에는 계획된 어를

제공할 수 없고,인 오류(humanerror)를 일으켜 환자의 안 에 부

정 향을 수밖에 없다(Numata등,2007).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하나의 방법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간호사는 체 인

력에 비해 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효과 으로 해사건

(adverse event)을 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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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gjaroenkul등,2007).환자간호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문

지식을 갖춘 간호사로 모두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그러나

의료기 이 제한된 산 내에서 간호인력을 간호사로 모두 채우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그래서 국제간호 의회(International

CouncilofNurses)에서는 “보건의료 리자들이 당면한 공통 인 과

제는 질 높고 비용효과 인 환자 간호를 달하기 해서 가장 효

과 인 의료인력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 다(International

CouncilofNurses,2006).

간호사 확보수 을 늘리는 것,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의 수를 증

가시키는 것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는 1990년 이후 미

국을 심으로 한 해외에서 많이 실시되었다.이 연구들은 다양한

보건의료환경과 환자군을 상으로 간호사 확보수 을 늘리면 사망

률 감소,응 실 방문률 감소,수술 후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감

소하며 재원일수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Currie등,2005;Lang

등,2004;Lankshear등,2005;Numata등,2006;Thungajaroenkul

등,2007;Kane등,2007).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의 비율을 증가시

키는 것이 의료의 질과 연 성이 있다는 연구 역시 많이 실시되었

다.이 연구들 역시 간호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환자의 건강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Currie 등, 2005;

Lankshear등,2005;Thungajaroenkul등,2007).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 확보수 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상 성

을 본 연구들이 존재한다(박성희,2003;유선주 등,2006;Cho등,

2008;김윤미 등,2012;Cho& Yun,2009;이한주 등,2011;조수진

등,2011).이들은 일 으로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그러나 간호사 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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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할 때 Cho등(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간호사 비 병상

수’를 사용하 다.‘간호사 비 병상수’는 간호사 확보수 을 실질

으로 나타내는 ‘간호사 비 환자수’와 차이가 있다.병상가동률이

좋은 병원에서는 실제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양을 과소평가할 수 있

으며 반 로 병상가동률이 좋지 않은 병원에서는 실제 필요한 간호

서비스의 양을 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시된 국내연구의 다른 한계 은 간호인력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보조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다.간

호사 확보수 에 한 연구는 여러 개 존재하나 간호보조인력을 포

함한 간호인력 확보수 에 한 연구는 이한주 등(2011)외에는 없

다.그리고 간호인력 구성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본 연구

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한주 등(2011)이 입원일수를 측하는데 있

어 간호보조인력 수를 측변수로 활용하 으나 병상 당 간호보조

인력 수만 활용함으로써 실제 간호인력의 구성은 반 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를 두어 간호인력 구성을 고려하

고 간호인력 확보수 을 ‘입원환자 비 간호사수’,‘조정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병상 비 간호사수’세 가지로 측정하여 입원환자

의 건강결과로서 입원일수,사망,재입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해 보고자 하 다.각 종속변수에서 분석결과는 (1)상 ․종합

병원,(2)병․의원,(3)병원 이상 의료기 ,(4) 체로 나 어

제시하 다.상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나 어 분석한 것은 간호사

확보수 과 환자구성이 달라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의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상했기 때문이다. 재 건강보험에서는 신고한 ‘간호

사 비 병상수’를 6~7등 으로 나 어 입원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상 ‧종합병원의 경우,90% 이상 의료기 이 건강보험 간호 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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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신고하고 있으나 병‧의원은 이와 반 로 부분의 의료기

이 등 을 신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병원 이상 의료기 을 분석했는데 이는 의료법상 병원 이상 의

료기 을 입원환자를 상으로 의료행 를 제공하는 의료기 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3조).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인력

구성과 확보수 의 요성을 이해하고 간호정책을 개선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연구 목

본 연구는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입원환자의 건강결과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 상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첫 번째 부분에서는 의료기 을,두 번째 부분에서는

환자를 상으로 분석하 다.연구 두 부분은 종속변수에 따라 세

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먼 ,기 단 분석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의료기 평균 입원일수에 미

치는 향을 악한다.

둘째,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의료기 사망률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셋째,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의료기 재입원율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 5 -

환자단 분석에서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환자 입원일수에 미치는 향

을 악한다.

둘째,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입원환자 사망에 미치는 향

을 악한다.

셋째,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입원환자 재입원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3.용어의 정의

1)간호인력

OECD(Simoens 등, 2005)에서는 간호인력을 면허간호사

(registerednurses,RN),이보다 낮은 교육 는 기술 수 을 가지

고 있는 실무간호사(practical nurses), 간호보조인력(nurse

assistants,NA)으로 나 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면허간호사(이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통칭하여 간호인력이라 표 하 다.

2)간호인력 구성

간호인력 구성(nursingskillmix)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한 상이한 범주의 인력 조합(Cahill,1995;Butler등,2011)이다.간

호인력 구성은 서로 다른 경력,경험,교육수 을 가지고 있는 간호

인력의 조합을 의미하나 체 으로 면허간호사(licensed or

registerednurse)와 면허가 없는(unlicensedorunregistered)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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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조합을 의미한다(Butler등,2011).

간호인력 구성은 연구에 따라 ‘간호사 비 간호보조인력의 수’

는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본 연구

에서는 간호인력 구성을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간호사 비율)로 측정하 다.

3)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간호사 확보수 은 환자의 간호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할당된 간호

자원을 의미한다(Butler등,2011).일반 으로 ‘간호사 비 환자수’

는 ‘환자 비 간호사수’로 측정하며 연구에 따라 간호사수 신

간호제공시간, FTE(full time equivalents), WTE(whole time

equivalent)을 용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 은 ‘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보정

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병상 비 간호사수’세 가지 방법으로 측

정하 고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다.

4)환자의 건강결과

환자의 건강결과는 간호의 질을 악하는 표 인 지표이다.환

자의 건강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간호의 질

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는 환자결과를 나타낸 지표를 ‘간호민감결

과(nursing-sensitive patient outcomes)’라 정의하기도 한다

(Spilsbury& Meyer,2001).간호민감결과는 간호 재 수 에 따라

변하는 환자 는 돌 제공자의 상태,행동, 는 인식으로 환자의

건강결과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지표, 는 간호사의 역 활동



- 7 -

범주를 기반으로 제공된 간호 투입 재와 련된 결과(Bulter

등,2011)를 의미한다. 표 인 간호민감결과로는 감염,낙상,욕창

발생,합병증,투약오류 등이 있다.

다양한 간호민감결과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건강결과로

서 행정자료로 확인가능한 입원일수,사망,재입원을 사용하 다.기

단 를 분석할 때에는 환자단 자료를 병합하여 산출한 평균 입

원일수,사망률,재입원율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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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분

석한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서 많이 실시되었다.이

연구들은 간호인력 구성과 확보수 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제시하기에

앞서 환자간호제공모델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련 연구를 제시하

다.이후에는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의 측정방법과 주요국에

서의 이에 한 정책 논의를 짚어보았고 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은 체계 문헌고찰을 심으로 결과를 제시하 다.

1.환자간호제공모델

1)환자간호제공모델의 개념

환자간호제공모델(PatientCare Delivery Model)(O'Brien-Pallas

등,2010a)은 보건의료환경 간호조직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일

련의 결과들을 ‘투입(input)’,‘간과정(throughput)’,‘성과(output)’로

악한 모델로 병원 지역사회에서 검증되어 왔다(O'Brien-Pallas

등,2001,2002,2010b;Meyer등,2009).이 모델은 개인,병동,기

단 에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련

성 연구들을 통합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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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간호제공모델은 일반체계이론(generalsystemtheory)(Bertalanffy,

1950)에서 도출된 모델로서 보건의료조직 역시 개방체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Meyer등,2009).체계(system)는 계질서가 있는

요소(element)들로 구성된 단일체로 체계 내 요소들은 역동성을 가

지고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하고 큰 체계를 형성한다.체

계의 변화는 각 요소들의 행 의 합보다 더 크다는 통합성

(wholeness)의 특징을 가지며 체계는 차 고차원 쪽으로 변이하면

서 복잡해진다.체계는 생존을 하여 환경과 지속 으로 상호작용

하는데 이를 개방이라 한다.개방체계(opensystem)는 균형을 찾기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역

시 상호작용 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규제한다.

환자간호제공모델은 간호조직을 체계로 간주하고 간호조직 내에

서 이루어지는 간호서비스 달을 투입, 간과정,성과로 개념화하

다.일련의 과정에서 환자,간호사,근무환경,조직 특성,결과 간

의 상호의존성과 역동 계에 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투입요소에는 환자, 간호사, 조직특성, 조직행동(system

behaviour)이 있다.투입요소들은 다양한 수 의 성과물로 변형되는

데 이 변형은 작업량,조직 특성,환경 요인 등 여러 요인의 향을

받는다(Jelinek,1967).

투입요소들은 하 체계 내(subsystem)에서 간호 재를 통하여 성

과로 변화하는데 이를 간과정(throughput)이라 한다.간호 재는

복잡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데 환자간호제공모델에서

는 환경의 복잡성(environmentalcomplexity)을 간과정의 요소로

서 인식하고 있다.환경의 복잡성은 간호사가 포함된 조직에서 발생

하는 기 하지 못했던 사건,환자의 증도의 증가,간호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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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의 특성 구성을 의미한다.환경의 복잡성은 간호인력활용

(staffing utilization)에 향을 주는데 O'Brien-Pallas등(2010a)은

간호인력활용을 간성과(intermediate outputs)로 간주하고 있다.

간호인력활용은 간호조직이 환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간호인력을

잘 설계했는지를 의미한다.

투입요소들은 간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성과에 이르게 된다.

성과요소에는 환자,간호사,체계의 성과가 있다(O'Brien-Pallas등,

2010a).환자 성과는 건강결과 향상,지식향상,행동개선 등을,간호

사 성과는 간호사의 문성 직업만족도 향상 등을 의미한다.체

계 성과로는 재원일수,비용,의료의 질 개선 등이 있다.이 세 가지

성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Figure1.Frameworkofpatientcaredeliverymodel

(O'Brien-Pallas등,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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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자간호제공모델을 활용한 연구

환자간호제공모델을 평가한 연구로는 O'Brien-Pallas등의 세 편

(2001,2002,2010b)의 연구와 Meyer등(2009)의 연구가 있다.

O'Brien-Pallas등(2001,2002)의 연구는 캐나다 지역사회 가정간

호사 이들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2001년,2002년 연구는 동

일한 연구 상자를 상 로 동일한 연구방법을 용하 으나 성과는

서로 다른 수 에서 측정하 다.2001년 연구는 간호조직의 결과에,

2002년 연구는 환자결과에 을 두고 있다.두 연구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사 38인,면허실무간호사(registeredpracticalnurse)11인,

환자 751명을 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 다.두 연구는 '(1)투입

에서의 환자,공 자(간호사),가정간호조직(agency)과 환경의 특성

이 간단계의 산출물로서의 간호제공(visittime)에 향을 다.'

'(2)투입과 환경의 특징들이 환자의 건강결과 혹은 조직의 성과에

향을 다'는 것을 가정하 다.

2001년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환자,간호사,조직의 투입요소들이

간과정 요소인 평균방문시간(averagevisittime)에 미치는 향을

보았다.투입요소 가운데 환자 특성에서는 의학 진단,간호 진단

이,조직 특성에서는 방문간호사의 수,순번 당 방문 환자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의 복잡성(사

분석을 통하여 6개의 문항으로 측정)이 낮을수록 평균방문시간이 낮

게 측정되었다.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의 성도 평균방문시간과

음의 계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이 연구에서는 간과정 단계

의 간호제공시간이 투입요소 가운데 환자,조직 특성과 한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그러나 투입 요소 가운데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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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의 연 성은 알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투입요소들이 성과요소인 간호조직의 체방문일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환자 특성으로는 의학 진

단,간호 진단,간호사 특성으로는 방문간호사의 교육 수 , 문

수 ,조직 특성으로는 방문 유형,방문 간호사의 수,주 간호사

방문 비율,환경의 복잡성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간호조직의

체방문일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환자,간호사,

조직의 특성이 조직의 성과에 향을 다는 것을 반 한다.

2002년 연구에서는 OMAHA RatingScale로 성과요소인 환자의

지식,행 ,상태(status)에 한 각 투입요소의 향을 평가하 다.

투입요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식,행 ,상태에 일 으로

양 혹은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의 특성으로는 연

령,의학 진단,간호 진단,간호사 특징으로는 간호 교육 수 ,경력,

간호사의 비율,조직 특성으로는 장기 입원,환경의 복잡성이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OMAHA RatingScale과 달리 SF-36

으로 환자의 건강결과를 측정했을 때 투입요소들은 사회 기능,활

력(vitality)등 SF-36의 각 속성과 일 으로 련성은 없었으나 환

자,간호사,조직,환경 특성이 환자 건강결과에 향을 미침을 보

여주었다.

O'Brien-Pallas등의 2001,2002년 연구는 투입요소인 환자,간호

사,조직의 특성이 성과요소인 조직성과,환자 건강결과와 연 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그러나 각 투입요소가 양 혹은 음의

향을 주는지는 일 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에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 이 있다.

Meyer등(2009)의 연구는 캐나다 성기 병원을 연구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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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연구는 캐나다 6개 병원의 24개 심장 어병동의 환자

간호사를 상으로 하 는데,투입에서의 환자,간호사의 특징과 조

직 단 에서의 간호제공수 이 환자 건강결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 다.이 연구에서 환자의 건강결과는 (1)환자의 지

식․행 ․상태의 변화,(2)환자의 신체․정신 건강의 변화,(3)의

학 결과(medical consequence) 세 가지로 측정하 다. (1)

OMAHA Rating Scale로 환자의 지식․행 ․상태의 변화에서는

통계 유의한 변수 효과가 서로 달리 나타났다.(2)신체건강에

서는 환자 특징 가운데 입원 시 신체건강,간호진단의 수,자원소모

량이,간호사 특징 가운데 과근무시간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음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에서는 입원 시의 정

신건강,환자 당 근로시간,입원일수가 음의 상 성이 있었다.(3)

의학 결과에서는 환자 특징 가운데 입원 시 의 정신건강 상태가

음의 상 계,간호진단의 수 환자 당 근로시간이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Brien-Pallas 등의 2010년 연구는 계선형모델(hierarchial

linearmodelling)을 사용하여 간호인력,근무환경,환자와 간호사의

특성이 캐나다 심장 심 입원병동 단 의 건강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그 결과 간호사 당 환자수가 은 병

동에서 입원일수가 어들었다.병동 단 의 건강결과와 연 성이

있는 변수로는 환자 특성에서는 환자 건강,수술 사 교육 여

부,간호 진단,간호사 특성에서는 간호사 건강,경험, 문성,노력

에 한 보상 여부,체계 특성에서는 자율성,조직의 안정성

(instability)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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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인력 구성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

1)간호인력 구성 측정방법

간호인력 구성(nursingskillmix)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한 상이한 인력의 조합(Cahill,1995;Butler등,2011)이다.등

(grade),자격(qualification),경험(experience),능력(competency)이

간호인력 구성의 기 이 될 수 있다(Spilbury& Meyer,2001).서비

스를 제공하는 병동 는 기 에서 훈련을 받은 인력과 받지 않은

인력,자격을 갖춘 인력과 갖추지 못한 인력,감독 인력과 운 인

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효율 인 배치라 할 수 있다(Currie 등,

2005).그러나 의료기 운 자는 간호인력 구성이 병원의 비용과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간호사를 실무간

호사 는 간호보조인력으로 체하는 경향이 있어(Crossan &

Ferguson,2005)간호학계에서는 간호인력 구성이 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 시 자격에 을 두어 왔다. 체 간호인력에

서 면허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 체 간호인력에서 학사학 를 가

진 간호사(bachelorofscienceinnursing,BSN)의 비율, 체 간호

인력에서 면허간호사와 실무간호사(licensedpracticalnurse,LPN)

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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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 간호인력 구성에 한 논의

정 간호인력 구성비 도출은 유연하고 효과 인 간호자원의 사

용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McGillisHall,1997).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간호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체하는 상이 일어나면서 간호

사 비율을 이는 것이 환자의 해사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많

이 수행되었으나 정 간호인력 구성비는 도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정 간호인력 구성비가 도출되지 못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정

부에서 간호사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싱가포르 내

간호사는 총 36,075인으로 간호사(registerednurse:RN)76.4%,등

록간호사(enrollednurses:EN)22.9%,조산사(registeredmidwives)

0.7%로 구성되어 있다(Singaporenursingboard,2013).싱가포르에

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건의료조무사(heath care

assistant:HCA)가 있다.보건의료조무사는 비면허인력으로 보건의

료조무사 제도는 1980년 후반 공공병원에 비간호업무

(non-nursingwork)에 해 간호사를 보조할 목 으로 도입되었다

(Ayre등,2007).

싱가포르 입원병동에서는 간호사/등록간호사/보건의료조무사,간

호사/등록간호사,면허간호사/보건의료조무사의 구성으로서 입원서

비스가 제공된다.싱가포르 보건부에서는 병동 특성에 따라 간호사

비 환자수,인력구성에 한 기 을 정하고 있는데,일반 인

내․외과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인력은

등록간호사와 보건의료조무사로 구성할 수 있다. 환자실은 이보다

높은 면허간호사의 비율이 요구되며 매 순번마다 해당분야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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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훈련받은 간호사로 5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그러나 규정하

고 있는 간호사 비율이 가장 한지,비용효과 인지,가장 수

높은 환자 건강결과를 도출하는지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Ayre등,2007).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는 정 간호인력 구성비를 법제화하고 있

지 않다.이는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된 미국,캐나다,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 실시된 연

구에서는 간호인력 구성의 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성기 의료기 80개를 상으로 조사한 연

구에서는 간호사의 비율이 30~84% 수 으로 실무간호사 비율이

10% 미만,간호보조인력의 비율은 12~47% 라고 하 다(Hodge등,

2004).캐나다 연구(McGilisHall,1998)에서는 내․외과병동의 평균

간호사 비율은 76%,실무간호사 비율은 17%,간호보조인력 비율은

7%라 하 다.

