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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는 응급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받을
순서를 정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의
주요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6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에 관한 개념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속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문항과 척도를 개발하였다. 3단계에서는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중증도 분류 전문가 10인에게 초기문항이 구성요인에
속하는 지와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받았다. 4단계에서는 20명의 응급실
간호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다.

5단계에서는 4단계를 거쳐 수정된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 25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6단계에서는 최종도구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의

개념분석에서는

임상적

판단,

전문가적 사정, 운용, 개인적 대처 및 의사소통을 포함한 5개 속성과 19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2단계에서는 속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57문항을 개발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항을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문항을

4단계에서는

구성

의미가

요인에

명확하지

재

배정하여

않은

4문항의

50문항을

선정하였다.

문구를

수정하였다.

5단계에서는 문항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5개 요인 30문항이
도출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χ2/df=2.46,

RMR=.036,

RMSEA=.077). 응급실 경력에 따라 초보자, 상급 초보자, 적임자 및
숙련가로 분류했을 때 도출된 30문항의 각 그룹별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02,

p=.001).

도출된

30

문항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측정도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475, p<.001), 최종 모형의
i

신뢰도는 .911이었다. 6단계에서는 최종 도출된 도구를 살펴보았다. 본
도구는 5개 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0점에서 120까지의 점수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중증도 분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 도구개발, 개념분석
학

번: 2014-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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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종합병원 응급실에서의 중증도 분류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을 신속하게
사정하여, 적절한 중증도 등급을 할당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다(Emergency Nurses Association[ENA], 2007). 정확한
중증도 분류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중증도 분류자(triage officer)의 대부분은 간호사이다(Edwards, 2014;
Göransson, Ehnfors, Fonteyn, & Ehrenberg, 2008). 국외의 보고에
의하면 중증도 분류자의 70~99%가 간호사였고, 국내에서도 76.5%가
간호사였다(Göransson, Ehrenberg, & Ehnfors, 2005b; Park et al, 2014).
간호사가 내린 결정에 따라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순서가 정해지고 이러한
결정은 내원한 환자의 안전과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중증도 분류를 해야한다(Axley, 2008). 미국에는
중증도 분류를 시작하려는 간호사는 임상 프리셉터 교육이 포함된 중증도
분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밖에도 성인과 소아의 심폐소생술,
외상간호

및

노인간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ENA,

2011).

그러나

국내에는 중증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중증도 분류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응급실 마다 자체적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Park et al.,
2014).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교육 과정에도 중증도 분류자의 역량
증진을 위한 내용과 이를 평가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KTAS 위원회,
2015). 중증도 분류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량의 속성을 찾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하다(Edwards, 2014; ENA, 2011).
응급실 간호사가 중증도 분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은 정확한
임상적 판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상적 판단(clinical judgment)은

1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하며(Noon, 2014; Rubenfeld, Scheffer, & Rich, 2014) 중증도
분류의 대표적인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Edwards, 2014; University of Newcastle, 2009).
응급실 간호사들은 임상적 판단이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Cone & Murray, 2002), 실제로도 임상적 판단과
연관된

사고전략을

빈번히

사용하였다(문선희와

박연환,

2016;

Göransson et al., 2008).
임상적 판단과 더불어 중증도 분류를 위해 중요한 역량은 신속한
사정 능력이다. 응급실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의 응급상황을 사정해서 진단과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필요한 신체검진을
수행하는 과정인 사정은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역량이다(안미현, 1998;
Jones, Endacott, & Crouch, 2002; National Emergency Nurses
Association[NENA], 2014).
최근 응급실 과밀화가 증가되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역량 외에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장 상황에 필요한
역량이

강조되었다.

KTAS

위원회(2015)는

중증도

분류자는

압박상황에서의 일처리 능력, 팀원과의 협력, 임기응변 능력,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응급실은 특성상 과밀화의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호사는

중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상황에서도 팀원간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해야 하고
원활한 후속 치료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Edwards, 2014;
ENA, 2011).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환자나 보호자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Andersson et al., 2006; Chang, Chang, Kuo, Yang, & Chou,
2011; Edwards, 2014).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파악하고자

2

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역량 중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 연구는 미흡하였다. 현재 개발된 도구 중 Cone(2000)이 개발한
Triage Decision Making Inventory(TDMI)는 중증도 분류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나, 응급실의 환경적 특수성과 관련된
중요 속성은 도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에서 역량이란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므로 응급실이라는 근무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Gardner, Hase,
Gardner, Dunn, & Carryer, 2008; Spencer & Spencer, 2008).
매년 실시되는 국내 응급의료기관평가기준에 의하면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응급실의 질 평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중증도
분류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윤한덕,

정시영,

이진희,

장한석과 백은혜, 2014). 최근에는 응급실 간호사가 중증도 분류 시
간단한 검사를 지시하는 것이 과밀화를 줄일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어

중증도

분류자로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Rowe et al., 2011). 이러한 현실에 맞춰 본 연구는 중증도 분류
역량의 개념을 분석하여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개념분석 결과를 근거로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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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의 발전과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
및 기존 도구에 관한 문헌을 요약 정리하였다.

1. 응급실 중증도 분류의 발전
중증도 분류는 1797년 프랑스의 군의관 라레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많은 병사들 중 누구를 먼저 이송하여 치료를 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Tintinalli et al., 2010).
군대에서 시작된 중증도 분류는 1950~60년대에 지역사회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Edward, 2014). 그 이후
1962년

미국의

응급실에서

과밀화

상태에서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고자 간호사 주도의 중증도 분류가 최초로 시작되었다(Lähdet,
Suserud, Jonsson & Lundberg, 2009).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응급실의
과밀화는 가중되었고, 그 결과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응급 처지가
지연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Hoot & Aronsky, 2008). 이후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중증도 분류는 진료
대기시간을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점차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Edward, 2014; ENA, 2006; Hoot & Aronsky, 2008;
Oredsson et al., 2011).
국내에서는

1990년도

중반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도 분류가 도입되었다. 신준섭 등(1994)은 소아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도

분류를

최희강과

박성애(1998)가

응급실

내원

시도하였고,

환자를

긴급,

간호학에서는
응급,

준응급,

비응급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중증도
분류에 대한 각 병원의 인식이 부족했고, 간호사가 시행하는 중증도
분류에 대한 찬반의 갈등도 있었다(최희강과 박성애, 1998). 그러나
중증도

분류가

체류시간

감소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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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신준섭, 1994; 최희강과 박성애, 1998; Park et al, 2014).
최근 국내에서는 캐나다에서 개발된 응급실 중증도 분류 알고리즘인
Canadian Triage and Acuity Scale (CTAS)을 기반으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가

개발되어

2016년

1월부터

전국

응급실에

보급되었다(김상기, 2015; 김오현 등, 2013). 이후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숙지하고 기준에 따라
능숙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미국의 응급간호사회인 ENA(2011)는 중증도 분류자의 역량과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응급실 간호사만이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교육
과정에는 임상 프리셉터의 지도를 포함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015년부터
6시간의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KTAS

있으나

이

교육
교육은

KTAS의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증도 분류자의 역량과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문헌을 고찰한 결과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는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되었고,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의 개발과 함께 중증도 분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의 역량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의 위급함을 첫 인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한다(문선희와 박연환, 2016). 응급실 입구에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직관적으로 환자의 외양을 판단하여 위급함 정도를 대략 평
가하는 과정을 ‘critical first look’이라 한다(KTAS 위원회, 2015). 응급실

5

간호사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3~5초안에 직관적으로 결
정하여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KTAS 위원회, 2015). 이
러한 직관적인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 측면에
서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시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되었다

(Andersson et al., 2006; Croskerry & Nimmo, 2011; ENA, 2011). 직관
적인 판단으로 현재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의 현병
력을 청취하며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고, 최종적인
중증도 등급을 정한다(문선희와 박연환, 2016; Edwards, 2014). 이러한
임상적 판단을 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임상적 근거 및 의사
결정 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었고, 이 모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University of Newcastle, 2009). 임상적 판단이 정확한 응급실 간호사가
어떤 사고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Göransson(2008)의 연구
에서 중증도 분류 정확도가 높은 간호사들은 정확도가 낮은 간호사들에 비
해 더 많은 가설과 가정을 세운 후 판단을 하였음을 보고하여 가설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다. Zimmermann(2003)은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하는 말에서 추측하려 하지 말고, 심각한 원인이 되는 요
소들을 먼저 평가하고, 편견과 추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였다.
응급 환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임상적 판단을 내리
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 앞서 환자를 사정하여 자료를 수집하
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가 신체검진을 수행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정의 단계는 중요한 과
정으로 부정확한 사정은 응급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안미현, 1998; NENA, 2014; Santa Guzzo et al., 2012).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증가하며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위해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
게 되었다. Hitchcock(2013)등은 중증도 분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 중증도 분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응급실 과밀화, 비효과적인 팀워크, 의사소통 장애 및 중증도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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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증도 분류는 척도에 따라 매겨진 결과물이 아니
라 일련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중증도를 분류하는 간호사의 역량
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동료 간호사, 구조사, 조무사 등의 팀 구성원
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었다(KTAS 위원회,
2015).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중증도 분류 업무를 하는 응급
실 간호사에게는 팀 구성원과 협력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어 환경과 인력
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었다(Andersson et al., 2006;
Chang et al., 2016; Reay, 2016; Rehman & Azam, 2015). 즉 중증도 분
류 업무의 범위는 중등도 단계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분류가 끝난 환자
가 최종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팀원과 협력하여 공
간을 운용하는 것까지 확장되었다(KTAS위원회, 2015; Fernandes et al.,
2005).
응급실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대처 능력도 요구되었다. ENA(2011)는 응급실 간호사가 중증
도 분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의 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
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빠른 결단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TAS 위원회
(2015)는 중증도 분류자에게는 자신감, 유연성, 자주성, 적극성을 등이 요
구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은 환자의 건
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Handysides, 1996)
최근에는 환경적 특수성과 연관되어 운용, 팀원간의 협력, 환자와의 의사
소통, 개인적 대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Andersson et
al, 2006; Reay et al, 2016).

3.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 도구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Cone(2000)의 TDMI가 있다. TDMI는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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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4가지 하부 요인인 인지적 행동,
경험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직관, 비판적 사고로 구성된 38 문항의
Likert척도로

이루어진

도구이다(Cone,

2000).

TDMI의

신뢰도는 .96이었고, 도구 평가의 과정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Cone, 2000). 이 도구를 응급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Smith와 Cone(2010)은 문항을 수정하여
인지적 특성, 비판적 사고, 경험, 직관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된 37 문항을
재개발하였다.

또한

Smith(2012)는

군

병원

간호사에게

TDMI를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범주에 따라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TDMI는 중등도 분류의 핵심 속성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필요한

협력,

의사소통, 운용 및 사정과 관련된 속성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응급실 간호사의 역량 평가와 개발의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소개된
Emergency Department Triage Skills Competency (EDTSC)는 사정,
간호 중재와 기술, 의사소통, 법률적 쟁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체크
리스트이다(Harding et al, 2013). EDTSC는 프리셉터가 프리셉티의
행동을 관찰하여 5등급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역량 향상을 위한 개별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1:1 평가 도구로 다수의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힘들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다.
Zimmermann과 Sweet(2006)의 연구는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기초로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을 위한 비판적
사고의 평가를 위하여 응급환자 시나리오를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을
제시하였다(Zimmermann

&

Sweet,

2006).

이와

유사하게

KTAS

위원회(2015)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 도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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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간호사들이 실제와 유사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중증도 분류 도구를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시나리오를 이용한 문제풀이 평가 방법은 도구로
개발되지는 않았으므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되지 않아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 예상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간호학에서 의사결정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Jenkins(1988)가 개발한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CDMNS)이 있다. 이 도
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적 의사결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하부요인으로는 대안과 선택,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결론
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및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가 포함되어 있다(Waltz & Jenkins, 2001). CDMNS는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진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미경(2005)이 번역한 도구가 국
내

임상간호사의

의사결정역량의

측정에

사용되었다(박미순,

2006).

CDMNS의 Cronbach's α는 .83이고 번역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CDMNS는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간호 학
생의 의사결정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다. 따라서
이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나 응급환자를 중증도 분류하는 상황이 의사결정의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
서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한 도구를 고찰한 결과 기존의
도구는 역량에서 중요한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고, 도구의 사용
측면에서

다수의

대상자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는 역량의 중요한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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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후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 후 진행하였다(IRB
No. 1606/002-006).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웹으로 만들어진 동의서에 클릭을 한 후 웹 설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부록 1). 연구 대상자가 설문 도중 중지를 원하면 설문을 중단할
수 있고 자료는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 병원의 간호부, 응급실 간호
관리자 및 KTAS 교육의 교육 주관자에게 본 연구 자료 수집에 대해
승인을 얻은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고(부록 10), 연구 대상자에게는 응답
결과가 응급실 간호 관리자와 간호부에 통보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DeVellis (2003)의 도구개발 절차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도구 개발과 타당화 단계로
나뉜다(Figure 1).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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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development
(DeVellis, 2003)
Develop conceptual
model and definition