환자의 건강결과와 정 간호인력 구성의 수치를 연결하여 제시

한 논문으로는 McCloskey등(1998)의 연구가 유일하다.이 연구에

서는 1993년 한 학병원의 의무기록을 심으로 6개의 지표(투약오

류,낙상,요로 기 지 감염,욕창,환자 불만,낙상)를 종속변수

로 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간호사의 비율이 87.5%가 이를 때까

지는 간호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그 수치 이상일 때에는 오히려 역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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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인력 구성과 환자 건강결과와의 연 성에 한 체계 문헌

고찰 결과

간호인력 구성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체계 문헌고찰

한 연구는 총 다섯 편이 있다(Spilsbury& Meyer,2001;Currie,

2005;Lankshear등,2005;Thungajaroenkul등,2007;Butler등,

2011).

Spilsbury와 Meyer(2001)의 연구는 1992년 이후의 국과 미국에

서 실시된 연구를 심으로 6개의 데이터베이스(The Cochrane

Library Database, The National Research Register, LION,

CINAHL,Medline,British Nursing Index)에서 간호결과(nursing

outcomes),인력구성(skillmix),간호사의 역할(role)에 한 문헌을

조사하 는데 연구유형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이 연구에서 제시된

간호인력 구성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본 논문은 세 편

(Carr-Hill등,1992;O'Bynes,1992;McKenna,1995)으로 간호사의

높은 비율은 직 으로 환자간호의 질과 연 성이 있었다

(Carr-Hill등,1992;O'Bynes,1992).간호사의 높은 비율은 입원일

수,사망률,비용,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켰고 환자만족,회복율,삶의

질, 순응도를 증가시켰다(McKenna, 1995). 이 가운데

McKenna(1995)는 자격이 있는 간호사의 수가 늘어날 때,보건의료

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많으나 이에 해 단호하게 결론내리는

연구는 매우 다고 하 다.

Currie등(2005)은 간호인력 확보수 ,구성,간호사의 자율성이

의료의 질과 연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

고,연 성에 한 근거를 찾고자 체계 문헌고찰을 실시하 다.



- 18 -

검색어로는 보건의료의 질(quality of health care),간호의 질

(qualityofnursingcare),간호사,환자,인력구성(skillmix),간호사

비 환자비(nurse-patientratio),결과(outcomes), 해사건(adverse

care events),자율성(autonomy)을 사용하여 CINAHL,Medline,

Embase에서 2004년까지 실시된 연구문헌을 검색하 다.이 연구에

서는 앞서 언 된 McKenna(1995)의 연구 외 Blegen등(1998)의 연

구를 통하여 간호인력 구성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설명

하고 있다.Blegen등(1998)은 간호인력 가운데 높은 간호사의 비율

이 입원병동의 낮은 해 사건 발생과 연 성이 있다고 하 다.

Lankshear등(2005)은 1990년에서 2004년 3월까지 실시된 양 연

구를 체계 문헌고찰하 다.이 연구에서는 종 연구와 단면연구로

나 어 연구결과를 제시하 는데 간호인력의 구성과 환자의 건강결

과의 계를 본 연구는 모두 단면연구 다.

먼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앞서 제시된 Blegen등(1998)

의 연구가 있으며 그 외 Lichtig등(1999)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 구성이 욕창,폐렴,요로감염,수

술 후 감염과 련이 있다고 하 고,Knauf등(1997)의 메사추세추

주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다고 하 다.Cho등

(2003)의 232개 캘리포니아주 124,204명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간호사의 간호시간과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폐렴 발생률

은 감소하 지만 욕창,요로감염,상처 감염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HealthCareFinancingAdministration

(HCFA)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비율과 확보수 이 증

가할 때 사망률이 감소(Manheim 등,1992)한다고 하 고 미국의 임

상의약서비스(nationalclinicalpharmacyservices)의 자료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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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확보수 비율이 높을 때 투약 오류 역시

감소한다고 하 다(Bond등,2001).Aiken등(2003)은 168개 성기

병원의 232,342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비율이 높을 때 수술 후 환자의 사망률과 구조불이행

(failuretorescue)이 5% 감소한다고 하 다.미국 내 4000개 병원

에 입원한 20만 명의 성심 경색증 환자를 상으로 분석한 연구

(Person등,2004)에서도 간호사 비율이 높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낮았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로는 Tourangeau등(2002)과 McGillis등

(2004)의 연구가 있었다.Tourangeau등(2002)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75개 병원의 46,941명의 성심근경색증,뇌졸 ,폐렴,패 증을 진

단받은 환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비울이 높을 때 30

일 이내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하 다.캐나다 자료를 분석한 다

른 연구(McGillis등,2004)에서는 19개 캐나다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내 환자를 상으로 계 모델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사와 실무간호사의 비율이 낮거나 경험이 은 간호사 의 비율

이 높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투약 오류,상처 감염을 더 많이 경

험한다고 하 다.

국에서 실시된 Jarman(1999)의 연구는 1991-1995년 공립병원에

서 퇴원한 800만명의 퇴원기록을 분석하 는데 등 이 낮은 간호사

의 비율이 높을 때 입원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 다.

Thungajaroenkul등(2007)은 1990-2006년 실시된 연구를 상으

로 체계 문헌고찰하 다.간호사를 다른 인력으로 체했을 때와

입원일수와의 상 계를 조사한 연구는 총 6개가 있었는데 이 가

운데 4개(Cho 등,2003;Barkell등,2002;Lichtig 등,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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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man등,2002)가 간호사의 비율을 낮추면 통계 으로 유의하

게 입원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utler등(2011)은 병원 내 간호인력과 환자 간호인력 련 결

과의 연 성을 포 으로 체계 문헌고찰을 하 다.2009년 5월까

지 실시된 연구 가운데 연구기간,언어 등을 가리지 않고 Cochrane

database,EPOC SpecialisedRegister,CINAHL,OVID,EMBASE,

구 ,야후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수집 한 후,EPOC문헌

선정기 에 따라 RCT(randomizedcontrolledtrial),CCT(controlled

clinical trial), CBA(controlled before and after study),

ITS(interruptedtimeseriesstudies)와 같이 조군이 있는 연구를

선정하 다.총 6,202개의 연구 가운데 15개의 문헌을 최종 선정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간호인력 구성으로 간호사에 의해 제공

된 간호시간의 비율,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 는 문간호사

(advancedregisterednurse)의 비율 등을,환자 건강결과로는 사망,

험보정 사망,병원내 사망,입원일수를 보고자 하 으나 선정된

15개의 문헌 가운데 간호인력 구성과 환자 건강결과와의 련성을

본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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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인력 확보수 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

1)간호인력 확보수 측정 방법

간호인력에는 간호사(registered nurse),실무간호사(practicalor

vocationalnurse),간호보조인력(unlicencedassistivepersonnel)이

있다.여기서 간호사 는 실무간호사는 면허간호사(licencednurse)

에 속한다.해외연구에서는 간호인력 확보 수 측정 시 간호인력에

간호사,실무간호사,간호보조인력 각각 하나씩만을 포함하거나 둘,

는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 다.

간호인력 확보수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첫째,환자 비 간호

인력 수(patienttonurseratio),간호인력 비 환자수(nurseto

patientratio)가 있다.이는 간호인력 일인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의

미한다.이 측정방법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간호사 수를 측정할 때 FTE(fulltimeequivalent)를 사용하여 측

정하기도 한다.FTE는 간호제공에 투입된 간호인력의 노동력을

일종사 간호사 수로 측정하는 방법이다.환자 입원일당 간호제공에

투입된 일제 간호사가 1인이면 FTE는 1이며 반일제 간호사가 2

인인 경우에도 FTE는 1이 된다.같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일제 간

호사 외 반일제,시간제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FTE는 간호제공량을

표 화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국내연구에서는 환자수 신에 병상수를 활용하기도 하 다.이는

건강보험에서 간호사 비 병상수를 기 으로 입원수가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시 용이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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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간호인력 일인당 환자수가 으면 체 으로 환자간호시간이 증

가하나 완 히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간호제공시간을 측정

하기도 한다.간호제공시간을 활용하여 간호인력 확보수 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입원일당 간호인력의 간호제공시간(nurse

hoursperpatientday)이 있다.

2) 정 간호인력 확보수 에 한 논의

정 간호인력 확보수 을 제시한 연구결과 역시 많지 않은 편이

나 정 간호인력 확보수 으로서 간호사 비 입원환자수를 4~6인

으로 제시하고 있다.Curtin(2003)은 정 확보수 이 어느 정도 인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성기 병동에서는 간호사당 입원환자 4~6

인, 증도가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1~2인이 가장 일반 인 확보수

이라고 밝혔다.한편,간호사 비 환자수를 4~8인으로 조정하며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논문(Rothberg등,2005)에서는 몬테카를로분

석 결과 내․외과 환자가 간호사 일인당 8인인 경우 비용이 가장

게 드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 연구에서

는 증 비용효과비를 고려해볼 때,간호사 비 환자수를 4인으

로 하는 것이 가장 하다고 제언하 다.

국내 연구 가운데에서는 김문실 등(2004)이 환자,간호사,간호업

무 요인을 사용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여 정 간호사

비 병상수를 도출하 다.그 결과,3차 병원에서는 간호사 비

병상수가 3.5이상,2차 병원에서는 4.0이상이 되는 경우,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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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간호사 확보수 ,즉,최소 간호사 비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있

는 국가의 간호사 비 환자수는 4~6으로 분포하고 있다.캘리포니

아주의 최소인력비는 성기 내․외과 병동 기 으로 간호사당 환

자 5인이며 호주빅토리아주에서는 간호사 교육수 에 따라 4~6인으

로 정하고 있다(이한주 등,2009).

우리나라에서는 최소인력비를 의무 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

지 않다.단지,의료법시행규칙상에는 간호사 일인당 입원환자 2.5인

이 되도록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 비

병상수가 6병상 이하인 경우,등 을 차등화하여 입원료를 가산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반 인 간호사 확보수 은 OECD국

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2009년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간호

사수는 4.5인으로 2000년에 비해서는 1.5인 증가하 으나 OECD 국

가의 평균은 8.4인에 비해서는 여 히 낮은 수치 다(OECD,2011).

Figure2.Practicingnursesper1,000inhabitantsinOECDcountries

(OECD,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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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인력 확보수 과 환자 건강결과와의 연 성에 한 체계

문헌고찰 결과

간호사 확보수 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종설

는 체계 문헌고찰 연구(Lang 등,2004;Currie 등,2005;

Lankshear등,2005;Numata등,2006;Thungajaroenkul등,2007;

Kane등,2007;Butler등,2011)는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환

자의 건강결과가 좋아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Lang등(2004)은 1980-2003년 미국 내에서 실시된 연구를 체계

문헌고찰하 다.총 2,897개의 연구 가운데 최종 선정된 연구는 43

개 다.최종 결과는 failure-to-rescue,입원 내 사망,폐렴,요로감

염 등 총 19개의 지표에 따라 제시되었다.그 결과,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 때 failure-to-rescue,입원 내 사망,폐렴 등이 부정 인

건강 결과가 어드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Currie등(2005)은 2004년까지 실시된 연구문헌을 체계 문헌고

찰하여 선정한 세 개의 연구(Kovner& Gergen,1998;Aiken등,

2002;Needleman등,2002)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수 과 의료의 질

간의 련성을 설명하 다.Kovner와 Gergen(1998)은 미국 10개주

589개의 성기 병원의 퇴원기록을 가지고 간호인력 확보수 과 병

원 수 의 해사건 간의 련성을 분석하 다.그 결과,환자 입원

일당 일제 간호사의 확보수 은 수술 후 요로감염,폐렴 발생과

음의 상 계가 있었다.Aiken등(2002)은 단면연구에서 환자 비

간호사 수와 환자의 건강결과 간의 계를 조사하 다.168개 병원

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0,184명의 간호사와 232,342명의 환자자료

를 분석한 결과,낮은 간호사 확보수 은 외과환자의 30일 이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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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failure-to-rescue를 높인다고 결론내렸다.Needleman 등

(2002)은 미국 11개주 799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5,075,969명의 내

과환자와 1,104,659명의 외과환자를 분석한 결과,간호사 확보수 과

여덟 개의 건강결과가 일 성 있게 연 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높

은 간호사 확보수 은 요로감염,상부 장출 ,병원 내 폐렴 발생,

failuretorescue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kshear등(2005)역시 1990년 이후 실시된 연구의 체계 문

헌고찰을 통해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 때 환자의 건강결과가 향상

된다고 하 다.이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와 단면연구로 나 어 그 결

과를 제시하 다.

종단연구로는 Unruh(2003)과 Mark 등(2004)의 연구가 있었다.

Unruh(2003)은 1991-1997년 펜실베니아주 211개 병원 자료를 통해

간호사,실무간호사 확보수 과 합병증 발생률의 계를 분석하

다.그 결과 간호사,실무간호사의 확보수 이 높을 때 폐확장부

(atelectasis),욕창발생,낙상,요로감염률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Mark등(2004)의 연구는 미국 11개 주 422개 병원의 자료를 분

석하 는데 병원 특성과 환자의 증도를 통제한 후에도 간호사의

확보수 을 늘리는 것이 폐렴,요로감염,욕창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분의 연구는 단면연구 다.Lankshear등(2005)은 Currie등

(2005)이 제시했던 세 가지 연구 외 Silber등(1995,2000),Sovie&

Jawad(2001)의 연구를 추가 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Silber

등은 1991-1992년 147개 병원의 73,737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하

다. 병상 당 간호사의 수가 많을 때, 사망률, 구조불이행

(failure-to-rescue)이 낮았고(Silber등,1995),1991-1994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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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 어 자료를 분석했을 때에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 다(Silber

등,2000).Sovie& Jawad(2001)는 2년간 29개 학병원 자료를 분

석한 결과 환자 당 간호사의 간호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낙상률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

Lankshear등(2005)에서 제시된 연구들은 간호사의 확보수 이

높을 때,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아진다는 결과를 일 으로 보여주

고 있다.그러나 자는 그 효과의 크기에 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는 결론을 내렸다.

Numata등(2006)은 환자실에서의 간호사 확보수 과 병원 내

사망률 간의 계를 체계 문헌고찰하 다.이 연구는 2005년까지

실시된 연구 251개 가운데 최종 9개를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선정된 9개의 연구는 모두 찰연구(observationalstudy) 다.

그 결과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 때 사망률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을 때에는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 자는 환자실 환자는 증도가 높아 고강도의 간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 확보수 과 건강결과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상이나 기존 연구들의 한계 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기존 연구들의

한계 으로는 간호사 확보수 에 한 조작 정의가 통일되지 않

았다는 ,혼란변수(confoundingfactor)가 잘 통제되지 않았다는

,ICU사망률이 아닌 병원 내 사망률을 구했다는 ,간호인력 구

성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을 들었다.

Thungajaroenkul 등(2007)은 간호인력과 입원일수 비용

(hospitalcosts)의 계를 체계 문헌고찰하 다.1990-2006년 출간

된 연구 총 718개 가운데 최종 17개를 선정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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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 환자수와 입원일수와의 련성을 본 연구는 총 4개

는데 이 가운데 3개(Amaravadi등,2000;Pronovost등,1999;

Lassnigg등,2002)가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 가 통

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환자의 입원일당

간호시간과 입원일수와의 계를 본 연구는 총 3개(Cho등,2003;

Schulz등,1998;Behner등,1990)가 있었는데,이 세 연구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Kane 등(2007)은 1990-2006년 실시된 연구를 상으로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MOOSE)의 로토콜에 따라 체계 문헌고찰을 실시하 다.검색

된 2,858개의 문헌 가운데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96개 다.이

연구는 다양하게 측정된 ‘간호사 비 환자수’를 ‘환자 입원일당 간

호사의 FTEs(Fulltimeequivaluents)’,‘순번 당(shift)간호사에게

할당된 환자수’로 보정한 후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메타분석 결과

는 환자실,내․외과 환자를 구분하여 제시하 다.그 결과,간호

사 확보수 을 늘릴 때 일 으로 간호사 확보수 을 늘릴 때 환

자의 건강결과가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간호사의 확보수 을

입원일당 1FTE증가시킴으로써 환자실 환자 사망을 9%,외과환

자,내과환자는 각각 16%,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원일당 1명의 간호사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실 환자의

폐렴 30%, 기치 못한 발 51%,호흡기 확보 실패(respiratory

failure)60%,심정지 28%가 감소되고 외과환자의 failuretorescue

가 1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내원일수 역시 환자실 환자

는 24%,외과환자는 31% 감소하 다.

Butler등(2011)은 병원 내 간호인력과 환자 간호인력 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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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 성을 포 으로 체계 문헌고찰하 다.간호인력 확보수

으로서는 간호사 비 환자수,간호제공시간,FTEs,WTEs를,환

자의 건강결과로는 사망, 험보정 사망,병원 내 사망,입원일수를

보고자하 으나 최종 선정된 15개의 연구 가운데 간호인력 확보수

과 건강결과와의 련성을 본 연구는 없었다. 자는 이 분야에서

무작 통제연구와 같은 질 높은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한계로 지

하 다.단, 문간호사(specialistnurse)를 늘리면 입원일수 욕

창발생률은 감소한다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4)국내연구

국내 간호사 확보수 에 따른 환자의 건강결과와 련된 연구들

은 부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간호사 확보수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7등 의 간호 리료 등 는 병상

비 간호사 수가 주로 활용되었다.환자의 건강결과는 기 는

환자단 에서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원일수,사망

률,재입원율로 측정되었다.

간호사 확보수 으로서 간호 리료 등 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박성희(2003),유선주 등

(2006),조수진 등(2011),김윤미 등(2012)이 있다.