Development process in the study

Step 1: Concept
analysis based on
literatures

Generate an item
pool
Determine the scale
and format for
measurement

Step 2: Preliminary
item & scale
generation

Have the initial item
pool reviewed by
expert

Step 3: Content
validity of preliminary
items

Consider inclusion
of validated items

Step 4: Pre-test of
items to sample

Administer items to
a development
sample

Step 5: Test of
validity & reliability

Evaluate the items

Optimize scale
length

Instrument
development

Instrument
evaluation
Step 6: Producing
final scale

Figure 1.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triage competency scale for
emergency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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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개발
(1) 1단계: 개념분석
개념분석은 Walker와 Avant(2005)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8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응급실에서의 중
증도 분류 역량을 선정하였다.
둘째, 개념분석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을
찾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셋째,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의 활용 사례를 찾는 단계에서는 사전적
정의, 선행 연구의 결과, 타 학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중증도 분류와 역량에 관한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과
http://www.dictionary.com/을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와 타 학문에서의
사례는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단행본 서적, 정부기관과 단체의 보
고서 및 KTAS 교육 매뉴얼을 이용하였다.
넷째, 결정적 속성은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개념의 활용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들을 파악하고 분석
의 목표를 고려하여 응급실에서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결
정적 속성을 찾았다.
다섯째, 모델 사례를 개발하였다.
여섯째, 경계 사례, 반대 사례, 연관 사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례들은 본 연구자가 10년 동안 응급실에서 중
증도 분류를 했을 때 접했던 사례들을 기반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응급
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일곱째,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을 중심으로 선행 요인과 결과를 확
인하였다.
여덟째,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의 경험적 준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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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초기문항과 척도 작성
개념분석의 결과와, 기존 도구의 문항, 선행 연구 등에 근거하여 초기
문항을 개발하였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초기문항을 작성한 후 간호학 교수 1인, 응급실 간호관리자 1인, 응급실
중증도 분류 경력 7년 이상의 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과 척도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3)3단계: 초기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정
초기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정 하기 위해 각 문항의 내용과 문항-요
인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①

연구대상자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는 응급실 중증도 분류 경력 7년 이상
의 간호사 6인, 응급실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의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②

자료수집방법

내용타당도의 평가를 위해 문항을 구성 요인에 맞게 배정한 후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사용하여

Waltz와

Bausell(1981)이 개발한 4점 척도(‘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있으나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3=관련이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4=매우 관련이 있으며 간결하다’)로 평가하였다. 또한
문항이 구성 요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각 문항이 어떤 구성 요인에
포함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부록 3).
③

자료분석방법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출하여

CVI

0.8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

다.(Streiner, Norman, & Cairney, 2014). 또한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
라 문항을 해당 구성 요인에 재배치 하였다.

(4) 4단계: 문항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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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대상자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자료수집방법
2016년 8월 9일 ~12일까지 서울 소재 A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
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에게
웹으로 만들어진 도구의 인터넷 접속 주소를 전송하였다. 예비조사 대상
자는 작성된 설문에 응답한 후 질적 자료수집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단
독으로 간단한 개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③ 연구도구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도구는 3단계의 수정을 거쳐 작성된 설문으로 하
였다.
④ 자료분석방법
본 단계에서는 개발된 문항 중 이해되지 않은 단어나 어려운 문장, 응
답하기 어려운 질문, 척도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2) 도구의 평가
(1) 5단계: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단계에서는 먼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조그룹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정의 단계에서는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측
정 도구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와의 관련성을 평가하였고, 신뢰도
검정에는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①

연구대상자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한 연구 대상자는 권역 혹은 지역 응급의료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요인분석을 위해 문항 수의 5배수 이상으로 정하였다(Tabach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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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ell, 2001).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 수가 50개였으므로 250
명 이상의 대상자 모집을 계획 하였다. 계획된 대상자 수를 응급의료센
터의 규모에 따라 할당하였다. 2014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기재되어 있
는 응급의료센터 수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을 확인한 결과 권
역 응급의료센터 1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2개소가 등록되어 있었고,
간호사 수의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8.6%, 지역응급의료센터에
81.4% 였다(윤한덕 등, 2014).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250명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47명, 지역응급의료센터에 203명이 모
집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해 모
집된 연구 대상자 수는 260명 이었고, 이 가운데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50명,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210명
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평균-2x표준편차에서 평균+2x표준편차의 범위에 벗어나는 6명의 자료
를 제외하여 최종 25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Munro, 2005).
총 250명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46명(18.4%)이
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4명(81.6%)으로 응
급의료통계연보에 제시된 비율과 유사하였다.
대조그룹타당도 검정을 위한 일원분산분석의 대상자 수는 G-power
를 이용하여 4집단, 유의수준 p=.05, 효과크기 f=.4, 검정력 1-β=.8
로 하여 총 76명 이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효과크기 f는 중증도 분
류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도구인 TDMI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과정 중 임
상 경력에 따른 TDMI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자료에서 계산하였다
(Cone, 2000).
②

자료수집방법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2016년 8월 16일 ~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의 간호 교육담당자에게 연구에 관하여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이후 응급실 간호관리자나 책임간호사에게 자료수집 방법에 관해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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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병원 응급실 컴퓨터에 웹 주소를 저장해 간호사들이 설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해당 병원의 간호관리자가 직접 웹 주소를 전송하게 하였다. 또
한 KTAS 교육에 참여하러 온 간호사들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
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할 경우 웹 주소에 직접 접속하게 하였다(부록 1,8). 자료
수집이 시행된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
터 15개소였으며 설문이 끝난 후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답례로 소정
의 음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③

연구도구
준거타당도 평가를 위한 비교 도구는 4단계를 거쳐 수정된 50문항과

Jenkins(1985)의

CDMNS를 백미경(2005)이 번역한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측정도구 였다(부록 6). 준거 타당도 검정을 위해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측정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이 도구는 임상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의사결정역량을 상승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고, 한
국어로 번역된 의사결정 도구이면서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역량의 측
정에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노예서, 2010; 박진아, 2012).
④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

서술적 통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 경력, 응급실 근무 경력, 중증도 분류

경험 여부를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b.

문항분석
문항의 편중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

총점 상관계수를 측정하였고, 왜도의 임계값 기준은 ±2로 보고(탁진국,
2007)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은 삭제 문항으로 간주하였다. 문항총
점 상관계수는 각 문항의 총점과 상관관계를 구하여 .2이하인 문항은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Streiner et al., 2014).
c.

구성타당도 검증

16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이나 선행연구 혹은 경험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사전에 가정하고 하부구성요소가 서로 묶여지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Munro, 2005). 본 연구에서는 개념분석을 통해 확인된 속성과 준거를
기준으로 문항들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문항과 구성 요
인이 타당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항을 재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과 구성요인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를

판단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값이

.5이상인지,

Bartlett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p 값이 .05보다 작은 지를
확인하였다(우종필, 2012). 확인적 요인분석의 문항 추출을 위해 표준화
된 요인 부하량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여 표준화 람다 값이 .5이하인
경우와 비표준화 람다의 C.R. 값이 1.96(p<.05)이하인 경우 삭제해야
하는 문항으로 간주하였다(우종필, 2012). 선정된 모형 적합도 평가는
chi-square를 자유도로 나눈 값이 2.0 이하이면 양호, 3.0 이하이면 보
통이라고 판정하였다(송태민과 김계수, 2012; Munro, 2005). 그리고
RMR(Root Mean Squared Residual)이 .05이하이면 양호,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이하이면 좋음, .08
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으로 판정하였다(송태민과 김계수, 2012;
Munro, 2005).
대조그룹타당도는 구성타당도 검정의 종류 중 하나로 주어진 도구에
대하여 유의하게 다른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두 그룹을 선정하여
도구를 적용한 후 그 차이를 보는 방법이다(Streiner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임상 경험을 장금성(2000)의 기준에 따라 초보자 단
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중증도 분류 역량 총점의 평균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정 하였
다(p<.05).
d.

준거타당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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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측정도구의 점수와
이전 단계를 거쳐 수정된 본 도구의 점수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r 값이 .4~.8 사이인지 확인하였다(박현애, 2005).
e.

신뢰도 검정
신뢰도는 1회 측정으로 평가가 가능한 Cronbach's α로 계산하
여 .6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노경섭, 2014).

(2) 6단계: 최종도구 도출
최종도구 도출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 점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도출된 도구의 채점 및 해석방
법을 제시하였다.

18

Ⅵ. 연구결과
1. 도구개발
1) 1단계: 개념분석
(1)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모든 활용
①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의 사전적 정의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의 활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적 정
의를 살펴 본 결과 전체 단어에 대한 정의는 찾을 수 없어 각각의 단어
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았다.
응급실은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처치하는 공간이나
병원 내의 방”이라 하였다(Mosby's Medical Dictionary, 2009). 중증
도 분류는 용어의 쓰임에 따라 군의료, 병원, 정부차원에서 정의를 달리
하고 있었다. 먼저 군의료에서 중증도 분류의 정의는 “처치를 위한 우선
순위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으로 재해나 전투의 대량 재난상황에서 사상
자를 분류하는 것이나 그 원칙”이라 하였고, 병원에서는 “처치의 우선순
위에 따라 범주화 하는 것으로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나 그 원칙”이
라 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도덕적인 원칙이나 수혜자의 요구에 따
라 음식이나 외부의 도움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나 그 원
칙”이라고 하였다(Collins English Dictionary, 2014). 즉 중증도 분류의
포괄적인 의미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나눈다는 전제하에 나누는 원칙과
과정이고, 용어가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역량(competency)이라는

언어의

기원은

중세

라틴어의

‘competentia ’에서 유래되었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이라고 하고(국립국어원, 2016),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법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힘” 이라고도 하여(The American Heritage Roget’
s Thesaurus, 2014) 특정 행위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선행 연구에 나타난 중증도 분류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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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의 모든 활용을 찾기 위해 먼저 중증도 분
류와 역량의 각각의 개념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중증도 분류는 전쟁 상황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나 현재는 재난
현장, 중환자실, 응급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중증
도 분류는 한정된 침상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의 중증
도를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Sprung et al., 2013), 산부인과 문제를 가진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 할 때는 ‘obsteric triag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하였다(Zocco, Williams, Longobucco, & Bernstein, 2007). 응급실
에서 중증도 분류는 내원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환자들을 신속하게 분류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right patient,
right resources, right place, right time’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Fernandes et al., 2005). 즉 의료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는 대상자
가 누가인가에 차이가 있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역량에 관한 문헌고찰은 다음과 같다. 역량은 McClelland(1973)이
미국 외무성의 외교관 선발 인재 채용 방법을 연구하며 본격적으로 연구
되었으며 이후 사회과학이과 교육, 경영에 주로 사용 되어 업무역량, 학
습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Epstein과 Hundert(2002)는 의학에서
전문가적 역량(professional competence)의 정의와 평가에 관하여 연구
하였고, 전문가적 역량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실무에서 의사
소통, 지식, 기술, 임상적 근거, 감성, 가치, 반영을 능숙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간호학에서 역량은 1990년도 중반부터 학생과
임상 간호사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다(Axley, 2008). 국제간호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간호에서 역량이란 공통적으
로 요구되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고, 역
량에는 지식, 이해력, 판단력의 범주와 인지적, 기술적, 대인관계적 기술
의 범주와 개인적 특성, 태도의 범주가 포함된다고 하였다(INC, 2013).
국내의 간호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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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2013). 간호에서 역량에 관한 대표적인 모델인 Competency
Outcomes and Performance Assessment(COPA)에서는 8가지 기술로
사정과 중재 기술,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기술, 인간 돌봄과 관계
기술, 운용 기술, 리더십 기술, 교육 기술 및 지식 통합의 기술을 제시하
였다(Lenburg, 1999). 즉 간호에서의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알고 기술
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역량들이
통합되어 전문직 관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까지 포괄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에서 역량의 차이를 연구한 학자로는 Benner가 대표적이다.
Benner는 동일한 상황에서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쌍을 이뤄 면담을 진행
하여 초보자와 전문가가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였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
는 간호행위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간호사를 초보자(novice), 상급 초
보자(advanced beginner), 적임자(competent), 숙련가(proficient) 및
전문가(expert)의 5단계로 나누었다(Benner, 1984). 국내 임상 간호사
의 역량에 관한 연구로 장금성(2000)은 Benner의 Dreyfus Model과
임상승급제도의 실무 단계 틀을 종합하여 4단계 임상 등급인 초보자 단
계(입사 후 1년 정도), 상급 초보자 단계(입사 후 2-3년), 유능한 단계
(입사 후 4-6년) 및 숙련 단계(입사 후 7년 이상)로 임상 간호사를 구
분하였다. 임상 간호사의 역량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호 역량은
개인차가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지표로 임상 경험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도 분류와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은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분류하여
진료받을 순서를 정하여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총체적인 능력
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능력에는 지
식뿐만 아니라 기술, 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에 따른 개인차
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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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은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환자
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능력으로 임상적 판단, 신체 검진
기술이 있고, 특수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능력인 운용, 팀원
간의 협력,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정적 속성
① 문헌고찰을 통한 잠정적 기준
a.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와의 첫 대면 시 직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후
분석적인 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건강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환자를 적
재적소에 배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문선희와 박연환, 2016).
b.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는 단지 척도에 따라 매긴 숫자가 아니고 일
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사람, 의사소통, 의료 자원을 포함한다
(KTAS위원회, 2015).
c.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는 내부 요인에
는 간호사의 기술, 개인적 능력이 있고 외부 요인에는 응급실 업무환경
이 있다(Andersson, 2006).
d. 응급실 간호사가 중증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 다
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교육 제공 능력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Edwards, 2014).
e. 응급실 간호사가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대
인관계기술,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기술, 초점에 맞춘 면담 기술,
신체검진 기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
리할 수 있는 능력, 교육 제공 능력, 팀원간의 협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업무의 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환자
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능력이
필요하다(ENA, 2011).
f.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평가 영역에는 중증도 분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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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정, 간호 중재, 기록,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가 포함되어 있다
(Harding, 2013).
g.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과정은 중증도 결정, 예상되는 요구, 공
간의 운용, 공간의 창조가 포함된다(Reay, 2016).
h. 중증도 분류 시에 부정확한 사정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오류 중 하나이다(Santa et al, 2012).
② 속성의 확인
문헌고찰 결과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은 임상적 판단, 전문
가적 사정, 운용, 개인적 대처 및 의사소통의 5가지 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2)
-임상적 판단: a, c, d, e, g
임상적 판단은 중증도 분류 초기에 환자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건
강상태에 따라 예상되는 질환을 가정하고, 처치를 예상하고, 결과를
재평가하는 과정이다.
-전문가적 사정: c, e, h
전문가적 사정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임상적 판단에
의해 예상되는 질환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신체 검진을 통
해 확인하는 것이다.
-운용: a, b, e, f, g
운용은 응급실 내 유용 가능한 의료 자원과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
는 것이다.
-개인적 대처: c, d, e, f
개인적 대처는 중증도 분류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대
응으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 민첩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업무 처
리 및 융통성이 포함된다.
-의사소통: b, d, e, f
의사소통은 환자, 보호자 및 팀원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뜻을 교환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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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Attributes