박성희(2003)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4개소의 2001년 1월 입

원 진료를 기 으로 환자의 건강결과를 측정하 다.환자의 건강결

과 지표로서 환자의 사망률,합병증률,재입원율,재원기간을 사용하

다.이 연구에서는 간호 리료 1~6등 에 따른 건강결과를 비교할

때,환자의 특성( : 증도)이 반 된 보정값과 실측정값의 비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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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표를 산출하여 상 인 성과를 비교하 다.그 결과 사망률은

2,3등 ,합병증률은 2,3,4등 ,재입원율은 4,5등 ,재원기간은

2,3,4,5등 에서 간호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주 등(2006)은 박성희(2003)의 연구방법과 동일하게 수행되었

으며 건강결과로 항생제 투여일수가 추가 으로 측정되었다.사망률

은 1,3,5등 ,합병증률은 2,5,6등 ,재원일수는 1,2,3,4등 ,

항생제 투여일수는 1,2,3,5등 에서 간호성과가 우수하게 측정되

어 일부 결과가 박성희(2003)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조수진 등(2011)은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간호 리료 등 별 의

료기 의 평균 입원일수,병원 내 사망률,30일 이내 사망률을 측정

하 다.그 결과 평균 입원일수는 7등 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1~6

등 의료기 이 짧았으나 입원 내 사망률과 30일 이내 사망률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윤미 등(2012)은 간호사 확보수 이 수술 후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간호사 확보수 으로서 간호 리료 등

을 활용하 으며 수술 후 환자의 건강결과로는 입원기간 사망,

폐렴,패 증,요로감염 여부로 측정하 다.입원기간 사망의 경

우 간호사 확보수 이 낮아질수록 수술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렴,패 증 역시 간호사 확보수 이 낮은

의료기 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하 다.그러나 요로

감염 여부의 경우,간호 리료 등 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는 행정자료의 특성 상 도뇨기간을 통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로감염을 분석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라 하 다.

간호사 확보수 을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로 측정한 연구로는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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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Yun(2009),이한주 등(2011)의 연구가 있다.두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간호사 확보수 에 따른 환

자의 건강결과를 분석하 다.

Cho와 Yun(2009)은 뇌졸 으로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

로 간호사 확보수 이 기본간호의 제공,병원 내 사망,30일 이내

사망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분석하 다.간호사 확보수 으로서는

간호사당 병상 수로 측정하 으며 기본간호의 제공은 목욕,체 변

경,도뇨 배설(urinaryandbowelelimination),식사보조,기 지

흡인(endotrachealsuction)5가지가 모두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었는

지로 평가하 다.Z-score을 활용하여 병원 내,30일 이내 사망률에

따라 의료기 을 높음, 간,낮음으로 구분하여 간호사 확보수 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를 카이제곱분석,로지스틱분석을 활용하여 검정

하 다.그 결과,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간호사가 다섯 가지

의 기본간호를 제공할 확률이 높았으며 병원 내,30일 이내 사망률

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한주 등(2011)은 간호사 확보수 으로서 간호사 1인당 운 병상

수를 활용하 으며 이와 동시에 간호보조인력 의사 1인당 운

병상 수도 측정하여 입원일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간호사

확보수 만 투입한 모델과 간호사,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을 투입한

모델에서는 간호사 1인당 운 병상수가 입원일수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인력 변수까지 투입했을

때에는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

Cho등(2008)의 연구는 국내에서 간호사 일인당 환자수를 측정한

유일한 연구이다.이 연구는 환자실 환자를 상으로 간호사 확보

수 과 입원 내 사망의 련성을 분석하 다.간호사 확보수 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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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ta Measurement Statistics Results

Park,

2003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laims

data

(Jan.

2001)

-44

hospitals

with

more

than500

beds

-Nurse

staffing:

Nurse

staffing

grade

-Outcomes:

Mortality,

complicatio

nrates,

rehospitaliz

ationrate,

andlength

ofstay

-ANOVA,

Chi-

square

test

-Showing
betternurse
performance
in termsof
themortality
rateatthe
secondand
thirdgrades;
complication
ratesatthe
second,third,
andfourth
grades;
rehospitalizat
ionrateat
thefourth
andfifth
grades;and
lengthof
stayatthe
second,third,
fourth,and
fifth grades

Table 1.Korean studies of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staffinglevelsandpatientoutcomes

개월간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환자실의 일일 평균 입원

일수를 구한 뒤 일일 간호사 체의 근무시간으로 나 어(average

dailycensus/totalnumberoffull-timeequivalentRNs)평균 간호

사 일인당 환자수를 산출하 다.다수 로지스틱 분석 결과,간호

사 일인당 환자수가 일인 증가할 때,병원 의료기 환자실 입

원환자의 사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호사의 경

험은 사망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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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ta Measurement Statistics Results

Yuet

al.,

2006

-NHI

claims

data

(Dec.

2005)

-280

general

hospitals

-Nurse

staffing:

Nurse

staffing

grade

-Outcomes:

Mortality

and

complicatio

nrates,

lengthof

stay,and

numberof

days

administer

ed

antibiotics

-Chi-

square

test

-Showing

betternurse

performance

intermsof

themortality

rateatthe

first,third,

andfifth

grades;

complicationr

atesatthe

second,fifth

andsixth

grades;

lengthof

stayatthe

first,second,

third,and

fourth

grades;and

numberof

days

administered

antibioticsat

thefirst,

second,

third,and

fifthgrades

Cho

etal.,

2008

-Intensive

care

units

survey

data

(2003),

NHI

claims

-Nurse

staffing:

Average

daily

census

(ADC)/Tot

alnumber

of

-Multi

level

logistic

regres

sion

-9% increase

intheodds

ofdeath

withan

additional

patientper

RNin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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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ta Measurement Statistics Results

data(the

fourth

quarter,

2002),

NHI

enrollee

database

-27,372

ICU

patients

discharge

dfrom

42

tertiary

and194

secondary

hospitals

full-time

equivalent

(FTE)

RNs

-Outcomes:

Mortality

during

hospitalizat

ion

hospital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

experience

and

mortality

Cho

&

Yun,

2009

-Survey,

NHI

claims

data

-6,957

acute

stroke

patients

admitted

toICUs

of185

hospitals

-Nurse

staffing:

Bed-to-

nurseratio

-Outcomes:

Basic

nursing

care,

in-hospital

and

30-day

mortality

rates

-

Chi-sq

uare

test,

logisti

c

regres

sion

-Providing

basiccare

fullyin

hospitals

withhigher

nurse

staffing

-Lower

in-hospital

and30-day

mortality

ratesby

increasing

nurse

staffing

Leeet

al.,

2011

-NHI

claims

data(the

first

-Nurse

staffing:

Nurse-to-

bedratio

-T-test,

ANOV

A,

multiv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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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ta Measurement Statistics Results

quarter,

2008),

survey

data

-259

hospitals

-Outcomes:

Lengthof

stay

ariate

regres

sion

nurse

staffingand

lengthof

stay,but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henadding

doctor

staffingin

themodel

Choet

al.,

2011

-NHI

claims

data

(2008)

-1,182

hospitals

-Nurse

staffing:

Nurse

staffing

grade

-Outcomes:

Lengthof

stay,

in-hospital

and

30-day

mortality

rates

-

Multil

evel

analys

is

-Showing

lower

lengthsof

stayatthe

firstthrough

sixth

grades

comparedto

theseventh

grad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gradesfor

in-hospital

and30-day

mortality

rates

Kim

etal.,

2012

-NHI

claims

data

(2009)

-111,491

patients

-Nurse

staffing:

Nurse

staffing

grade

-Outcomes:

-Chi-

square

test,

General

ized

estima

-Aninverse

relationship

between

nurse

staffingand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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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ta Measurement Statistics Results

underwe

ntone

of12

typesof

surgery

In-hospital

mortality,

pneumonia,

sepsis,

urinary

tract

infection

ting

equati

on

rates

-Higher

probability

of

pneumonia

andsepsis

by

decreasing

nurse

staffing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입원환자의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서 많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호인력 구성과 입원환자와의 건강결과를 검증

한 연구는 없으며 간호인력 확보수 과 입원환자의 건강결과를 본

연구 역시 부분 ‘간호사 비 병상수’를 측정하여 실제 간호사 확

보수 을 반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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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론 배경

1.개념 틀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국내 의료상황에 합

하게 환자간호제공모델을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환자간호제공모델

의 간호서비스 달조직은 의료기 이라 간주하 다.투입요소로는

의료기 과 환자의 특성을, 간과정요소로는 간호인력 구성 확

보수 을,성과요소로서는 환자의 건강결과를 고려하 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인 의료기 과 환자 특성이 간호

인력 구성 확보수 에 향을 다고 밝히고 있다(Figure3의

A)(김윤미,2000;김윤미 등,2007;조성 등,2008;조수진 & 김진

,2014).동시에 환자와 의료기 의 특성은 성과요소인 환자의 건

강결과에도 향을 미친다(Figure3의 B)(박성희,2003;유선주 등,

2006;Cho등,2008;Cho& Yun,2009;이한주 등,2011;조수진 등,

2011;김윤미 등,2012).그러므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의 독

립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이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 을 고려하여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Figure3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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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Researchframework

2.연구 가설

1)기 단 분석에서 환자 건강결과로서 평균 입원일수,사망률,재

입원율을 두고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 다.

(1)상 ․종합병원 분석

ⓛ H1:간호사 비율,입원환자 비 간호사수,입원환자 비 간

호보조인력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건강결과가 좋아진다.

→ Model-ⓛ

② H1:간호사 비율,보정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보정입원환자

비 간호보조인력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건강결과가 좋

아진다.→ Model-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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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1:간호사 비율,병상 비 간호사수,병상 비 간호보조인

력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건강결과가 좋아진다. →

Model-③

(2)병․의원,(3)병원 이상 의료기 ,(4) 체 의료기 분석에

서도 의 3가지 가설을 검증하 다.

2)환자단 분석에서 환자 건강결과로서 입원일수,사망,재입원을

두고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 다.

(1)상 ․종합병원 분석

ⓛ H1:간호사 비율,입원환자 비 간호사수,입원환자 비 간

호보조인력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건강결과가 좋아진다.

→ Model-ⓛ

② H1:간호사 비율,보정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보정입원환자

비 간호보조인력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건강결과가 좋

아진다.→ Model-②

③ H1:간호사 비율,병상 비 간호사수,병상 비 간호보조인

력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건강결과가 좋아진다. →

Model-③

(2)병․의원,(3)병원 이상 의료기 ,(4) 체 의료기 분석

에서도 의 가설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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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련성을 분석하기 하여 설계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연구 자료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요양기 황 자료와 건

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하 다.건강보험청구자료는 2010,2011년 심

사완료된 건 가운데 진료연도가 2010년인 의과 입원 청구자료를 활

용하 다.이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제심의 원회에서 자료

수집 개인정보 책에 한 심의를 받았고 2013년 서울 학교 간

호 학 연구 상자보호심의 원회에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행정

자료로 심의면제를 받았다.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의료기 의 특징에 한 변수는 요양

기 황 자료에서 얻었다.요양 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

은 개설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1).그러므로 요양기 황 자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③ 요양기 은 요양 여비용을 최 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 의 인력․시설․장비 황을 기재한 별제 제10호서식(요양기 황통보서)에 다

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요양기 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요양기 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별제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 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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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는 의료기 의 시설,운 ,인원,진료과목,의료장비 등의 황

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특징 건강결과에 한 변수는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얻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료 여 환자의 진료에

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청구 자료에는 국내 입

원환자의 여 진료 기록이 부분 포함되어 있다.

3.자료 구축 방법 분석 상

1)자료 구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기 병원,즉,상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원과 이 의료기 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하 다.의료기 자료

와 환자 자료를 각각 구축한 후,의료기 자료를 심으로 환자 자

료를 병합하여 최종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1)의료기 자료 구축

2010년에는 총 25,862개의 의료기 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

험청구 실 이 없는 기 ,2010년 신규 개설되어 운 일수가 365일

이 되지 않는 기 을 먼 제외하 다.그 다음,2010년 입원 실

이 있는 5,187기 으로 분석 상을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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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자 자료 구축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환자 개인의 자료를 구축하기

해서는 청구단 를 환자단 (입원에피소드)로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한 환자에 해서 여러 개의 청구 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 과 암호화된 환자번호,환자의 주상병을 기

으로 입원에피소드를 구축하 다.

2010년,2011년 의과입원 심사완료된 청구건 가운데 진료년월이

2010년인 건은 11,143,209건으로 상 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의원

에서 청구한 건은 9,728,645건이었다.이를 가지고 의료기 ,환자번

호,3단상병을 기 으로 하여 입원에피소드를 구축했을 때 8,724,812

건이었다.한 환자가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 에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첫 입원만을 분석 상으로 하 는데,이

때 첫 입원건은 7,018,430건이었다.이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 환자

의 입원건은 5,964,627건이었다.

(3)의료기 자료와 환자 자료의 병합

두 자료를 병합한 5,163기 의 5,126,937건 자료에서 정신 행동

장애(F00~F99)입원건,임신,출산 산후기(O00~O99)입원건을 제

외하 다.이 과정을 거쳐 최종 4,984기 의 4,552,106건이 구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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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상

기 단 분석 상은 4,984기 이며 환자단 분석 상은 4,984

기 의 입원환자 4,552,106인이다.

Figure4.Processofconstructin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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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변수

1)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은 기 단 ,환자단 분석에서 모두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 다

(1)간호인력 구성은 간호사 비율로 구하 다.

(2)간호사 확보수 은 ‘① 입원환자 비 간호사수’,‘② 조정입원

환자 비 간호사수’,‘③ 병상 비 간호사수’세 가지 방법으로 측

정하 다.분석 자료가 연간 자료이기 때문에 ①,②를 구할 때 일

평균 자료로 계산하기 하여 간호사수에 365일을 곱한 값을 연간

입원일수와 조정입원일수로 각각 나 었다.여기에서 입원일수는 한

의료기 입원환자 입원일수의 총합을 의미한다.한편,분석 자료의

간호사수는 한 의료기 에 근무하는 체 간호사수이기 때문에 입

원일수에 외래일수 치환값을 합한 조정입원일수를 추가 으로 구하

다.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간

주하고 있다.이 기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래일수 12일을 입원

일수 1일로 보정하 다.‘③ 병상 비 간호사수’는 간호사수를 병상

수로 나 어 구하 다.

(3)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간호사 확보수 과 동일하게 세 가

지 방법으로 측정하 다.



- 44 -

2)환자의 건강결과

(1)기 단

분석단 가 기 단 일 때에는 환자 건강결과를 평균 입원일수,

사망률,재입원율로 구하 다.세 수치는 환자단 의 수치를 합산하

여 계산한 값이다.

① 평균 입원일수는 한 의료기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로 구

하 다.

② 사망률은 한 의료기 의 입원 진료결과가 사망인 환자수를 입

원환자수로 나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 다.

③ 재입원율은 한 의료기 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한 뒤 30일

이내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한 환자수를 해당 의료기 의 입원환

자수로 나 후 100을 곱한 값이다.

(2)환자단

분석단 가 환자단 일 때에는 환자 건강결과를 입원일수,사망

여부,재입원 여부로 구하 다.

① 입원일수는 입원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환자단 분석에서는 환자 간 입원일수 차이가 크고 분포 범 가

넓어 로그값을 취한 값을 사용하 다.이 경우,회귀계수의 값이 β

라면,독립변수 한 단 변화에 해 100β%의 입원일수가 변화한다

고 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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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은 입원에피소드의 진료결과가 사망인지로 측정하 다.

③ 재입원은 30일 이내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했는지 여부로 구

하 다.

3)의료기 특성

의료기 특성은 기 단 ,환자단 분석에서 동일한 변수를 사

용하며 (1)규모,(2)지역,(3)운 ,(4)운 결과 련 변수로 나

수 있다.

(1)규모변수로는 종별 구분(상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과 병상수를 활용하 다.

(2)지역변수로는 시(smallcity)․군(rural)․구(metropolis)구분

을 활용하 다.

(3)운 변수로는 설립구분(국공립의료기 ,민간의료기 )과 교육

기 여부 두 개 변수를 사용하 다.

(4)운 결과 변수로는 병상가동률을 활용하 다.병상가동률은

의료기 의 연간 입원일수를 연간 운 병상 수로 나 어 계산하

다.운 결과 변수에는 의사 비 환자수가 있으나(조수진 & 김진

,2014)사 분석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변수와 상

성이 매우 높아 최종 으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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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자 특성

(1)기 단

기 단 분석에서는 노인환자 비율과 증환자 비율을 사용하

다.노인환자 비율은 한 의료기 의 65세 이상 환자수를 총 입원환

자수로 나 어 구하 다. 증환자 비율은 DRG 증도 분류가 2,3

인 환자수를 체 입원환자수로 나 어 구하 다.DRG 증도는

0~3으로 구분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증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많

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2)환자단

환자단 분석에서 사용한 환자 특성 변수로는 ① 인구사회학

변수,② 건강상태 변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① 인구사회학 변수는 연령,성별(남,여),보험구분(건강보험,

의료 여)을 사용하 다.

② 건강상태 변수는 환자의 동반상병 수를 활용하 다.건강보

험청구자료를 활용해서는 Charlson Elixhauser지표를 이용하여

동반상병 수를 산출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사 분석에서

Charlson지표보다는 Elixhauser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한 수가 환

자 건강결과 변수와 더 높은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Elixhauser지표를 활용하 다.Elixhauser지표는 환자가 지닌 동반

상병을 수화한 것으로 동반상병 수가 높을수록 증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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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ies ICD-10codes

Congestive

heartfailure

I09.9,I11.0,I13.0,I13.2,I25.5,I42.0,I42.5-I42.9,

I43.x,I50.x,P29.0

Cadiac

arrhythmias

I44.1-I44.3,I45.6,I45.9,I47.x-I49.x,R00.0,R00.1,

R00.8,T82.1,Z45.0,Z95.0

Valvular

disease

A52.0, I05.x-I08.x, I09.1, I09.8, I34.x-I39.x,

Q23.0-Q23.3,Z95.2-Z95.4

Pulmonary

circulation

disorders

I26.x,I27.x,I28.x,I28.8,I28.9

Peripheral

vascular

disorders

I70.x,I71.x,I73.1,I73.8,I73.9,I77.1,I79.0,I79.2,

K55.1,K55.8,K55.9,Z95.8,Z95.9

Table2.ICD-10codingalgorithmsforElixhausercomorbidities

것을 의미한다.Elixhauser지표는 국내외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

에서 환자의 증도를 보정하기 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국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여러 환자군에 해 증

도 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

도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김경훈 & 안이수,2009;김경훈,2010;

조수진 등,2011).

Elixhauser 수는 31가지 상병군을 이분형 변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상병에 1 의 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

여도 의료이용을 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Dominick

등,2005)본 연구에서는 주,부상병 모두 활용하여 합산 수를 활

용하 다.Elixhauser의 수 코딩방법에는 여러 버 이 존재하나

건강보험은 ICD-10(한국표 질병분류)으로 상병을 코딩하여 청구하

는 것으로 되어 있어 Quan등(2005)의 코딩 방법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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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ies ICD-10codes

Hypertension,

uncomplicated
I10.x

Hypertension,

complicated
I11.x-I13.x,I15.x

Paralysis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G83.9

Other

neurological

disorder

G10.x-G13.x,G20.x-G22.x,G25.4,G25.5,G31.2,

G31.8,G31.9,G32.x,G35.x-G37.x,G40.x,G41.x,

G93.1,G93.4,R47.0,R56.x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I27.9,J40.x-J47.x,J60.x-J67.x,J68.4,J70.1,

J70.3

Diabetes,

uncomplicated

E10.0,E10.1,E10.9,E11.0,E11.1,E11.9,E12.0,

E12.1,E12.9,E13.0,E13.1,E13.9,E14.0,E14.1,

E14.9

Diabetes,

complicated

E10.2-E10.8, E11.2-E11.8, E12.2-E12.9,

E13.2-E13.8,E14.2-E14.8

Hypothyroidism E00.x-E03.x,E89.0

Renalfailure
I12.0,I13.1,N18.x,N19.x,N25.0,Z49.0-Z49.2,

Z94.0,Z99.2

Liver

disease

B18.x, I85.x, I86.4, I98.2, K70.x, K71.1,

K71.3-K71.5, K71.7, K72.x-K74.x, K76.0,

K76.2-K76.9,Z94.4

Pepticulcer

disease

excluding

bleeding

K25.7,K25.9,K26.7,K26.9,K27.7,K27.9,K28.7,

K28.9

AIDS/HIV B20.x-B22.x,B24.x
Lymphoma C81.x-C85.x,C88.x,C96.x,C90.0,C90.2

Metastatic

cancer
C77.x-C80.x

Solidtumor

without

meatastasis

C00.x-C26.x,C30.x-C34.x,C37.x-C41.x,C43.x,

C45.x-C58.x,C60.x-C76.x,C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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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ies ICD-10codes
Rheumatoid

arthritis/

collagen

vascular

diseases

L94.0,L94.1,L94.3,M05.x,M06.x,M08.x,M12.0,

M12.3, M30.x, M31.0-M31.3, M32.x-M35.x,

M45.x,M46.1,M46.8,M46.9

CoagulopathyD65-D68.x,D69.1,D69.3-D69.6

Obesity E66.x
Weightloss E40.x-E46.x,R63.4,R64

Fluidand

electrolyte

disorders

E22.2,E86.x,E87.x

Bloodloss

anemia
D50.0

Deficiency

anemia
D50.8,D50.9,D51.x-D53.x

Alcohol

abuse

F10,E52,G62.1,I42.6,K29.2,K70.0,K70.3,

K70.9,T51.x,Z50.2,Z71.4,Z72.1

Drugabuse F11.x-F16.x,F18.x,F19.x,Z71.5,Z72.2

Psychoses
F20.x,F22.x-F25.x,F28.x,F29.x,F30.2,F31.2,

F31.5

Depression
F20.4,F31.3,F31.5,F32.x,F33.x,F34.1,F41.2,

F43.2

(Quan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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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계 분석

기 과 환자단 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기술하 다.환자의

건강결과와 독립변수와의 일차 인 연 성은 t-분석,카이제곱검정,

분산분석,피어슨상 계분석을 활용하 다.이후 분석에서는 분석

단 ,종속변수에 따라 다른 통계방법을 용하 다.

1)기 단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간호인력 구성 확

보수 변수가 평균 입원일수,사망률,재입원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2)환자단 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입원일수일 때에는 다수 회귀

분석을,사망과 재입원일 때에는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용하

다.

(1)입원일수

본 연구의 자료는 입원환자(level1)와 입원환자가 속한 의료기

(level2)의 계구조로 되어있다.일반 회귀분석은 각 찰값이 서

로 독립 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구조의 자료에 일반

회귀분석을 용하는 경우,집단수 의 변이가 개인수 의 오차항에

포함되게 되므로 기본가정에 배된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구조의 자료를 분석하기 한 통계 방법인 다수 분석을 활용

하 다.다수 분석은 상 수 의 단 (의료기 )안에 하 수 의

찰값(환자)이 포함되어 있는 계구조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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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 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다수 분석 가운데 편과 기울기(slope)가 확률

이라는 것을 가정한 ‘확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model)’을

사용하 다.확률계수모형은 하 수 (환자)의 특성을 보정한 상

수 (의료기 )특성의 독립 효과에 심이 있는 경우,편향되지

(unbiased)않은 계수(coefficient)를 효율 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Kreft& Leeuw,1999).식 (1)은 종속변수가 입

원일수일 때의 추정식이다.

……식 (1)

단,Yij=j의료기 내 i환자의 입원일수

i=i번째 환자,j=j번째 의료기

X=환자특성 변수

W1=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W2=의료기 특성 변수



- 52 -

(2)종속변수가 사망,재입원일 경우는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

다.입원일수와 마찬가지로 다수 분석을 시도하 으나 자료의 크

기가 크고 기 간 큰 차이로 분산추정이 되지 않는 모델이 존재하

여 로지스틱 분석을 체하여 활용하 다.

모든 자료분석에서 통계 유의수 은 5%로 하여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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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1.일반 특징

분석 의료기 은 총 4,984기 으로 분석 상 가운데 병․의원이

94.5% 고 평균 병상수는 63.6병상이었다(Table3).시․군․구 가

운데 구에 치한 의료기 은 22.9% 고 공공병원은 1.2%,교육기

은 1.4% 다.분석 의료기 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39.8%,노인환

자 비율은 21.7%, 증환자 비율은 3.7% 다.

Mean±S.DorN(%)
Typeofhospital

Tertiary 44 (0.9)

General 230 (4.6)
Secondary 931(18.7)

Clinic 3,779(75.8)
Thenumberofbeds 63.6±13.9

Location
Metropolis 1,143(22.9)

Smallcity 569(11.4)

Rural 3,272(65.7)
Public

Yes 61 (1.2)
No 4,923(98.8)

Education

Yes 72 (1.4)
No 4,912(98.6)

Bedoperationrate(%) 39.8±3.1
Agedpopulationrate(%) 21.7±21.7

Proportionofseverepatients(%) 3.7±7.7

Table3.Characteristicsoforganizations(N=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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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율은 의료기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상 종합병원

이 86.8%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9.0%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간호

사 비율은 30.7% 다(Figure5).

Figure5.Proportionofregisterednursebytypeofhospital

간호사 확보수 은 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평균

0.23인,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0.15인이었다(Figure6).보

정입원환자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병원,상 종합,종합,의원 순

으로 간호사 확보수 이 높았으나 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상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체 간호사 확보수 이 3.2인으로 보정입원환자,병상수를 기 으

로 했을 때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기 가운데 의원

이 75.8%로 가장 많고,의원의 경우 입원보다는 외래의 비 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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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Registerednursestaffinglevel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

는 평균 0.43인,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0.35인이었다

(Figure7).간호사 확보수 과 반 로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보조인

력 확보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 확보수 과 마찬가지

로 분석 상 가운데 외래 비율이 높은 의원의 분석 상이 많아 입

원환자 비 간호보조인력 수는 평균 15.7인이었다.

Figure7.Nurseassistantstaffing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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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기 에 입원한 환자수는 4,552,106인이었다(Table4).5.5%를

차지하는 상 ․종합병원에 환자의 58.1%가 입원해있기 때문에 환

자단 분석에서는 의료기 단 분석에 비해 간호사 비율과 간호

사 확보수 (보정입원환자수,병상수 기 )은 높게,간호보조인력 확

보수 은 낮게 측정되었다.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54.3세 다.의료

여 환자는 8.2% 고 평균 Elixhauser 수는 1.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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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orN(%)

RNProportion 70.6±30.2
Nursestaffing

InpatienttoRNratio 0.5±1.7
Adj.inpatienttoRNratio 0.4±0.7

BedtoRNratio 0.4±0.3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3±4.1

Adj.inpatienttoNA ratio 0.1±0.2
BedtoNAratio 0.1±0.3

Typeofhospital
Tertiary 1,095,547(24.1)

General 1,546,432(34.0)

Hospital 1,158,728(25.5)
Clinic 751,399(16.5)

Thenumberofbeds 467.4±514.6
Location

Metropolis 972,759(21.4)
Smallcity 373,145 (8.2)

Rural 3,206,202(70.4)

Public
Yes 144,094 (3.2)

No 4,408,012(96.8)
Education

Yes 953,688(21.0)

No 3,598,418(79.1)
Bedoperationrate(%) 77.7±23.1

Gender
Men 2,148,675(47.2)

Women 2,403,431(52.8)
Age 54.3±1.7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4,177,988(91.8)
Healthinsurance 374,118 (8.2)

Elixhauserscore 1.1±1.8

Table4.Characteristicsofindividuals(N=4,5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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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기 환자 특성별 환자의 건강결과

1)기 단

체 의료기 의 평균 입원일수는 10.5일,사망률 0.4%,재입원율

6.5% 다.t-분석,분산분석(ANOVA)결과(Table5),의료기 종별

간 평균 입원일수,사망률,재입원율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사망률은 종

합병원이,재입원율은 상 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시․

군․구 가운데에서는 시 지역에 치한 의료기 의 평균 입원일수

가 가장 길었고 사망률,재입원율도 가장 높았다.의료기 의 소유

형태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평균 입원일수가 길고 사망률,

재입원율이 높았다.교육기 은 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과 평균

입원일수,재입원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률은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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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ofstay
Mortality

rate

Rehospitalization

rate

Mean±S.D p Mean±S.D p Mean±S.D p

Total 10.5±16.8 0.4±2.2 6.5±9.3

Typeofhospital

Tertiary 8.7±0.9

<.001

1.7±0.5

<.001

10.0±2.3

.016
General 11.6±2.9 1.9±1.3 6.1±2.7

Secondary 19.2±27.1 1.0±3.3 7.1±9.0

Clinic 8.3±12.9 0.1±1.8 6.4±9.6

Location

Metropolis 9.6±12.8

<.001

0.4±1.9

.045

6.1±8.4

.043Smallcity 16.0±29.0 0.6±1.5 7.3±9.0

Rural 9.9±14.8 0.3±2.3 6.6±9.6

Public

Yes 24.2±29.3
<.001

2.4±2.9
<.001

6.8±5.3
.820

No 10.3±16.5 0.3±2.1 6.5±9.3

Education

Yes 10.3±4.2
.908

1.4±0.8
<.001

7.4±3.1
.433

No 10.5±16.9 0.3±2.2 6.5±9.3

Table 5.Inpatient outcomes by hospitalcharacteristics at

organization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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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 계 분석 결과(Table6),간호사 비율은 입원일수,사

망률과 양의 상 계가 있었다.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는 입원일

수,사망률,재입원율과는 음의 상 계가 있었는데 입원일수,재입

원율과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나 사망률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조정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는 세 변수 모두와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반면,병상 비 간호사수는 입원

일수와는 음의 상 성이,사망률,재입원율과는 약한 양의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간호사 비율은 반 으로 간호사 확보수

변수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성이 있었다.간호보조인

력 확보수 을 반 하는 세 변수는 평균 입원일수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조정입원환자 비 간호보조인력

수,병상 비 간호보조인력수는 사망률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

의 상 성을 보 다.재입원율에서 입원환자 조정입원환자 비

간호보조인력수는 음의 상 성이 있었으나 병상 비 간호보조인력

수는 반 로 양의 상 성을 보 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세 변수

는 간호사 비율과는 음의 상 성을 보 는데 이는 간호사 비율이

낮은 의료기 에서는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 외,병상수가 많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기 일수록 입

원일수,사망률,재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노인입원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도 세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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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Lengthof
stay

2 Mortalityrate
.157

(<.001)

3 Rehospitalization
rate

.088 .021

(<.001) (.143)

4 RNproportion
.159 .188 .032

(<.001) (<.001) (.022)

5 Inpatientto
RNratio

-.039 -.012 -.037 .067

(.006) (.399) (.010) (<.001)

6 Adj.inpatient
toRNratio

-.015 .008 -.019 .164 .160

(.275) (.583) (.187) (<.001) (<.001)

7 BedtoRN
ratio

-.107 .071 .032 .563 .173 .209

(<.001) (<.001) (.023) (<.001) (<.001) (<.001)

8 Inpatientto
NAratio

-.083 -.025 -.045 -.102 .520 .027 -.004

(<.001) (.079) (.001) (<.001) (<.001) (.058) (.800)

Table6.Relationshipsbetweeninpatientoutcomesandindependentvariablesatorganization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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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9
Adj.inpatient
toNAratio

-.126 -.051 -.096 -.210 .197 .251 -.032 .294

(<.001) (.000) (<.001) (<.001) (<.001) (<.001) (.024) (<.001)

10
BedtoNA
ratio

-.235 -.075 .142 -.326 .048 -.029 .009 .239 .243

(<.001) (<.001) (<.001) (<.001) (.001) (.042) (.527) (<.001) (<.001)

11
Thenumber
ofbeds

.207 .202 .067 .441 -.021 .049 .162 -.065 -.127 -.205

(<.001) (<.001) (<.001) (<.001) (.141) (.001) (<.001) (<.001) (<.001) (<.001)

12 Bedoperation
rate

.098 .152 .038 .374 -.099 -.040 .209 -.193 -.250 -.113 .327

(<.001) (<.001) (.008) (<.001) (<.001) (.004) (<.001) (<.001) (<.001) (<.001) (<.001)

13
Aged
populationrate

.074 .229 .441 .143 -.021 -.031 .058 -.067 -.148 .048 .177 .125

(<.001) (<.001) (<.001) (<.001) (.134) (.031) (<.001) (<.001) (<.001) (.001) (<.001) (<.001)

14
Proportionof
severepatients

.219 .391 .018 .370 -.036 .004 .076 -.070 -.121 -.194 .438 .313 .328

(<.001) (<.001) (.194) (<.001) (.011) (.758) (<.001) (<.001) (<.001)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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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로 나 어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변수와 환자 건강결과

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Table7).상 종합병원에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변수는 환자 건강결과를 반 하는 세 변수와 통

계 으로 유의한 계가 없었다.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비율과 간호

사 확보수 을 반 하는 세 변수는 평균 입원일수에서만 통계 으

로 유의한 음의 계가 있었다.입원환자 보정입원환자 비 간

호보조인력수는 평균 입원일수,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가 있었다.병원에서 간호사 비율은 평균 입원일수,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성이 있었고 반 으로 간호사 간

호보조인력 확보수 과 환자 건강결과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의원에서 간호사 비율은 환자 건강결과와 양의 상 성을 보 다.간

호사 확보수 을 나타내는 세 변수는 입원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

한 음의 상 성을 보 으나 사망률,재입원율과는 일 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과 환자 건강결과는 반 으

로 음의 상 성이 있었는데 병상 비 간호보조인력수만 재입원율

과 양의 상 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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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tiary General Secondary Clinic
Length
of
stay

Mortal
-ity
rate

Rehosp
-italiza
-tion

Length
of
stay

Mortal
-ity
rate

Rehosp
-italiza
-tion

Length
of
stay

Mortal
-ity
rate

Rehosp
-italiza
-tion

Length
of
stay

Mortal
-ity
rate

Rehosp
-italiza
-tion

RN proportion -101 -.067 .035 -.196 -.111 .112 .107 .071 .055 .017 .053 .013

(.513) (.667) (.821) (.003) (.093) (.090) (.001) (.031) (.094) (.285) (.001) (.429)

InpatienttoRN
ratio

.126 .009 .049 -.242 -.008 -.028 -.019 -.023 -.028 -.047 -.003 -.038

(.415) (.952) (.753) (.000) (.909) (.674) (.562) (.490) (.391) (.004) (.859) (.021)

Adj.inpatientto
RNratio

.204 .074 .072 -.176 .030 -.008 -.032 -.023 -.019 -.073 .019 -.052

(.185) (.634) (.644) (.007) (.652) (.905) (.322) (.483) (.560) (<.001) (.241) (.001)

BedtoRNratio -.038 -.035 .258 -.454 -.106 -.001 -.211 -.023 -.149 -.137 .039 .054

(.808) (.823) (.091) (<.001) (.109) (.986) (<.001) (.491) (<.001) (<.001) (.017) (.001)

InpatienttoNA
ratio

.219 .058 -.106 .133 .235 -.009 -.049 -.029 -.033 -.094 -.007 -.047

(.153) (.708) (.494) (.044) (<.001) (.887) (.133) (.376) (.309) (<.001) (.667) (.004)

Adj.inpatientto
NAratio

.250 .081 -.098 .158 .248 -.005 -.085 -.038 -.049 -.121 -.012 -.100

(.102) (.602) (.528) (.017) (<.001) (.945) (.010) (.245) (.138) (<.001) (.458) (<.001)

BedtoNAratio .132 .053 -.016 -.087 .077 -.122 -.270 -.127 -.198 -.251 -.014 .179

(.391) (.733) (.920) (.190) (.245) (.065) (<.001) (<.001) (<.001) (<.001) (.385) (<.001)

Table 7.Relationship between nursing variables and inpatientoutcomes by type ofhospitals at

organization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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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자단

환자단 분석에서 평균 입원일수는 9.9일이었고 사망환자는

1.2%,재입원환자는 7.7% 다(Table8).분산분석 카이제곱분석

결과,기 단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별로는 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일수가 가장 길었고 사망환자 비율은 종합병원이,재입원환자 비율

은 상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시․군․구 가운데 시 지역 의료기

입원환자의 건강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환자 특성에서는 남

성,의료 여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지 않았다.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변수는 모두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9).기 단 분석과 마

찬가지로 간호사 비율은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과 음의 상 계가

있었다.