a

b

c

d

e

f

g

h

Clinical judgment
Expert assessment
Management
Personal coping
Communication
Abbreviations: a-문선희와 박연환, 2016; b-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Association, 2015; cAndersson, 2006; d- Edwards, 2014; e- 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11; f- Harding, 2013; g- Reay,
2016; h- Santa et al, 2012

Figure 2. Extracted attributes by literature sources

(3)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모델 사례
김 간호사는 오늘 중증도 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김 간호사는 출근 전
오늘은 주말이라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 간
호사의 예상대로 도보로 내원한 감기 환자가 뒤섞여 응급실에 들어오고 있
었다. 김 간호사는 먼저 내원한 감기로 추정되는 환자를 초진하며 활력징
후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보호자
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언뜻 50대로 보이는 남자 환자
의 얼굴 표정이 비대칭적이라 생각했다(전문가적 사정) 김 간호사는 환자
에게 내원한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뇌졸중일 수도 있으므로
golden time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증상 발현 시간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현재 초진하고 있는 환자의 검진이 끝나면 그 50대
남자 환자를 먼저 초진하리라 마음먹었다(임상적 판단). 환자 분류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3명이 더 있었지만 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연령은
20대 ~30대로 보였고 불편한 표정 없이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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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므로 김 간호사는 50대 환자를 먼저 초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했다(임상적 판단, 운용). 김 간호사는 먼저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죄송한데 지금 들어온 저 환자가 위급한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
인하고 그 다음 초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50대 남자 환자를 불
렀다(운용). 보호자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환자를 부축해서 의자에 환자를
앉혔다. 김 간호사가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를 물었고 환자는 “어제 저
녁에 운동했고 그때 오른쪽 다리를 돌에 부딪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X-ray좀 찍어보려고 왔어요.”라고
답했다. 환자가 말한 내원 이유는 김 간호사의 예상과 달랐다. 김 간호사
는 환자가 생각한대로 손상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해야 하는 증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뇌졸중이라면 발생 시간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
음을 알고 있었다(임상적 판단). 김 간호사는 간단한 신경학적 검진을 실
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환자에게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쭉 펴고 잠시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임상적 판단, 전문가적 사정). 잠시 후 환자의 오른
쪽 손이 아래로 떨어졌다(전문가적 사정). 김 간호사는 환자에게 이마에
주름을 지어 보라고 했으며 이마 주름이 비대칭적 이었다(전문가적 사정).
이제까지 환자와의 대화에서 구음장애는 없어 보였다(전문가적 사정). 김
간호사는 순간 현재 응급실에는 환자가 누워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침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김 간호사는 안전요원에게 환자 이송에 주로 사
용하고 있는 침상과 모니터를 중환자 구역 근처 의료진이 잘 보이는 자리
앞에 비치해줄 것을 요청했다(운용). 환자는 “ 왜 자꾸 이상한 것을 시켜
요? 나는 다리가 골절 됐는지 궁금하다니까요.”라고 하였다. 김 간호사는
질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환자에게 간략히 설명했다(의사소통). 환자는 당
황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전에 뇌졸중의 과거력은 없으나 어머니가 뇌졸
중으로 사망했고,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고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 환자의 혈당은 100mg/dl였고, 혈압이 180/100mmHg로 뇌졸
중이라면 현재 발현 시간부터 1시간이 지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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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 김 간호사는 긴장하고 있는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친 후
뇌졸중이라면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치료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이야기 한
후 금식의 이유를 설명하고 현병력 청취를 마무리하였다(의사소통). 이후
김 간호사는 임시 침상이 준비 되었음을 안전요원에게 확인하고 환자와 보
호자를 안내했다(운용).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동료 간호
사가 알 수 있게 신경과 응급알람을 표시하였다(의사소통). 신경과 응급알
람을 표시하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물론 응급실 신경과 당직의에게도 메시
지가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중증도 분류 간호사들은 응급알람을 표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지만 김 간호사는 이를 주저하지 않았다(개인적 대
처).
위의 예시는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인 임상적 판단, 전문
가적 사정, 의사소통, 운용 및 개인적 대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
델 사례가 된다.