입원일수와 병상수는 음의,병상가동률은 양의 상 계가 있고

통계 으로 유의했으나 상 정도는 낮았다(Table9).입원일수는 연

령과 Elixhauser 수와 양의 상 계가 존재했는데,Elixhauser

수와는 변수 가운데 가장 큰 상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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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ofstay Death Rehospitalization

Mean±S.D p % p % p

Total 9.9±14.4 1.2 7.7

Typeofhospital

Tertiary 8.4±11.6 <.001 1.6 <.001 10.7 <.001

General 10.8±14.7 1.7 6.5

Secondary 11.6±18.2 0.8 6.7

Clinic 7.3±8.6 0.0 7.5

Location

Metropolis 10.5±14.3 <.001 1.3 <.001 6.7 <.001

Smallcity 11.7±16.9 1.5 8.5

Rural 9.4±14.0 1.1 8.0

Public

Yes 14.4±22.1 <.001 2.8 <.001 7.8 <.001

No 9.7±14.0 1.1 6.6

Education

Yes 8.9±11.8 <.001 1.7 <.001 8.9 <.001

No 10.1±14.9 1.1 7.4

Gender

Men 10.0±15.4 <.001 1.4 <.001 8.0 <.001

Women 9.7±13.3 1.0 7.5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4.7±20.7 <.001 2.5 <.001 7.6 <.001

Healthinsurance 9.4±13.5 1.1 9.0

Table8.Inpatientoutcomesbyhospitalandpatientcharacteristicsatindividu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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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Lengthofstay

2.RNproportion
.037

<.001

3.InpatienttoRNratio
-.024 .107

<.001 <.001

4.Adj.inpatienttoRNratio
-.017 .236 .465

<.001 <.001 <.001

5.BedtoRNratio
-.068 .670 .191 .307

<.001 <.001 <.001 <.001

6.InpatienttoNAratio
-.026 -.110 .390 .003 -.050

<.001 <.001 <.001 <.001 <.001

7.Adj.inpatienttoNAratio
-.079 -.524 .161 .233 -.267 .221

<.001 <.001 <.001 <.001 <.001 <.001

8.BedtoNAratio
-.093 -.421 -.003 -.073 -.162 .171 .427

<.001 <.001 <.001 <.001 <.001 <.001 <.001

9.Thenumberofbeds
-.030 .456 .047 .146 .582 -.049 -.236 -.16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0.Bedoperationrate
.007 .574 -.019 .100 .560 -.124 -.421 -.153 .545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1.Age
.112 .089 -.003 .002 .057 -.011 -.080 .001 .068 .08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47 <.001 <.001

12.Elixhauserscore
.480 .218 .001 .038 .124 -.032 -.140 -.115 .157 .194 .306

<.001 <.001 0.096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Table9.Relationshipsbetweeninpatientoutcomesandindependentvariablesatindividu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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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의료기 단 분석

1)입원일수

(1)상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을 상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Table10),간호사

비율은 입원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간호사 확

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짧아졌으나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입원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세 모델의 간호사 확보

수 을 반 하는 계수의 값과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상 종합병원,종합병원간 통계 으로 유의한 입원일수 차이는 없

었고 구에 치한 의료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입원일수가 길었다.국공립,민간의료기 간 통계 으

로 유의한 입원일수 차이는 없었고 교육기 의 경우,Model-②,③

에서 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에 비해 입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병상가동률은 음의,노인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은 양의

향을 입원일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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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4.587 <.001 14.446 <.001 13.186 <.001
RNProportion 0.004 .781 0.000 .994 -0.005 .765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3.006 <.001
Adj.inpatienttoRNratio -2.864 .002

BedtoRNratio -3.602 .000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288 .354

Adj.inpatienttoNAratio -1.486 .365
BedtoNAratio -4.378 .202

Typeofhospital
Tertiary -0.719 .194 -0.724 .199 -0.616 .269

General Ref. Ref. Ref.
NofBeds(10beds) -0.005 .408 -0.005 .389 -0.005 .393

Location

Metropolis 1.383 .011 1.305 .019 1.358 .013
Smallcity 0.551 .317 0.519 .355 0.585 .288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504 .311 0.463 .360 0.623 .207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721 .063 -0.808 .040 -0.821 .032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798 <.001 -0.777 <.001 -0.482 <.001
Agedpopulationrate 0.084 <.001 0.086 <.001 0.077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50 .035 0.053 .028 0.046 .049

R-square .451 .433 .454

Table10.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lengthofstayattertiaryandgeneral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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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의원

병․의원을 상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Table11),병상수를 기

으로 간호인력 확보수 을 측정한 Model-③에서만 간호사 비율과

간호사 확보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반면,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세 모델에서 모두 입원일수에

음의 향을 주었다.

병원이 의원에 비해 입원일수가 짧았고 반 으로 구,시에 치

한 의료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입

원일수가 짧았다.국공립,교육기 을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상 ‧종합병원에서는 병상수,병상가동률이 입원

일수에 음의 향을 데 비해 병‧의원에서는 양의 향을 주었다.

노인환자 비율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증환자 비율은 양

의 향을 입원일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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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8.214 <.001 8.771 <.001 8.675 <.001
RNProportion 0.014 .117 0.011 .210 0.046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3 .688
Adj.inpatienttoRNratio -0.141 .284

BedtoRNratio -8.135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7 .011

Adj.inpatienttoNAratio -1.066 <.001
BedtoNAratio -3.599 <.001

Typeofhospital
Secondary -3.286 .000 -3.157 .000 -4.235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904 <.001 0.896 <.001 0.815 <.001

Location

Metropolis -2.314 .002 -2.164 .004 -1.340 .074
Smallcity -3.447 <.001 -3.382 <.001 -2.892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5.040 .091 -4.317 .152 -3.718 .204

No
Education

Yes -0.225 .961 -0.262 .954 -1.694 .706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201 .021 0.169 .054 0.304 .000
Agedpopulationrate -0.013 .226 -0.018 .116 0.007 .502

Proportionofseverepatients 0.260 <.001 0.262 <.001 0.211 <.001

R-square .174 .176 .202

Table11.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lengthofstayatsecondaryhospitalsandclinic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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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 이상 의료기

병원 이상 의료기 을 상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Table12),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도 증가하 으나 Model-①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간호사 확보수 을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 ‘병

상 비 간호사수’만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음의 상 성이 있었다.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을 나타내는 변수 역시 Model-③의 ‘병상

비 간호보조인력수’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

상 종합병원,종합병원은 병원에 비해 입원일수가 짧았고 병상수

가 많을수록 입원일수는 길었다.지역별로는 구,시에 치한 의료

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입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국공립 기 이 민간 기 보다 입원일수가 길고 교육기 은 아닌

기 보다 입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병상가동률은 Model-①,②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

고 노인인구 비율은 Model-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입원일수

를 감소시켰다. 증환자 비율은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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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9.526 <.001 21.458 <.001 23.091 <.001
RNProportion 0.087 .004 0.066 .050 0.070 0.104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76 .059
Adj.inpatienttoRNratio 0.169 .655

BedtoRNratio -21.135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543 .189

Adj.inpatienttoNAratio -5.889 .070
BedtoNAratio -35.426 .000

Typeofhospital
Tertiary -32.286 <.001 -30.923 <.001 -23.754 <.001

General -14.768 <.001 -14.249 <.001 -11.361 <.001
Secondary Ref. Ref. Ref.

NofBeds(10beds) 0.307 <.001 0.300 <.001 0.265 <.001

Location
Metropolis -5.723 .004 -5.162 .009 -4.055 .036

Smallcity -6.223 .005 -5.762 .009 -5.316 .014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4.352 .174 2.927 .357 4.168 .176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1.715 .626 -2.597 .456 -1.345 .694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1.117 .000 -1.198 <.001 -0.160 .598

Agedpopulationrate -0.043 .288 -0.039 .339 -0.090 .025

Proportionofseverepatients 0.273 .000 0.283 .000 0.226 .002
R-square .115 .116 .153

Table12.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length

ofstayattertiary,generalandsecondary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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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의료기

체 의료기 을 상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Table13),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도 증가하 는데 Model-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을 나타내는 변수

모두 입원일수와는 음의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증가할 때,입원일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확보 수 을 반 하는 세 변수 가운데 ‘병상수 비 간

호사수 (Model-③)’의 계수의 값이 나머지 두 변수보다 큰 것으

로 분석되어 입원일수와 가장 높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이 모델의 R-square값이 두 모델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의원에 비해 상 ‧종합병원의 입원일수는 짧게,병원은 길게 분석

되었고 병상수가 많을수록 입원일수는 길었다.지역별로는 분산분석

(Table5)의 경우 시에 치한 의료기 의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으

나 다른 변수를 통제한 모델(Table13)에서는 오히려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입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공립 기 이 민

간 기 보다 입원일수가 길었고 교육기 은 아닌 기 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병상가동률은 Model-③에서만 통계 으

로 입원일수와 유의한 계가 있었고 노인환자 비율은 반 으로

입원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 증환자 비율은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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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0.055 <.001 10.678 <.001 10.295 <.001

RNProportion 0.016 .069 0.013 .139 0.055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4 .578

Adj.inpatienttoRNratio -0.191 .142
BedtoRNratio -9.457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8 .003

Adj.inpatienttoNAratio -1.221 <.001
BedtoNAratio -3.948 <.001

Typeofhospital

Tertiary -43.469 <.001 -43.023 <.001 -39.352 <.001
General -17.051 <.001 -16.880 <.001 -16.829 <.001

Secondary 2.063 .011 2.163 .007 0.343 .669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424 <.001 0.420 <.001 0.379 <.001

Location
Metropolis -3.142 <.001 -2.973 <.001 -1.939 .008

Smallcity -3.812 <.001 -3.742 <.001 -3.142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4.780 .024 5.245 .014 4.729 .023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972 .674 -0.951 .680 -1.029 .649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69 .423 0.033 .704 0.204 .014

Agedpopulationrate -0.014 .213 -0.019 .095 0.009 .406

Proportionofseverepatients 0.300 <.001 0.301 <.001 0.239 <.001
R-square .131 .134 0.168

Table13.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lengthofstayatorganizationallevel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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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망률

(1)상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14),세 모델에서

간호사 비율,간호사 확보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사망률에

향을 주지 않았다.간호보조인력 변수는 Model-②에서만 통계 으

로 유의했다.

그 외,국공립 의료기 은 아닌 의료기 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고

노인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았다.다른

기 변수는 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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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0.282 .654 0.219 .726 1.138 .097
RNProportion -0.003 .630 -0.004 .547 -0.009 .202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262 .419
Adj.inpatienttoRNratio 0.468 .235

BedtoRNratio 0.725 .08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216 .048

Adj.inpatienttoNAratio 1.464 .040
BedtoNAratio 0.273 .858

Typeofhospital
Tertiary 0.357 .145 0.340 .164 0.379 .127

General Ref. Ref. Ref.
NofBeds(10beds) -0.001 .699 -0.001 .700 -0.001 .631

Location

Metropolis 0.168 .484 0.145 .545 0.181 .451
Smallcity 0.103 .671 0.085 .726 0.105 .669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892 <.001 0.894 <.001 0.823 .000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251 .143 -0.255 .134 -0.262 .124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78 .084 -0.068 .137 -0.147 .001
Agedpopulationrate 0.032 <.001 0.032 <.001 0.037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52 <.001 0.051 <.001 0.051 <.001

R-square .413 .417 .407

Table14.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mortalityrateattertiaryandgeneral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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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의원

병‧의원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15),간호사 비율은 입원

환자수(Model①),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한 모델(Model②)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사망률과 양의 연 성이 있었다.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

었다.

병원의 의원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고 병상수 병상가동률은 사

망률과 양의 연 성이 있었다.구에 치한 의료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사망률이 높았고 노인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이 높

을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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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0.713 <.001 -0.735 <.001 -0.683 <.001
RNProportion 0.003 .012 0.003 .011 0.001 .309

Nurse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0 .634
Adj.inpatienttoRNratio -0.001 .948

BedtoRNratio 0.191 .148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0 .162

Adj.inpatienttoNAratio 0.052 .108
BedtoNAratio -0.008 .890

Typeofhospital
Secondary -0.286 .012 -0.287 .012 -0.257 .025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024 <.001 0.024 <.001 0.025 <.001

Location

Metropolis 0.301 .002 0.295 .003 0.295 .003
Smallcity 0.145 .186 0.142 .195 0.147 .18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211 .583 -0.231 .552 -0.221 .564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1.166 .047 -1.166 .047 -1.147 .05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26 .021 0.027 0017 0.023 .041
Agedpopulationrate 0.012 <.001 0.012 <.001 0.012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95 <.001 0.095 <.001 0.095 <.001

R-square .145 .145 .145

Table15.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mortalityrateatsecondaryhospitalsandclinic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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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 이상 의료기

병원 이상 의료기 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16),간호사

비율은 사망률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간호사 확

보수 과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역시 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없었다.

상 종합병원,종합병원은 병원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는데 종합병

원의 Model-②,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병상수는 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고 지역별로는 구에 치한 의

료기 의 사망률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높았다.국공립 기

과 민간 기 ,교육기 과 교육기 이 아닌 기 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병상가동률은 세 모델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노인인구 비율, 증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

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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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720 <.001 -1.704 <.001 -1.398 .001
RNProportion 0.002 .561 0.002 .602 -0.003 .562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2 .707
Adj.inpatienttoRNratio 0.007 .878

BedtoRNratio 0.919 .065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25 .601

Adj.inpatienttoNAratio 0.035 .925
BedtoNAratio -0.756 .495

Typeofhospital
Tertiary -0.625 .341 -0.637 .335 -0.828 .217

General -0.468 .061 -0.470 .062 -0.570 .027
Secondary Ref. Ref. Ref.

NofBeds(10beds) 0.008 .122 0.008 .127 0.008 .117

Location
Metropolis 0.500 .026 0.497 .028 0.476 .034

Smallcity 0.363 .151 0.358 .157 0.351 .165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394 .281 0.419 .248 0.442 .219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598 .136 -0.567 .154 -0.608 .126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48 .157 0.046 .176 0.030 .391

Agedpopulationrate 0.039 <.001 0.039 <.001 0.039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85 <.001 0.085 <.001 0.086 <.001
R-square .235 .235 .237

Table 16.Impacts 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mortalityrateattertiary,generalandsecondary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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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의료기

체 의료기 을 상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Table17),간호사

비율은 Model-①,②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는데 간호사 비율은

사망률과 양의 연 성이 있었다.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사망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

의료기 종별 간 사망률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병

상수가 큰 의료기 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에 치

한 의료기 의 사망률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국공립 의료기 은 민간 의료기 에 비해 사망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교육기 은 아닌 기 에 비해 사망률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은 사망률

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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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0.657 <.001 -0.677 <.001 -0.624 <.001
RNProportion 0.003 .017 0.003 .014 0.001 .307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1 .555
Adj.inpatienttoRNratio -0.006 .734

BedtoRNratio 0.152 .23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0 .186

Adj.inpatienttoNAratio 0.049 .121
BedtoNAratio -0.025 .639

Typeofhospital
Tertiary -0.519 .308 -0.526 .302 -0.528 .301

General -0.362 .082 -0.363 .081 -0.343 .099
Secondary -0.109 .288 -0.107 .296 -0.081 .437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008 .028 0.008 .026 0.008 .025
Location

Metropolis 0.279 .003 0.273 .004 0.277 .003
Smallcity 0.155 .138 0.152 .147 0.159 .13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533 .047 0.531 .049 0.534 .047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580 .048 -0.579 .048 -0.581 .047
No

Bedoperationrate 0.021 .058 0.021 .049 0.018 .096

Agedpopulationrate 0.012 <.001 0.012 <.001 0.012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95 <.001 0.095 <.001 0.095 <.001

R-square .168 .168 .168

Table17.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mortalityrateatorganizationallevel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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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입원율

(1)상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18),세 모델에서

간호사 비율,간호사 확보수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재입원율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

상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재입원율이 높았고 병상수,노인

환자비율, 증환자비율은 재입원율에 양의 향을 주었다.구․시

에 치한 의료기 의 재입원율은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낮았

고 국공립,교육기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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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3.276 .038 3.201 .042 4.571 .008
RNProportion 0.017 .285 0.014 .391 0.009 .612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439 .589
Adj.inpatienttoRNratio 1.027 .299

BedtoRNratio 0.610 .556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497 .331

Adj.inpatienttoNAratio 1.650 .355
BedtoNAratio -0.887 .816

Typeofhospital
Tertiary 1.631 .008 1.593 .010 1.723 .006

General Ref. Ref. Ref.
NofBeds(10beds) 0.039 <.001 0.039 <.001 0.038 <.001

Location

Metropolis -2.763 <.001 -2.823 <.001 -2.678 <.001
Smallcity -2.519 <.001 -2.563 <.001 -2.471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112 .838 0.104 .850 0.049 .928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099 .817 -0.122 .774 -0.090 .832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148 .188 0.172 .131 0.070 .507
Agedpopulationrate 0.040 .021 0.041 .018 0.045 .008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32 .225 -0.033 .210 -0.033 .202

R-square .375 .378 .371

Table18.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rehospitalizationrateattertiaryandgeneral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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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의원

병‧의원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19),간호사 비율은 세 모

델에서 재입원율과 양의 연 성이 있었는데 병상수를 기 으로 한

모델(Model-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간호사 확보수 은 세

모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Model-②,③에서 재입원율과 통계 으로 유의했다.