(4)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부가 사례
① 경계 사례
오늘 B병원 응급실은 환자가 과밀화가 증가되어 침상이 없고 환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수액을 맞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은 과밀화된 환자로 여력
이 없었고, 김 간호사가 앉아 있는 분류실 앞 만이 유일하게 환자가 없는
곳이었다. 이때 40대 남자 환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인상을 쓰고 응급실 입
구로 걸어왔다. 그는 1시간 전부터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김 간호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를 구체적으로 가리켜 보라고 했고
환자는 오른쪽 옆구리를 가리켰다. 김 간호사는 요로결석의 가능성을 가정
하고 혈뇨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고 환자는 붉은색은 아니었으나 평소보
다 진한 색의 소변을 본 것 같다고 했다(임상적 판단). 김 간호사는 환자
에게

오른쪽

옆구리를

두드릴

것이고

아플

수

있음을

설명하고

Costovertebral Angle Tenderness(CVAT)가 있는지 확인했다. 환자는
살짝 두드리자 마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전문가적 사정). 김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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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의 단계를 정하기 위해 Numerical Rating Scale(NRS)로 통증
정도를 물었고 환자는 9점 이라고 했다(전문가적 사정). 김 간호사는 신속
한 통증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중증도 분류를 높게 정한 후 환
자에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임상적 판단). 김 간호사는 응급실
내부에 앉아있을 공간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환자를 검진할 수 없
음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정해진 업무는 환자의 초진과 중증도 판단이므
로 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위 예시는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만을 포
함하는 경계사례이다.
②

반대 사례

20대로 보이는 여성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의 얼굴은 상기되
어 있었고 눈 주위에는 두드러기가 났는지 부어 있고, 술 냄새가 났다. 환
자의 호흡수는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었으며 가쁜 호흡을 쉬고 있었다. 김
간호사는 이전에 젊은 여성이 술을 마신 후 과호흡 발작을 일으킨 경우를
종종 목격 했으므로 이번에도 과호흡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 단정했다. 김
간호사는 환자에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라고 하고 비닐 봉지를 얼굴에 대주
었다. 환자 눈 주위의 두드러기는 술 마신 후 얼굴이 상기되어 두드러기처
럼 보인 것이라 생각했다. 환자는 답답해 하며 비닐을 치워버렸으나 김 간
호사는 계속 비닐봉지로 입과 코를 덮으며 산소포화도 센서를 환자의 엄지
손가락에 끼웠다. 환자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고, 혈압 역시
측정되지 않았으나 김 간호사는 환자가 과도하게 움직여서 측정이 되지 않
았다고 생각했다. 김 간호사는 언제부터 숨이 찼냐고 물었지만 이미 흥분
해 있는 환자는 소리를 지르며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욕을 했다. 김 간호
사는 현 상태에서 호흡수와 호흡음의 측정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시도
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 수치도 측정되지 않아 환자의 손가락에서 센서를
제거했다. 환자에게 더 이상의 현병력 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김 간호사는 응급실 안쪽 침상에 눕혀서 모니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라 생각했으나 현병력을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들여보내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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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비난 받을까 두려웠다. 김 간호사는 일단 환자를 보호자 대기
실에 앉혀서 진정하라고 이야기 하고,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정확하게 이
야기를 해야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앉아서 대기하게 했다. 약
20분 가량이 지났고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고 난
후 20대 여자 환자 생각이 났다. 20분 동안 큰 소리가 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환자가 흥분을 가라 앉혔을 것이라 예상하고 김 간호사는 20대 여자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려고 갔다. 대기실 의자에 누워있던 환자의 얼굴에는
청색증이 있었고, 30회 이상이 빠른 노력성 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눈 주위
의 두드러기는 전신으로 확산되었고, 의식은 저하된 상태였다.
위 예시는 응급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중증도 분류
역량과 반대가 되는 사례이다.
③ 연관사례
김 간호사는 50세 남자 환자를 인계 받았다. 그는 간경화로 복부 팽만
을 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복수 천자를 대기하고 있다고 인계 받았다.
인계가 끝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러 환자에게 간 김 간호사는 환자에게 복
부 팽만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은 동반되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환자가 김 간호사와 눈을 마주치더니 반대쪽으로 돌아 눕고 묻는 말에 대
답을 하지 않았다. 김 간호사는 반대편으로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이름
을 불렀다. 환자는 김 간호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이불을 당기고
눈을 감아버렸다. 환자의 행동이 느리고 묻는 말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간호사는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반응 속도
가 원래 느린 지에 대해 물었고 보호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김
간호사는 환자의 의식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려고 환자의 어깨를 두드렸고
환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김 간호사는 시간, 사람, 장소에 관한 지남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고 환자는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엉뚱한 대답
을 했다. 김 간호사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했으며 안정적임을 확인하
였다. 환자의 머리에 다른 외상은 없었고, 동공 반응은 정상이었다. 김 간
호사는 환자의 대변 양상과 횟수에 대해 물었으나 보호자는 이를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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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간호사는 flapping tremor를 확인
했으며 양성반응을 보여 환자에게 간성 혼수가 오고 있음을 확신했고, 담
당 의사에게 이를 알렸다. 김 간호사의 예상대로 담당 의사는 혈중 암모니
아 수치를 확인하자고 하고, 복수 천자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
단 중단하기로 했다.
위 예시는 임상적 의사결정의 예가 된다.

(5)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중증도 분류 역량의 선행 요인은 중증도 분류 교육과 응급실 경험이다
(Figure3). ENA(2011)는 중증도 분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규 간
호 교육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KTAS 교육에는 중증도 분류자는 2년 이상의 응급실 경험이 선호
된다고 하였다(KTAS 위원회, 2015).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에는 임상적 판단, 전문가적 사정, 운용, 개인적 대처 및 의사소통이 포함
되어 있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결과는 첫째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분류이
고, 둘째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이다(Axley, 2008).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중증도 분류를 하게 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응급실 내에서의 치료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Figure 3. Concept analysis of the triage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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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의 및 경험적 준거
개념분석을 통한 중증도 분류 역량은 응급실 간호사가 내원하는 응급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받을 순서를 정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
로 배분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중증
도 분류 역량의 속성은 임상적 판단, 전문가적 사정, 운용, 개인적 대처
및 의사소통이었다. 다섯 가지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속성 당
2~7개로 구성되었다(Table1).
Table 1.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the Triage Competency in an
Emergency Department
Attributes
Clinical judgment

Indicators
Ability to detect of critical look
Ability to interpret data based on diverse knowledge
Ability to pick o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history
Ability to prioritize
Ability to formulate a nursing diagnosis
Ability to anticipate interventions
Ability to revaluate of consequences

Expert assessment

Ability of physical examination
Ability to assess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Management

Ability to collaborate with team members
Ability to manage space

Personal coping

Ability to work under stressful situations
Confidence about decision
Flexibility
Agility

Communication

Ability to interview
Ability to listen actively
Ability to support non-verbally
Ability to support ver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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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초기문항과 척도 작성
초기문항은 개념분석을 통해 얻어진 속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총 57문항으로 임상적 판단 21문항, 전문가적 사정 5문항,
운용 7문항, 개인적 대처 11문항, 의사소통 13문항 이었다(부록 2). 개발
된 문항 중 역문항은 8문항이었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 , ‘ 거의 그렇지 않다 ’ , ‘ 가끔 그렇다 ’ , ‘ 자주 그렇다 ’ ,
‘항상 그렇다’로 작성되었다.