병원의 의원에 비해 재입원율이 낮았고 병상수 병상가동률은

재입원율과 양의 연 성이 있었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재입원율이 높았고 노인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재입원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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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0.213 .635 0.026 .954 -0.870 .052
RNProportion 0.004 .334 0.001 .810 0.016 .007

Nurse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7 .061
Adj.inpatienttoRNratio 0.051 .471

BedtoRNratio -0.599 .269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0 .927

Adj.inpatienttoNAratio -0.370 .006
BedtoNAratio 1.873 <.001

Typeofhospital
Secondary -1.806 .000 -1.737 .000 -1.879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150 <.001 0.149 <.001 0.169 <.001

Location

Metropolis 2.536 <.001 2.603 <.001 2.255 <.001
Smallcity 1.427 .002 1.463 .001 1.155 .01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1.782 .262 -2.071 .198 -2.643 .094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4.581 .060 -4.598 .059 -4.418 .068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107 .022 0.095 .042 0.111 .015
Agedpopulationrate 0.217 <.001 0.216 <.001 0.210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178 <.001 -0.175 <.001 -0.166 <.001

R-square .229 .230 .240

Table19.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rehospitalizationrateatsecondaryhospitalsandclinic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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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 이상 의료기

병원 이상 의료기 을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20),간호

사 비율은 재입원율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Model-①,②에서 간호사 확보수 과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을 나

타내는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Model-③의 병상

비 간호사수,병상 비 간호보조인력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

입원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종합병원,종합병원은 병원에 비해 재입원율이 낮았는데 세

모델 모두 종합병원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병상수는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재입원율 높 고 지역별로는 시에 치한 의료기 의

재입원율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국공립 기 과 민간 기 ,교육기 과 교육기 이 아닌 기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재입원율의 차이가 없었다.병상가동률은 세 모델에

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입원율과 음의 상 성이 있었다.노

인인구 비율은 재입원율과 음의, 증환자 비율은 재입원율과 양의

상 성이 있었다.



- 89 -

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4.765 <.001 5.165 <.001 6.043 <.001
RNProportion 0.019 .069 0.014 .228 0.008 .602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14 .299
Adj.inpatienttoRNratio 0.074 .561

BedtoRNratio -3.288 .025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75 .591

Adj.inpatienttoNAratio -1.207 .273
BedtoNAratio -8.946 .006

Typeofhospital
Tertiary -3.114 .110 -2.875 .143 -1.534 .437

General -2.480 .001 -2.379 .002 -1.880 .013
Secondary Ref. Ref. Ref.

NofBeds(10beds) 0.084 <.001 0.083 <.001 0.075 <.001

Location
Metropolis -0.586 .379 -0.466 .486 -0.253 .703

Smallcity -1.700 .024 -1.599 .033 -1.518 .04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1.160 .284 -1.482 .169 -1.127 .287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1.108 .352 -1.246 .291 -1.034 .378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197 .049 -0.210 .039 -0.013 .900

Agedpopulationrate 0.094 <.001 0.095 <.001 0.084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079 .002 -0.077 .003 -0.088 .001
R-square .088 .088 .102

Table20.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rehospitalization

rateattertiary,generalandsecondary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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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의료기

체 의료기 을 상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Table21),간호사

비율은 Model-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고 재입원율과 양의 연

성이 있었다.간호사 확보수 은 재입원율과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없었고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Model-②,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

상 ‧종합‧병원은 의원에 비해 재입원율이 낮았고 병상수가 클수

록 의료기 의 재입원율이 높았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의 재

입원율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국공립 의료기 ,교육기 은 아닌 기 과 비교했을 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병상가동률은 반 으로 재입원율과 양의

연 성이 있었다.노인환자 비율, 증환자 비율은 재입원율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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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0.206 .629 0.450 .300 -0.437 .306
RNProportion 0.005 .248 0.002 .696 0.017 .002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7 .052
Adj.inpatienttoRNratio 0.047 .490

BedtoRNratio -0.781 .132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0 .995

Adj.inpatienttoNAratio -0.391 .003
BedtoNAratio 1.835 <.001

Typeofhospital
Tertiary -6.166 .003 -5.921 .005 -6.725 .001

General -4.861 <.001 -4.689 <.001 -5.015 <.001
Secondary -1.194 .005 -1.133 .007 -1.185 .005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089 <.001 0.088 <.001 0.097 <.001
Location

Metropolis 2.245 <.001 2.316 <.001 1.978 <.001
Smallcity 1.202 .005 1.243 .004 0.948 .028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1.038 .349 -1.189 .286 -1.341 .223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1.313 .276 -1.335 .268 -1.300 .278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95 .035 0.083 .066 0.099 .024

Agedpopulationrate 0.215 <.001 0.213 <.001 0.208 <.001
Proportionofseverepatients -0.169 <.001 -0.167 <.001 -0.157 <.001

R-square .225 .226 .235

Table21.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rehospitalizationrateatorganizationallevel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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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환자 단 분석

1)입원일수

(1)상 ․종합병원 입원환자

간호사 비율은 입원일수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주지 않

았다(Table22).간호사 확보수 은 세 기 모두 입원일수에 음의

향을 주었으나 Model-①,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간호보

조인력 확보수 은 세 모델 모두 입원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

상 종합,종합병원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병상수가

클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졌다.구에 치한 의료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반 으로 입원일수가 짧았고 국공립 의료기 은 민

간의료기 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었다.교육기 은 아닌 기 과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병상가동률은 입원환자를 기 으로

한 모델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

남성은 여성보다,의료 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입원일수가

길었고 연령은 음의,Elixhauser 수는 양의 향을 입원일수에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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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2.058 <.001 2.058 <.001 1.961 <.001

RNProportion 0.000 .939 0.000 .830 0.000 .987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197 .019

Adj.inpatienttoRNratio -0.158 .128

BedtoRNratio -0.294 .005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81 .648

Adj.inpatienttoNAratio 0.085 .681

BedtoNAratio -0.001 .998

Typeofhospital

Tertiary -0.040 .519 -0.043 .490 -0.030 .627

General Ref. Ref. Ref.

NofBeds(10beds) -0.001 .049 -0.001 .049 -0.001 .057

Location

Metropolis -0.119 .048 -0.130 .032 -0.108 .071

Smallcity -0.067 .279 -0.074 .240 -0.057 .358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043 .405 0.043 .406 0.042 .416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024 .582 0.018 .687 0.020 .645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26 .030 -0.024 .054 -0.011 .349

Gender

Men 0.007 <.001 0.007 <.001 0.007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0.029 <.001 -0.029 <.001 -0.029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0.131 <.001 0.131 <.001 0.131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0.194 <.001 0.194 <.001 0.194 <.001

Table22.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length

ofstayofinpatientsattertiaryandgeneral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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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의원 입원환자

간호사 비율은 입원일수에 음의 향을 주었다(Table23).간호사

확보수 은 ‘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입원일수와 음의 연 성이 있었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입원환

자수,보정입원환자수,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 모두 입원일수와

음의 연 성이 있었다.

병원이 의원보다 입원일수가 짧았고 병상수가 클수록 입원일수는

길어졌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이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입

원일수가 짧았고 국공립,교육기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병상가동률은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길어졌다.

남성은 여성보다,의료 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입원일수가

길었고 연령은 음의,Elixhauser 수는 양의 향을 입원일수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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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638 <.001 1.713 <.001 1.895 <.001

RNProportion -0.004 <.001 -0.005 <.001 -0.003 <.001

Nurse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1 .218

Adj.inpatienttoRNratio 0.009 .189

BedtoRNratio -0.713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2 <.001

Adj.inpatienttoNAratio -0.217 <.001

BedtoNAratio -0.839 <.001

Typeofhospital

Secondary -0.078 .092 -0.070 .127 -0.189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041 <.001 0.040 <.001 0.026 <.001

Location

Metropolis -0.321 <.001 -0.286 <.001 -0.196 <.001

Smallcity -0.280 <.001 -0.261 <.001 -0.202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253 .122 -0.222 .176 0.076 .573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358 .162 0.349 .170 0.213 .314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43 <.001 0.039 <.001 0.061 <.001

Gender

Men 0.001 .190 0.001 .197 0.002 0.010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0.057 <.001 -0.057 <.001 -0.056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0.111 <.001 0.111 <.001 0.111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0.154 <.001 0.154 <.001 0.154 <.001

Table23.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length

ofstayofinpatientsatsecondaryhospitalsandclinic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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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 이상 의료기 입원환자

병원 이상 의료기 을 분석했을 때,간호사 비율은 세 모델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24).간호사 확보수 은 ‘병

상수’를 기 으로 한 모델(Model-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는데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모델에서 모두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높아질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졌다.

상 종합,종합병원은 병원에 비해 입원일수가 짧았다.병상수가

클수록 입원일수는 길어졌고 구․시에 치한 의료기 은 군에

치한 의료기 보다 입원일수가 짧았다.국공립 의료기 은 민간의료

기 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었고 교육기 은 아닌 기 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병상가동률은 입원일수와 음의 연 성이

있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입원일수가 길었고 연령이 길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졌다.의료 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입원일수가 길었고

Elixhauser 수가 높아질수록 입원일수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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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899 <.001 2.005 <.001 1.915 <.001

RNProportion 0.001 .428 0.000 .552 0.000 .789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2 .314

Adj.inpatienttoRNratio 0.016 .073

BedtoRNratio -0.821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58 .000

Adj.inpatienttoNAratio -0.329 <.001

BedtoNAratio -1.284 <.001

Typeofhospital

Tertiary -0.669 <.001 -0.620 <.001 -0.354 .002

General -0.276 <.001 -0.256 <.001 -0.170 <.001

Secondary Ref. Ref. Ref. .

NofBeds(10beds) 0.004 <.001 0.004 <.001 0.003 .005

Location

Metropolis -0.234 <.001 -0.221 <.001 -0.132 .001

Smallcity -0.171 .000 -0.159 .001 -0.110 .012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243 .001 0.206 .003 0.236 .000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034 .640 0.010 .894 0.048 .477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02 .773 -0.006 .395 0.033 <.001

Gender

Men 0.014 <.001 0.014 <.001 0.015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0.031 <.001 -0.031 <.001 -0.031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0.132 <.001 0.132 <.001 0.132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0.190 <.001 0.190 <.001 0.190 <.001

Table24.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lengthof

stayofinpatientsattertiary,generalandsecondaryhospitals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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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입원환자

간호사 비율은 통계 으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25).간호사 확보수 은 ‘병상수’를 기 으로 한 모델(Model-

③)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했는데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

일수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높아질

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졌다.

상 종합,종합병원의 경우 의원에 비해 입원일수가 짧았다.병상

수가 클수록 입원일수는 길어졌고 구․시에 치한 의료기 은 군

에 치한 의료기 보다 입원일수가 짧았다.국공립 의료기 은 민

간의료기 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었고 교육기 은 아닌 기 과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병상가동률은 입원일수와 양의 연

성이 있었다.

남성은 여성보다,의료 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입원일수가

길었고 Elixhauser 수가 높아질수록 입원일수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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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β p β p β p

Intercept 1.713 <.001 1.795 <.001 1.939 <.001

RNProportion -0.004 <.001 -0.005 <.001 -0.003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000 .342

Adj.inpatienttoRNratio 0.007 .287

BedtoRNratio -0.757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002 <.001

Adj.inpatienttoNAratio -0.232 <.001

BedtoNAratio -0.855 <.001

Typeofhospital

Tertiary -1.613 <.001 -1.562 <.001 -1.108 <.001

General -0.378 <.001 -0.360 <.001 -0.377 <.001

Secondary 0.190 <.001 0.194 <.001 -0.020 .555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017 <.001 0.017 <.001 0.010 <.001

Location

Metropolis -0.352 <.001 -0.315 <.001 -0.207 <.001

Smallcity -0.289 <.001 -0.268 <.001 -0.202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236 .035 0.249 .025 0.290 .001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122 .312 0.118 .324 0.118 .22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037 <.001 0.033 <.001 0.058 <.001

Gender

Men 0.003 .003 0.003 .003 0.004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0.051 <.001 -0.051 <.001 -0.051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0.119 <.001 0.119 <.001 0.119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0.164 <.001 0.164 <.001 0.164 <.001

Table25.Impactsof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levelon
lengthofstayofinpatientsatindividuallevel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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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망

(1)상 ‧종합병원 입원환자

상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Table26),간호

사 비율이 증가할 때 사망확률이 1% 가량 감소하 다.간호사 확보

수 이 높을수록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통계 으로

유의했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입원환자수 기 ,병상수 기

으로 했을 때 사망확률이 낮아지고 보정입원환자수 기 으로 했을

때 사망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 으나 모두 통계 유의성은 없

었다.

상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높았고

병상수가 증가할 때,사망확률은 감소하 다.구‧시에 치한 의료

기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군보다 높았고 국공립,교육기 입원

환자의 사망확률은 각각 민간,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보다 높았

다.병상가동률은 높아질수록 사망확률은 낮아졌다.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사망확률이 높

았다.연령과 Elixhauser 수가 증가할수록 사망확률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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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RNProportion 0.993(0.992-0.994) <.001 0.993(0.992-0.994) <.001 0.993(0.991-0.994)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1.379(1.294-1.470) <.001

Adj.inpatienttoRNratio 1.558(1.445-1.681) <.001

BedtoRNratio 1.446(1.347-1.553)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971(0.789-1.196) .785
Adj.inpatienttoNAratio 1.077(0.847-1.369) .543

BedtoNAratio 0.816(0.621-1.072) .144
Typeofhospital

Tertiary 1.177(1.141-1.214) <.001 1.163(1.128-1.200) <.001 1.186(1.150-1.224) <.001

General Ref. Ref. Ref.

NofBeds(10beds) 0.998(0.997-0.998) <.001 0.998(0.998-0.998) <.001 0.998(0.997-0.998) <.001

Location
Metropolis 1.076(1.025-1.129) .003 1.072(1.021-1.125) .005 1.077(1.026-1.130) .003

Smallcity 1.093(1.039-1.150) .001 1.086(1.033-1.143) .001 1.092(1.038-1.149)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1.384(1.333-1.438) <.001 1.387(1.335-1.441) <.001 1.385(1.333-1.439) <.001
No Ref. Ref. Ref.

Table26.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deathofinpatientsattertiaryandgeneral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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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Education

Yes 1.086(1.060-1.112) <.001 1.086(1.060-1.112) <.001 1.089(1.063-1.115)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981(0.970-0.992) .001 0.986(0.975-0.996) .009 0.962(0.952-0.972) <.001
Gender

Men 1.547(1.516-1.577) <.001 1.547(1.517-1.578) <.001 1.546(1.516-1.577)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1.649(1.637-1.661) <.001 1.649(1.637-1.661) <.001 1.649(1.637-1.661)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251(1.217-1.286) <.001 1.249(1.215-1.285) <.001 1.251(1.217-1.286)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237(1.233-1.240) <.001 1.237(1.233-1.240) <.001 1.237(1.233-1.240) <.001

C-statistics .810 .810 .810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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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의원 입원환자

병‧의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27),간호사 비

율이 증가할 때 사망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 수치는

1% 미만이었다.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수록 사망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역시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

다. 외 으로 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한 모델(Model-②)에

서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높을수록 사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병원은 의원에 비해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높았고 병상규모가

커질 때 사망확률은 증가하 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입원환자

의 사망확률이 군보다 낮았고 국공립 의료기 입원환자의 사망확

률은 민간 의료기 과 차이가 없었다.교육기 입원환자의 사망확

률은 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보다 낮았다.보정입원환자수,병상

수를 기 으로 한 모델에서 병상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사망확률은

높아졌다.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사망확률이 높

았다.연령과 Elixhauser 수가 증가할수록 사망확률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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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RNProportion 1.008(1.006-1.009) <.001 1.009(1.007-1.010) <.001 1.008(1.006-1.009)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703(0.613-0.806) <.001

Adj.inpatienttoRNratio 0.844(0.702-1.014) .070

BedtoRNratio 0.553(0.442-0.690)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607(0.506-0.729) <.001
Adj.inpatienttoNAratio 1.179(0.892-1.557) .248

BedtoNAratio 0.407(0.286-0.579) <.001
Typeofhospital

Secondary 6.098(5.240-7.096) <.001 7.735(6.671-8.969) <.001 6.385(5.494-7.421)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1.020(1.018-1.022) <.001 1.022(1.020-1.024) <.001 1.020(1.019-1.022) <.001

Location
Metropolis 0.619(0.589-0.651) <.001 0.596(0.567-0.627) <.001 0.616(0.586-0.648) <.001

Smallcity 0.724(0.685-0.765) <.001 0.701(0.663-0.740) <.001 0.725(0.686-0.766)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0.994(0.893-1.106) .909 0.973(0.873-1.083) .613 0.987(0.887-1.099) .816
No Ref. Ref. Ref.

Table27.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deathofinpatientsatsecondaryhospitalsand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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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Education

Yes 0.517(0.354-0.755) .001 0.544(0.373-0.794) .002 0.513(0.352-0.748)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997(0.985-1.009) .630 1.017(1.005-1.029) .006 1.032(1.020-1.044) <.001
Gender

Men 2.025(1.942-2.111) <.001 2.015(1.933-2.102) <.001 2.022(1.939-2.109)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2.499(2.454-2.544) <.001 2.501(2.456-2.546) <.001 2.498(2.454-2.543)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356(1.292-1.423) <.001 1.357(1.293-1.424) <.001 1.354(1.291-1.421)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151(1.146-1.156) <.001 1.154(1.149-1.160) <.001 1.150(1.145-1.156) <.001

C-statistics .918 .918 .919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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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 이상 의료기 입원환자

병원 이상 의료기 입원환자를 분석했을 때(Table28),간호사

비율은 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만 통계 으로 유의했

다.이 때,간호사 비율이 1% 증가할 때 사망확률이 0.1 % 감소하

다.간호사 확보수 은 Model-①,③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는데

오히려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 때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의 경우 Model-①에서는 확보수 이

높을수록 사망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Model-②,③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에 비해 상 종합병원,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사망확률은 높았

고 병상수가 증가할 때,사망확률은 감소하 다.구‧시에 치한 의

료기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군보다 낮았고 국공립,교육기 입

원환자의 사망확률은 각각 민간,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의 입원

환자보다 높았다.병상가동률은 높아질수록 사망확률은 낮아졌다.