3) 3단계: 초기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정
초기 57 문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 계수가 .8 미
만인 7문항이 삭제되거나 통합되어 총 50문항으로 수정되었다(부록 4).
전문가들이 문항과 구성 요인 간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 7
문항의 요인을 재배치 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정 결과 수정된 도구는 50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임상적 판단 17문항, 전문가적 사정 5문항, 운용 8문
항, 개인적 대처 10문항, 의사소통 10문항 이었다. 총 50문항 중 역문항
은 4문항 이었다.

4) 4단계: 문항 예비조사
(1) 예비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예비조사 대상자 20명 중 여자는 17명(85%)였으며, 평균 연령은 28.1
±5.4세 였고, 임상 근무 연수의 평균은 61.9±46.4개월로 약 5년 정도
였다. 대상자들의 응급실 근무 연수는 평균 28.2±19.9개월로 약 2년 3개
월 이었다. 예비조사 대상자 중 중증도 분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명
(65%)이었고, 이들이 중증도 분류를 수행한 기간의 평균은 약 14개월이
었다. 대상자들의 학력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이 7명(35%), 4년제 간호대
학 졸업이 13명(65%)이었다.
(2) 예비조사용 척도의 검정
예비조사 결과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 이었고,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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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 였다. 대상자들은 설문에 응답한 후 분명하지 않은 의미나 설문 내
용에 포함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항목에 관한 의견을 주었다. 예비조사 후
문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들의 의견에 따라 4문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부록 5).

2. 도구의 평가
1) 5단계: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25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20대가 138명
(55.2%)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이 157명(62.8%)으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총 임상
경험 연수는 7년 이상이 101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실에서의
임상경험 연수는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 95명(38%)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131(52.4%)명은 중증도 분류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
들이 중증도 분류 업무를 시행한 연수는 평균 25개월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4명(81.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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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250)
n(%) or Mean±SD

Age

30.2±7.1(year)
20~29(year)

138(55.2)

30~39

85(34.0)

40~49

22(8.8)

≥ 50

5(2.0)

Gender

Male
Female

21(8.4)
229(91.6)

Most recent degree

Diploma

79(31.6)

Bachelor’s degree
≥ Master’s degree
Experience in
Nursing

Experience

of

14(5.6)
87.2±83.8 (month)

<1(year)

37(14.8)

1≤~<3

44(17.6)

3≤~<7

68(27.2)

≥7
Experienc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157(62.8)

101(40.4)
46.0±44.6(month)

<1(year)

60(24.0)

1≤~<3

59(23.6)

3≤~<7

95(38.0)

≥7

36(14.4)

Yes

131(52.4)

triage

Duration of triage

25.2±34.1(month)

No

119(47.6)

Yes

169(67.6)

No

81(32.4)

Type of emergency

Regional emergency department

46(18.4)

department

Local emergency department

Triag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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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1.6)

(2) 문항 분석
①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개발된 도구의 문항 분석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
인하였다(Table 3). 왜도와 첨도를 통해 개발된 도구의 정규성을 검정하여
(강현철, 2013), ±2 이상의 값을 가진 문항을 수정문항으로 간주하였다
(탁진국, 2007). 이러한 기준에 따라 50문항 중 첨도 값이 2.135인 14번
문항 ‘나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지 알고 있
다’을 삭제하여 총 4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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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50 items
Item
no.

Mean±
SD

Skewne
ss

Kurtosi
s

Item
no.

Mean±
SD

Skewne
ss

Kurtosi
s

1

3.32±0.66

-0.711

0.608

26

3.22±0.70

-0.464

-0.306

2

3.01±0.79

-0.652

0.740

27

3.36±0.64

-0.685

0.358

3

3.38±0.61

-0.437

-0.651

28

2.46±0.79

-0.316

-0.222

4

3.08±0.70

-0.461

0.253

29

2.60±0.78

-0.170

-0.340

5

3.16±0.66

-0.189

-0.749

30

2.77±0.78

-0.595

0.728

6

2.65±0.75

-0.401

0.246

31*

2.10±0.96

-0.249

-0.212

7

2.60±0.77

-0.084

-0.052

32*

2.07±0.93

0.078

-0.220

8

2.95±0.74

-0.457

0.495

33*

2.52±0.97

-0.459

-0.005

9

3.22±0.64

-0.309

-0.192

34

2.87±0.77

-0.157

-0.512

10

2.92±0.79

-0.206

-0.617

35

2.58±0.64

-0.304

0.519

11

2.70±0.67

-0.740

0.679

36

2.76±0.73

-0.497

0.291

12

2.44±0.74

-0.426

0.231

37

3.19±0.69

-0.568

0.305

13

2.81±0.69

-0.628

1.193

38

2.68±0.81

-0.438

-0.204

14

2.99±0.58

-0.620

2.135

39

2.82±0.60

-0.029

-0.120

15

3.00±0.57

0.001

0.113

40*

2.79±1.00

-0.651

-0.026

16

2.76±0.75

0.032

-0.575

41

2.93±0.53

-0.236

1.079

17

2.58±0.78

-0.360

0.290

42

3.03±0.61

-0.333

0.791

18

2.67±0.79

-0.263

-0.298

43

2.46±0.79

0.023

-0.424

19

2.22±0.85

0.161

-0.286

44

2.71±0.60

-0.470

0.394

20

2.53±0.92

-0.427

-0.212

45

2.91±0.55

-0.330

1.091

21

2.56±0.77

-0.570

0.387

46

2.82±0.80

-0.364

-0.003

22

2.17±0.88

-0.060

-0.550

47

2.87±0.83

-0.773

0.960

23

2.92±0.80

-0.655

0.771

48

3.34±0.69

-0.852

0.627

24

3.27±0.61

-0.202

-0.566

49

3.03±0.72

-0.444

0.533

25

3.32±0.73

-0.765

-0.070

50

3.19±0.73

-0.629

0.544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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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항, 총점 상관계수
수정된 49문항과 5개 구성 요인 별로 총점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Table 4). 문항 총점 상관계수는 -.009에서 .61의 분포를 보였고, 상
관계수 값이 .2이하인 항목을 삭제 기준으로 하여 7문항(22번, 28번, 31
번, 32번, 36번, 40번, 43번)을 삭제하여 총 42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본
단계에서의 신뢰도는 문항 수정 전 .907이었으며 문항 수정 후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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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tem Analysis based on Construct Factors

Item contents

Clinical judgment (16 items 16 items)
1.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최초 모습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N=250)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α if
item
delet
ed

Cronbach’s α
0 .8740.874
.554

.865

.490

.868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467

.869

4. 나는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증상과 외상 기전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

.531

.866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487

.868

6. 나는 환자가 노인일 경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411

.871

.577

.864

.602

.863

.585

.864

.536

.866

.605

.862

13.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583

.864

15. 환자에게 시행될 치료와 중재가 예상된다.