연령이 높아질 때,Elixhauser 수가 높아질 때 사망확률은 높아

졌고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사망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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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CI) p OR(95%CI) p OR(95%CI) p

RNProportion 1.000(0.999-1.001) .603 1.001(1.000-1.002) .003 1.000(0.999-1.001) .838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1.010(1.001-1.018) .021
Adj.inpatienttoRNratio 1.013(0.990-1.037) .261

BedtoRNratio 1.158(1.085-1.236) <.001
NA staffing

InpatienttoNA ratio 0.685(0.595-0.787) <.001

Adj.inpatienttoNAratio 1.093(0.908-1.315) .348
BedtoNAratio 0.839(0.671-1.050) .125

Typeofhospital
Tertiary 2.334(2.230-2.443) <.001 2.255(2.155-2.360) <.001 2.255(2.153-2.361) <.001

General 1.913(1.854-1.974) <.001 1.879(1.821-1.939) <.001 1.876(1.817-1.936) <.001

Secondary Ref. Ref. Ref.

NofBeds(10beds) 0.999(0.998-0.999) <.001 0.999(0.998-0.999) <.001 0.999(0.998-0.999) <.001

Location
Metropolis 0.768(0.744-0.793) <.001 0.758(0.734-0.783) <.001 0.754(0.730-0.779) <.001

Smallcity 0.822(0.794-0.850) <.001 0.815(0.787-0.843) <.001 0.812(0.785-0.840) <.001
Rural Ref. Ref. Ref.

Table28.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deathofinpatientsattertiary,generaland

secondary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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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CI) p OR(95%CI) p OR(95%CI) p

Public

Yes 1.330(1.284-1.378) <.001 1.331(1.285-1.379) <.001 1.334(1.287-1.382) <.001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1.128(1.102-1.155) <.001 1.128(1.102-1.155) <.001 1.119(1.093-1.146)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955(0.947-0.962) <.001 0.962(0.955-0.969) <.001 0.959(0.952-0.966) <.001

Gender

Men 1.782(1.770-1.794) <.001 1.783(1.771-1.795) <.001 1.783(1.771-1.795)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1.606(1.578-1.635) <.001 1.606(1.577-1.635) <.001 1.607(1.578-1.636)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301(1.270-1.333) <.001 1.302(1.271-1.334) <.001 1.303(1.272-1.335)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211(1.209-1.214) <.001 1.212(1.209-1.215) <.001 1.212(1.210-1.215) <.001

C-statistics 0.830 0.830 0.830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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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입원환자

체 환자를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29),간호사 비율은 보

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간호사

확보수 의 경우 Model-①,③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는데 확보수

이 높을수록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Model-①,③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고 확보수 이 높

을수록 사망확률이 감소하 다.

의원에 비해 상 종합,종합,병원 순으로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높았고 병상가동률이 1% 증가할 때,사망확률은 1~2%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군

보다 낮았고 국공립,교육기 입원환자의 사망확률이 아닌 기 의

입원환자보다 높았다.병상가동률은 높아질수록 사망확률은 낮아졌

다.

연령이 높아질 때,Elixhauser 수가 높아질 때 사망확률은 높아

졌고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사망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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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CI) p OR(95%CI) p OR(95%CI) p

RNProportion 1.000(0.999-1.001) .707 1.002(1.001-1.003) <.001 1.000(0.999-1.001) .38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1.010(1.002-1.017) .011

Adj.inpatienttoRNratio 1.015(0.994-1.036) .176
BedtoRNratio 1.187(1.114-1.264)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0.666(0.593-0.748) <.001

Adj.inpatienttoNAratio 1.093(0.925-1.291) .299

BedtoNAratio 0.812(0.678-0.971) .023
Typeofhospital

Tertiary 30.972(26.656-35.986) <.001 35.651(30.719-41.375) <.001 35.189(30.303-40.863) <.001
General 25.386(21.912-29.410) <.001 29.731(25.71-34.380) <.001 29.301(25.308-33.924) <.001

Secondary 13.470(11.649-15.576) <.001 16.112(13.975-18.576) <.001 15.920(13.782-18.389)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0.999(0.998-0.999) <.001 0.999(0.998-0.999) <.001 0.998(0.998-0.999) <.001

Location
Metropolis 0.773(0.748-0.798) <.001 0.762(0.738-0.786) <.001 0.757(0.733-0.782) <.001

Smallcity 0.827(0.799-0.855) <.001 0.819(0.791-0.847) <.001 0.815(0.788-0.844) <.001
Rural Ref. Ref. Ref.

Table29.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deathofinpatientsattheindividu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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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CI) p OR(95%CI) p OR(95%CI) p

Public

Yes 1.328(1.282-1.376) <.001 1.329(1.283-1.377) <.001 1.332(1.286-1.380) <.001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1.126(1.100-1.152) <.001 1.1260(1.100-1.152) <.001 1.115(1.089-1.142)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0.958(0.951-0.965) <.001 0.966(0.959-0.974) <.001 0.963(0.956-0.970) <.001

Gender

Men 1.607(1.579-1.636) <.001 1.607(1.578-1.635) <.001 1.608(1.579-1.637)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1.785(1.772-1.797) <.001 1.785(1.773-1.797) <.001 1.785(1.773-1.797)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303(1.272-1.334) <.001 1.304(1.273-1.336) <.001 1.305(1.275-1.337)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score 1.212(1.209-1.215) <.001 1.213(1.210-1.215) <.001 1.213(1.210-1.216) <.001

C-statistics .856 .855 .855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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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입원

(1)상 ․종합병원 입원환자

상 ․종합병원 입원환자 분석에서(Table30)간호사 비율은 재입

원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입원환자수,보정입원환자수,병상수 기 어느 것을 기

으로 하든 확보수 이 증가할수록 재입원 확률도 증가하 다.

상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높았고 병상수가 증가할 때,재입원 확률도 증가하 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입원환자의 재입원 확률이 군보다 낮았고 국공립,민

간 의료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재입원 확률 차이는 없었다.교육

기 입원환자는 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입원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낮았다.병상가동률은 증가할수록 재입원 확률도 증가했다.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높았고 연령과 Elixhauser 수가 증가할 때 재입원 확률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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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RNProportion 1.002(1.002-1.003) <.001 1.002(1.001-1.003) <.001 1.002(1.002-1.003)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1.217(1.181-1.253) <.001

Adj.inpatienttoRNratio 1.316(1.269-1.364) <.001

BedtoRNratio 1.238(1.201-1.276)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487(1.309-1.689) <.001
Adj.inpatienttoNAratio 1.597(1.370-1.861) <.001

BedtoNAratio 1.499(1.305-1.722) <.001
Typeofhospital

Tertiary 1.398(1.379-1.418) <.001 1.391(1.372-1.411) <.001 1.403(1.384-1.423) <.001

General Ref. Ref. Ref.

NofBeds(10beds) 1.003(1.002-1.003) <.001 1.003(1.002-1.003) <.001 1.002(1.002-1.003) <.001

Location
Metropolis 0.578(0.566-0.590) <.001 0.577(0.565-0.589) <.001 0.576(0.564-0.588) <.001

Smallcity 0.598(0.584-0.611) <.001 0.595(0.582-0.609) <.001 0.596(0.583-0.609) <.001

Rural Ref. Ref. Ref.

Public

Yes 1.008(0.984-1.033) .531 1.009(0.985-1.034) .447 1.006(0.982-1.031) .639
No Ref. Ref. Ref.

Table30.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rehospitalizationofinpatientsattertiaryandgeneral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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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Education

Yes 0.965(0.955-0.975) <.001 0.964(0.954-0.975) <.001 0.967(0.956-0.977)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1.100(1.094-1.107) <.001 1.103(1.097-1.110) <.001 1.080(1.074-1.086) <.001
Gender

Men 1.133(1.123-1.143) <.001 1.133(1.123-1.143) <.001 1.133(1.123-1.143)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Insurancetype 1.057(1.054-1.060) <.001 1.057(1.054-1.060) <.001 1.057(1.054-1.060) <.001
Medicalbenefit 1.078(1.062-1.095) <.001 1.077(1.061-1.094) <.001 1.078(1.062-1.095)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130(1.128-1.132) <.001 1.130(1.128-1.132) <.001 1.130(1.128-1.132) <.001

C-statistics .641 .641 .641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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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의원 입원환자

반 으로 병․의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Table

31),간호사 비율은 재입원 확률을 1%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간호사 확보수 의 경우,입원환자수 보정입원환자

수를 기 으로 한 모델에서는 간호사 확보수 이 증가할 때 재입원

확률이 낮아졌으나 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반 경향이 나

타났다.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에서는 입원환자수,병상수를 기 으

로 했을 때 확보수 이 증가할수록 재입원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의원에 비해 병원의 재입원 확률이 낮았고 병상수가 증가할 때,

재입원 확률은 증가하 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입원환자의 재

입원 확률이 군보다 높았고 국공립,교육기 인 의료기 입원환자

의 재입원율은 체 으로 민간,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입원환

자보다 높았다.병상가동률은 높아질 때,재입원 확률은 높아졌다.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높았고 연령과 Elixhauser 수가 증가할 때 재입원 확률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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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RNProportion 1.001(1.000-1.001) <.001 1.002(1.001-1.002) <.001 1.001(1.001-1.001)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998(0.996-1.000) .119

Adj.inpatienttoRNratio 0.673(0.645-0.702) <.001
BedtoRNratio 1.269(1.237-1.303)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002(1.001-1.003) <.001
Adj.inpatienttoNAratio 0.760(0.735-0.786) <.001

BedtoNAratio 1.408(1.392-1.424) <.001
Typeofhospital

Secondary 0.666(0.654-0.678) <.001 0.666(0.655-0.678) <.001 0.737(0.724-0.750)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1.008(1.007-1.008) <.001 1.006(1.006-1.007) <.001 1.009(1.008-1.010) <.001

Location
Metropolis 1.156(1.137-1.176) <.001 1.196(1.176-1.217) <.001 1.094(1.075-1.113) <.001

Smallcity 1.023(1.004-1.043) .019 1.042(1.022-1.063) <.001 1.001(0.982-1.020) .943
Rural Ref. Ref. Ref.

Table31.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rehospitalizationofinpatientsatsecondary

hospitalsand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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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Public
Yes 0.970(0.917-1.026) .284 1.014(0.959-1.073) .626 0.945(0.893-0.999) .048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734(0.637-0.846) <.001 0.731(0.634-0.842) <.001 0.737(0.639-0.849)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1.013(1.011-1.016) <.001 1.002(0.999-1.005) .117 0.995(0.992-0.997) <.001

Gender
Men 1.026(1.014-1.038) <.001 1.023(1.011-1.035) <.001 1.019(1.007-1.031) 0.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1.278(1.274-1.283) <.001 1.275(1.270-1.279) <.001 1.260(1.256-1.264)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169(1.145-1.193) <.001 1.167(1.143-1.191) <.001 1.165(1.142-1.189)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029(1.026-1.033) <.001 1.027(1.023-1.030) <.001 1.037(1.033-1.040) <.001
C-statistics .628 .632 .636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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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 이상 의료기 입원환자

병원 이상 의료기 입원환자 분석(Table32)에서 간호사 비율

은 병상수를 기 으로 한 Model-③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입

원 확률을 1% 미만으로 증가시켰다.간호사 확보수 의 경우,보정

입원환자수(Model-②) 병상수(Model-③)를 기 으로 했을 때 확

보수 이 증가할수록 재입원 확률도 증가하 으나 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Model-①)는 오히려 재입원 확률이 감소했다.간호

보조인력 확보수 의 경우에는 간호사 확보수 과 반 되는 경향이

나타나 Model-②,③에서는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재입원 확률이 감

소하고,Model-①에서는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재입원 확률이 증가

했다.

재입원 확률은 병원에 비해 상 종합병원은 높았고 종합병원은

낮았다.병상수가 증가할 때,재입원 확률은 증가하 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입원환자의 재입원 확률이 군보다 낮았고 국공립,교

육기 인 의료기 입원환자는 민간,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입

원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낮았다.병상가동률은 높아질수록 재입원

확률은 높아졌다.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높았고 연령과 Elixhauser 수가 증가할 때 재입원 확률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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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RNProportion 1.002(1.002-1.003) <.001 1.000(0.999-1.000) 0.010 0.999(0.999-0.999)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0.981(0.973-0.989) <.001

Adj.inpatienttoRNratio 1.069(1.056-1.082) <.001
BedtoRNratio 1.229(1.197-1.261)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159(1.108-1.213) <.001
Adj.inpatienttoNAratio 0.505(0.464-0.550) <.001

BedtoNAratio 0.493(0.454-0.534) <.001
Typeofhospital

Tertiary 1.094(1.074-1.114) <.001 1.134(1.113-1.155) <.001 1.114(1.093-1.135) <.001

General 0.779(0.769-0.789) <.001 0.791(0.781-0.801) <.001 0.781(0.772-0.792) <.001
Secondary Ref. Ref. Ref.

NofBeds(10beds) 1.003(1.003-1.003) <.001 1.003(1.003-1.003) <.001 1.003(1.003-1.003) <.001
Location

Metropolis 0.774(0.762-0.785) <.001 0.784(0.772-0.795) <.001 0.776(0.765-0.788) <.001
Smallcity 0.744(0.732-0.756) <.001 0.751(0.739-0.763) <.001 0.748(0.736-0.760) <.001

Rural Ref. Ref. Ref.

Table32.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rehospitalizationofinpatientsattertiary,

generalandsecondary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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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Public
Yes 0.955(0.934-0.976) <.001 0.953(0.932-0.975) <.001 0.961(0.940-0.983) 0.001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970(0.960-0.981) <.001 0.965(0.955-0.975) <.001 0.957(0.947-0.967)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1.031(1.028-1.035) <.001 1.023(1.020-1.026) <.001 1.030(1.026-1.033) <.001

Gender
Men 1.114(1.106-1.123) <.001 1.114(1.105-1.122) <.001 1.115(1.106-1.123)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1.076(1.074-1.079) <.001 1.076(1.073-1.078) <.001 1.076(1.074-1.079)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116(1.102-1.130) <.001 1.115(1.101-1.129) <.001 1.116(1.102-1.130)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108(1.106-1.110) <.001 1.107(1.106-1.109) <.001 1.108(1.106-1.110) <.001
C-statistics .628 .628 .628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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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입원환자

체 입원환자를 상으로 분석했을 때(Table33),간호사 비율은

재입원 확률을 1%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간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보정입원환자수 기 ,병상수 기 으로

했을 때 반 의 양상이 나타났다.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했을

때(Model-②)에는 확보수 이 증가할수록 재입원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병상수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확보수 이 증가할수록 재입

원 확률도 높아졌다.

의원에 비해 상 종합,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재입원 확률이 낮

았고 병상 수가 증가할 때,재입원 확률은 증가하 다.구‧시에

치한 의료기 입원환자의 재입원 확률이 군보다 낮았고 국공립은

민간의료기 보다 교육기 은 교육기 이 아닌 의료기 보다 재입

원 확률이 낮았다.병상가동률은 높아질수록 재입원 확률은 높아졌

다.

남성이 여성,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재입원 확률이

높았고 연령과 Elixhauser 수가 증가할 때 재입원 확률이 증가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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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RNProportion 1.001(1.001-1.002) <.001 1.001(1.001-1.001) <.001 1.002(1.002-1.002) <.001

RNstaffing

InpatienttoRNratio 1.000(0.997-1.002) .780
Adj.inpatienttoRNratio 0.955(0.933-0.977) <.001

BedtoRNratio 1.255(1.231-1.279) <.001

NAstaffing
InpatienttoNAratio 1.002(1.002-1.003) <.001

Adj.inpatienttoNAratio 0.777(0.753-0.802) <.001
BedtoNAratio 1.466(1.449-1.484) <.001

Typeofhospital
Tertiary 0.713(0.697-0.730) <.001 0.726(0.710-0.743) <.001 0.789(0.771-0.807) <.001

General 0.507(0.498-0.517) <.001 0.512(0.503-0.521) <.001 0.566(0.556-0.577) <.001

Secondary 0.647(0.638-0.656) <.001 0.643(0.634-0.652) <.001 0.729(0.718-0.740) <.001
Clinic Ref. Ref. Ref.

NofBeds(10beds) 1.003(1.003-1.003) <.001 1.003(1.003-1.003) <.001 1.003(1.003-1.003) <.001
Location

Metropolis 0.858(0.847-0.869) <.001 0.871(0.860-0.882) <.001 0.817(0.806-0.828) <.001

Smallcity 0.814(0.802-0.826) <.001 0.822(0.810-0.834) <.001 0.790(0.779-0.802) <.001
Rural Ref. Ref. Ref.

Table33.Impactsofnursingskillmixandstaffinglevelonrehospitalizationofinpatientsatindividu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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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② Model-③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Public
Yes 0.931(0.911-0.952) <.001 0.931(0.911-0.952) <.001 0.932(0.912-0.953) <.001

No Ref. Ref. Ref.

Education

Yes 0.968(0.958-0.978) <.001 0.970(0.960-0.980) <.001 0.959(0.949-0.969) <.001
No Ref. Ref. Ref.

Bedoperationrate 1.024(1.021-1.026) <.001 1.018(1.015-1.020) <.001 1.007(1.004-1.009) <.001

Gender
Men 1.078(1.070-1.085) <.001 1.077(1.069-1.084) <.001 1.078(1.070-1.086) <.001

Women Ref. Ref. Ref.

Age(10years) 1.140(1.137-1.142) <.001 1.139(1.136-1.141) <.001 1.133(1.130-1.135) <.001

Insurancetype

Medicalbenefit 1.106(1.092-1.119 <.001 1.106(1.092-1.119) <.001 1.107(1.094-1.121) <.001
Healthinsurance Ref. Ref. Ref.

Elixhauser score 1.095(1.093-1.096 <.001 1.094(1.093-1.096) <.001 1.098(1.096-1.100) <.001
C-statistics 0.628 0.629 0.635

Note) Model-ⓛ: Measuring staffing by ‘inpatient-to-registered nurse (RN) or nurse assistant (NA) ratio’

       Model-②: Measuring staffing by ‘adjusted-inpatient-to-RN or NA ratio’

       Model-③: Measuring staffing by ‘bed-to-RN or N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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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토 의

1.우리나라의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비율이 상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 다.상 종합병원의 간호사 비율이 86.8%

임에 비해 의원은 19.0%에 불과하 다.의료기 종별 차이는 간호

인력 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그 의료기 을 이용하는 환

자의 증도이기 때문이다(조수진 & 김진 ,2011).본 연구에서

증환자 비율은 상 종합병원,종합병원이 15% 수 인데 비해 병원

은 9.1%,의원은 1.4%에 불과하 다. 증환자 비율이 높은 상 종

합병원,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보조인력이 체할 수

없기 때문에 실 으로 간호사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간호사 확보수 을 측

정했을 때,보정입원환자 비 간호사수는 0.23이었다.이는 간호사

비 환자수로 환산하는 경우 약 4.35,즉,입원일당 간호사 일인이

돌보는 환자수가 4.35인이 된다.법 으로 간호사 비 환자수의 최

소수 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내․외과 병동

을 기 으로 했을 때 한 근무교 (shift)에서 간호사 비 환자수를

5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호주 빅토리아주 역시 한 근무교 당 4~6

으로 정하고 있다(이한주 등,2009).본 연구에서 측정한 간호사 확

보수 은 입원일 기 이므로 이를 근무교 로 환산하는 경우 간호

사 비 환자수는 최소 132)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호주 빅토리아

주에 비해 매우 간호사 확보수 이 낮은 실정이다.본 연구결과 뿐

2) ‘4.03인×3 ’로 계산한 값으로 유휴인력까지 고려하게 되면 간호사 비 환자수는 13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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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우리나라 간호사수(인구 천명당 4.5인)가 OECD 국가 평

균(인구 천명당 8.4인)(OECD,2011)의 반수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더 많은 간호사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환자의 건강결과와의 계

본 연구에서는 기 단 환자단 에서 간호사 비율,간호사 확

보수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환자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기 단 ,환자단 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했으

나 체 으로 종속변수가 입원일수일 때에는 간호사 간호보조

인력 확보수 이 낮을 때 입원일수가 증가하 다.그러나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련 변수와 사망 는 재입원과의 연 성을 분

석한 결과에서는 일 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1)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입원일수와의 계

환자단 분석에서 간호사 비율은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었으나 기 단 분석에서는 오히려 양의 상 계를 보 다.간

호사는 간호보조인력에 비해 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 비율이 높은 경우 환자의 건강결과

는 좋아진다.그러나 본 연구의 두 결과가 상반되는 것과 마찬가지

로 그동안 실시된 연구결과 역시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질 때 환자

의 건강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환

자의 건강결과를 입원일수로 측정한 연구를 도,간호보조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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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질 때 입원일수가 증가한다는 연구(Barkell등,2002;

Cho등,2003;Frith등,2010)가 있는 반면,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다는 연구(Newhouse등,2005)도 있었다.

간호사 비율과 환자 건강결과와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거

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간호인력 구성을 측정하는 간호사

비율 변수의 한계 때문이다.간호사의 능력은 간호사의 교육수 ,

문성,경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Kane등,2007) 체 간

호인력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숫자로서 간호사의 능

력을 표 하는 것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기존 연구(Carr-Hill&

Jenkins-Clarke,2003)에서는 외면 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역할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으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간호

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제공하는 간호에는 질 인 차이가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환자 목욕을 시킬 때,간호보조인력은 단순히 목욕

을 시키는 것에 비해 간호사는 목욕시간 동안 피부 상태,실 등

문제가 있는지를 살폈으며(Grey,1992;Crossan& Ferguson,2005

에서 재인용)동일한 기본간호(primarynursing)를 제공하더라도 간

호사는 환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 으며 문제발견 시

정교한 략을 세워 간호를 제공하 다(Dewar,1992;Crossan&

Ferguson,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비 간호사수,조정입원환자 비 간호

사수,병상 비 간호사수가 증가할 때,즉,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

때 입원일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국내외 연구(이한주 등,

2011;조수진 등,2011;Amaravai등,2000;Frith 등,2010;

Pronovost등,1999)에서도 간호사 확보수 이 증가할 때 입원일수

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환자간호에서 가장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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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감시(surveillance)로 이는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는 잠재

인 문제를 발견하여 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서 해사건을

이는 것을 의미한다(Dresser,2012).감시를 하게 수행하기 해

서는 간호사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간호사 확보수

을 증가시킴으로써 필수간호의 미제공 는 오류(error)를 일 수

있고 환자와 보호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시간을 증가시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감시가 소홀해져 환자의 합병증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입원일수는 길어지게 된다(Spetz등,2013).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 과 마찬가지로 간호보조인력 확보

수 역시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간호보

조인력 확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이유 역시 감시

로서 설명가능하다.국내 간호인력 체계와 차이가 있어 직 인 비

교는 어려우나 해외연구에서도 간호사(registerednurse)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실무간호사(practicalnurse)역시 확보수 이 증가

할 때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결과(Fritz등,2010)를 확인할 수 있었

다.그런데,동일 연구(Fritz등,2013)에서는 요로감염,욕창,낙상

등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공기색 증(airembolism), 카

테터 련 감염발생 등 합병증을 고려했을 때에는 간호사 확보수

이 실무간호사 확보수 보다 입원일수 감소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본 연구에서는 일부 모델에서 오히려 간호보조인

력 확보수 의 향력이 간호사 확보수 의 향력보다 높게 측정

되기도 하 는데 이는 간호와 한 연 성이 있는 간호민감결과

(nursingsensitiveoutcome)를 측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일 가

능성이 크다.낙상,욕창,2차 감염 등의 간호민감결과를 고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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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민감결과를 고려하여 입원일수를 분석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상 ․종합병원 분석에서는 간호사 확보수 을 어느 방법으로 측

정하든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었으나 병․의원 분석에서

간호사 확보수 은 입원일수와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이

와 반 로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은 상 ․종합병원 분석에서는 입

원일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없었으나 병․의원 분석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측정하든 일 으로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었다.이러한 상은 재의 간호인력 황을 그 로 반 하고 있

는 측면이 크다.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비율은 80%

이상으로 이들 기 의 입원병동에서는 간호사가 입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 확보수 만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반면,병․의원에서는 간호

사 비율이 낮아 실제 입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이 체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이 입원일수와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2)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과 사망,재입원과의 계

본 연구에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은 기 단 에서 측정한

사망률,재입원율,환자단 에서 측정한 사망,재입원에 일 인

향을 미치지 못했다.이 결과는 2008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

여 간호 리료 등 과 입원환자 건강결과와의 련성을 본 연구(조

수진 등,201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이 연구에서는 간호 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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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아졌지만 사망률,

재입원율은 간호 리료 등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사망률,재입원율과 일 인 경향

을 보이지 않는 것은 행정자료를 가지고 환자의 증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사망과 재입원은 환자의 증도에 크게

좌우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 로 보정해야 독립변수의 불편

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DRG 증도,

Elixhauser 수는 환자 상태를 반 으로 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구체 으로 악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있다.기 단 분석에

서 사용한 DRG 증도는 환자의 주진단,수술 난이도를 반 하여

개발되었으나 0~3 으로 표 되기 때문에 환자의 증도를 구체

으로 악할 수는 없다.환자단 분석에서 사용한 Elixhauser 수

는 0~31 으로 표 되나 주진단과 동반상병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오히려 간호사 비율 는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을

때 사망률 는 재입원율이 높아지는 양상도 찰되었다.이는 본

연구가 단면연구로 후 계를 보정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특

정 의료기 을 선택할 때,환자 특성 는 의도가 작용하나 본 연구

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증환자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의료기 을 선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의료기 은 부분 간호

사 비율이 높고 간호사 확보수 도 높다.그러므로 간호사 비율과

간호사 확보수 이 높은 의료기 에서 사망률 는 재입원율이 높

은 양상을 보이게 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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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사 확보수 측정방법에 한 논의

재 건강보험에서는 간호사 비 병상수를 기 으로 수가를 책

정하고 있다.간호사 비 병상수 역시 간호사 확보수 을 반 하는

변수이긴 하나 병상가동률에 따라 실제 확보수 과 차이가 발생하

는 단 을 지니고 있다.병상가동률이 높은 기 의 실제 간호사 확

보수 은 간호사 비 병상수로 보고되는 것보다 낮을 수 있고 병

상가동률이 낮은 기 은 반 로 높을 수 있다.그러므로 기존 연구

에서는 실제 간호사 확보수 을 수가와 연계시키기 해서는 간호

리료 수가 기 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김성재 & 김진 ,2014;조수진 등,2011;이한주 등,2009,

2011).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 을 병상수를 기 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보정입원환자수를 기 으로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결과

와 더 연 성이 있음을 기 하 으나 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

다.일부 분석에서는 두 기 으로 측정한 확보수 변수가 건강결과

에 미치는 향이 반 로 분석되기도 하 다.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첫째,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

사수는 의료기 체 간호사수로 실제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그리고 의료기 마다 입원과 외래서비스에

할당된 간호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 측정치와 실제 확

보수 과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둘째,의료법시행규칙 상의

기 에 따라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간호사수가 체 의료기 의 자료

이기 때문에 환자수 역시 체 의료기 의 자료로 만들기 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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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외래환자수를 입원환자수로 치환하 다.그러나 이 방법

은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간호사 업무량을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정책 함의

본 연구에서는 반 으로 간호사 확보수 이 증가할 때 입원일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특히 상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확보

수 이 증가할 때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와 같은

결과는 병․의원보다 수치상으로 간호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 ․종합병원이 실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다시 생

각하게 만든다.기존 연구에서 보면 간호사 확보수 이 충분한 경우

에는 간호사 확보수 이 증가하면서 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김문실 등,2004;Rothberg 등,

2005).상 ‧종합병원은 병․의원에 비해 증환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간호업무량은 훨씬 많다.그러므로 간호사 확보수 에

있어 병․의원에 비해 높은 기 을 용해야 한다. 재 건강보험에

서는 간호 리료 등 을 용할 때,상 종합병원만 종합병원,병원,

의원에 비해 높은 기 을 용하고 있다. 재 기 이 한지,

재 기 이 간호사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지 재조사를 통해

기 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병‧의원 분석에서는 간호보조인력 확보수 역시 입원일

수를 감소시켰으나 동시에 이 기 에서 간호사 비율은 입원일수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병‧의원의 경우 기 별 간호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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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수 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입원

서비스 질의 격차를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병‧의원이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는 것에는 병원 경 상의 문제,지역 내 간호

사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이한주 등,2009).간호 리료 등

기 을 환자수로 변경하는 경우 소병원의 등 이 높아지는 것

으로 측정된 바(김진 & 김성재,2014),간호 리료 등 기 을

변경하고 이들 기 이 간호사 고용을 높이도록 인센티 를 주는 등

종합 인 책이 요구된다.

5.연구의 한계 제언

1)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간호인력 구성과 확보수 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변

수가 입원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그리고 확보

수 을 병상수 기 외 환자수 기 으로도 측정하여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환자의 증도

를 보정하지 못했다는 ,간호사 비 환자수 측정 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치환하는 계산에서 생긴 오차 등의 한계 을 지니고 있

다.이 외 행정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 역시 지

니고 있다.

첫째,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련 변수

는 의료기 체의 푯값으로서 특정 병동의 상황을 반 하는 것

이 아니다.의료기 내 개별 병동의 특성에 따라 체 간호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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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확보수 역시 차

이가 있다.

둘째,행정자료의 신뢰도 문제이다.요양기 황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상환받기 한 자료이기 때

문에 비용을 상환받기에 유리한 질병코드를 사용하고 의료비와 상

없는 자료는 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주진단 일치도가 다빈도

상병 5개를 기 으로 했을 때에는 75.1%(한순미 & 김 한,2010),

뇌 질환자를 상으로 했을 때에는 83.0%(박종구 등,2000)로 다

소 높았으나 주진단 외 자료에 해서는 일치도에 한 연구가 없

는 실정이다.

2)제언

간호인력 확보수 과 입원환자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분석한 국

내연구는 모두 행정자료인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간

호사 확보수 을 간호사 비 병상수 혹은 간호 리료 등 으로 측

정하 다.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을 두어 간호사 확보수 을 간

호사 비 보정입원환자수로 측정하 으나 최종 으로 입원환자 건

강결과와 일 인 연 성을 보이지 않아 보정입원환자 계산에 한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행정자료인 건강보험청구자료로는 간호사

확보수 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병동단 에서 실제

간호사 확보수 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서는 환자의 건강결과를 입원일수,사

망률,재입원율 정도로만 악할 수 있다.김윤미 등(2012)이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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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결과로서 폐렴,패 증,요로감염을 활용하기도 하 지만 의료

기 에서 발생한 환자의 해사건은 건강보험청구 시 질병코드에서

락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통해 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여러 환자군에서 다양한 종속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간호의 질과 환자 건강결과와의 연 성이 견고하게 입증된다.실

제 간호가 제공되는 곳은 병동이나 국내에서는 환자실 외(Cho등,

2008)병동 단 를 상으로 한 연구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향후

실제 병동 단 를 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 건강결과를 측정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 135 -

제7장 결론

본 연구는 기 단 ,환자단 에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이

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환자 건강결과에 따라

간호사 비율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병‧의원 분석에서 간호사

비율이 높을 때 입원일수가 감소하 다.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확

보수 이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반 으로 감소하 고 그 효과는

상 ‧종합병원,병‧의원 분석에서 각기 달리 나타났다. 체 으로

간호사가 주로 입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 ‧종합병원에서 간호

사 확보수 은 환자의 입원일수에 향을 미쳤다.병‧의원에서는 간

호보조인력 확보수 역시 환자 건강결과에 정 인 향을 주나

간호사 비율이 높을 때 환자의 입원일수가 감소하 다.향후 환자구

성을 고려한 간호업무량을 측정하여 간호사 확보수 련 건강보

험 기 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병동단 에서 간호인력 구성

확보수 을 측정하여 다양한 입원환자 건강결과와의 련성을 탐색

하는 연구는 효과 인 간호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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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ofnursestaffingon

inpatienthealthoutcomes

ChoSu-Ji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Nursingskillmixandnursestaffingcharacteristicsdetermine

the quality ofnursing.Studies in Kor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nursing skillmix and patientoutcomeshavenot

beenconducted,andnursestaffinghavebeentypicallymeasured

in terms of the ‘nurse-to-bed ratio’ instead of the

‘nurse-to-patientratio.’Thisstudy aimsto examinehow the

nursing skillmix and staffing characteristics impact patient

outcomesatbothindividualandorganizationallevel.

Nationalhealthinsuranceclaimsdataandhospitalregistration

datafrom theyear2010wereusedinthisstudy.Patientswith

mentaldiseases,thosewhounderwentpregnancy and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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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thosewhowereunder18yearsoldwereexcluded.Finally,

4,552,106patientsin4,984hospitalswereanalyzed.Nursingskill

mixwasmeasuredbytheproportionofregisterednurses(RNs)

andnursestaffinglevelsweremeasuredbythreevariables,the

‘inpatient-to-RN ratio’,the‘adjusted-inpatient-to-RN ratio’,and

the‘bed-to-RN ratio’.Nurseassistant(NA)staffinglevelswere

measuredin thesamemannerasRN staffing.Thelength of

stay,the mortality,and the rehospitalization were used as

inpatientoutcomesatboth organizationalandindividuallevel.

Regressionanalysiswasusedasameansoforganizationallevel

analysis.A multi-levelanalysis assumed random coefficient

modelandlogisticregressionwereappliedintheindividuallevel

analysis.

TheRN proportiontendedtobehigherasscaleofthehospital

increased.TheRN proportionattertiaryhospitalswashighest,

whereastheRN proportion atclinicswaslowest.Thenurse

staffinglevelmeasuredintermsofthe'adjusted-inpatient-to-RN

ratio'washighestatsecondaryhospitals,butthatmeasuredin

termsofthe'bed-to-RNratio'washighestattertiaryhospitals.

TheRNproportionwasnotcorrelatedwithpatientoutcomesat

theorganizationallevel.HigherlevelofRN and NA staffing

reducedlengthofstay.Specifically,thehigherRN staffinglevel

waslinkedtoareducedlengthofstayattertiaryandgeneral

hospitals.However,theRN and NA staffing levelswerenot

related to the mortality rate or the rehospita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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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ly.

A higherRNproportionwaslinkedtoareducedlengthofstay

attheindividuallevel.Inaddition,thehigherRN staffinglevel

wascorrelated with a reduced length ofstay by patientsat

tertiary and generalhospitals.The NA staffing level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ngth ofstay by patients at

hospitalsandclinics,whereasthenursingskillmixandstaffing

level were not related to decreases in the death and

rehospitalizationrates.

TheRN skillmixandstaffingaffectedhow longthepatients

stayedinthehospital.Futurestudy can measureRN staffing

levelsmorepreciselyandanalyzetheimpactofthenurseskill

mix andRN staffing levelsonpatienthealthoutcomesatthe

unitlevel.

Keywords :nurse,skillmix,staffinglevel,lengthofstay,

mortality,rehospitalization

StudentNumber:2010-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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