.510

.867

.420

.871

.473

.869

.407

.871

3.

7.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8.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9.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중증
증상을 알고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여부를 생각한다.
12.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16. 나는 중증도 분류 시 생소한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17.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 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39.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특정 질환이
가정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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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assessment (4 items 4 items)
18.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19.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20.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무엇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황급히 왔을까?'라고 자문한다.
21.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30.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Management (8 items 6 items)
22. 나는 구급대원의 병력 청취 내용을 신뢰한다.
23.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경우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4.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을
도와준다.
25.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26.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27.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적절
할지를 생각한다.
36.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50. 나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할 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Personal coping (10 items 6 items)
11. 나의 중증도 분류는 합리적이다.
28. 나는 환자가 비 협조적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29. 환자가 사소한 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판단
될지라도 나는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1.*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면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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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0 .7330.733
.610

.642

.473

.695

.540

.668

.550

.667

.314

.749

Cronbach’s α
0.6230.697
.145

.651

.344

.584

.469

.557

.432

.558

.424

.562

.430

.564

.100

.649

.318

.591

Cronbach’s α
0 .5010.589
.306

.451

.188

.480

.332

.436

.163

.492

32.* 나는 의사에게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나의 결정이
적합한지 물어본다.
33.* 내가 한 중증도 분류를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비난할까 두렵다.
34. 나의 응급실 임상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신한다.
37.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38.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43.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009

.548

.224

.470

.226

.469

.311

.448

.247

.462

.195

.478

Cronbach’s α
0.6990.751

Communication (10 items 9 items)
35.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0.*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 면담 시 의료용어를

.292

.687

.063

.751

.378

.676

.494

.656

44.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467

.661

45.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285

.688

.491

.649

.438

.660

.459

.658

.417

.665

사용한다.
41.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2.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46.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47.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네. 음."등의
추임새로 동의를 표현한다.
48.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49.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진료

과정을

설명하여

Cronbach’s α =.907(49 items)  .92(42 items)
*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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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타당도 검정
①

KMO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KMO값을 측정한

결과 .85로 나와 Kaiser(1974)의 기준인 .5 이상 이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05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
에(χ²= 4297.82, p<.001)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강현철, 2013).
②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5개 요인 42개 문항으로 모형을 그리고, 비표준화

람다의 C.R. 값을 살펴보며 기준치인 1.96(p<.05)이하인 문항을 삭제하였
고, 표준화 람다 값이 .5 이하인 문항을 삭제해가며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우종필, 2012). 확인적 요인분석 후 수정된 모형은 5개 요인 30개
문항으로 임상적 판단 13문항, 전문가적 사정 4문항, 운용 4문항, 개인적
대처 4문항, 의사소통 5문항 이었다(Figure 4, Table 5). 선정된 모형의
C.R.은 2.917~8.695로 p 값은 .001 미만 이였다(Table 6). 선정된 문항
의 표준화 람다 값은 .21~.724 였으며 문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표준화
람다 값이 .5이하인 17번, 30번, 23번, 48번, 49번을 삭제하지 않았다. 확
인적 요인분석 후 추려진 5개 요인 30개 문항은 각 요인 별 문항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였다(이순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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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firmatory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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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Triage Competency Scale afte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linical judgment (13 items)
1.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최초 모습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4. 나는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증상과 외상 기전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7.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8.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9.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중증 증상을 알고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여부를 생각한다.
12.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13.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5. 환자에게 시행될 치료와 중재가 예상된다.
17.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 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Expert assessment (4 items)
18.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19.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21.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30.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Management (4 items)
23.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경우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5.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26.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27.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적절 할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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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oping (4 items)
11. 나의 중증도 분류는 합리적이다.
34. 나의 응급실 임상 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신한다.
37.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38.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Communication (5 items)
41.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2.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44.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48.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49.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 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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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sured Variable Estimates of the Confirmatory Factor
Model
Factor

Clinical
judgment

Expert
assessment

Manageme
nt

Personal
coping

Communic
ation

Item

Standard
Error

Unstandardized
λ

Critical
Ratio

Standardized
λ

Q1

1

-

-

0.567

Q2

1.105

0.162

6.835

0.517

Q3

0.833

0.124

6.725

0.506

Q4

1.052

0.145

7.248

0.559

Q5

0.97

0.137

7.093

0.543

Q7

1.203

0.161

7.476

0.583

Q8

1.195

0.157

7.624

0.6

Q9

1.141

0.139

8.209

0.668

Q10

1.165

0.163

7.157

0.549

Q12

1.356

0.163

8.324

0.682

Q13

1.274

0.152

8.36

0.687

Q15

0.886

0.119

7.416

0.577

Q17

0.958

0.154

6.205

0.457

Q30

1

-

-

0.458

Q21

1.241

0.218

5.701

0.58

Q19

1.428

0.246

5.802

0.603

Q18

1.601

0.258

6.213

0.721

Q26

1

-

-

0.688

Q27

0.929

0.107

8.695

0.695

Q25

1.084

0.123

8.82

0.711

Q23

0.351

0.12

2.917

0.21

Q38

1

-

-

0.526

Q37

0.941

0.137

6.877

0.582

Q11

1.191

0.149

8.017

0.765

Q34

0.906

0.145

6.261

0.505

Q44

1

-

-

0.724

Q42

0.838

0.111

7.579

0.592

Q41

0.749

0.096

7.783

0.613

Q48

0.667

0.12

5.573

0.417

Q49

0.723

0.124

5.83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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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과 실제 자료 상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

적합지수를 살펴 봤을 때 30개 문항 5개 요인의 Q값(χ2/ df)은 보통의 기
준에 속하였고, RMR은 .05이하의 값으로 양호했으며 RMSEA는 .08 이하
로 양호의 기준에 속하였다(송태민 & 김계수, 2012; Munro, 2005)(Table
7).
Table 7. Fit Indices of the Confirmatory Factor Model
χ2

df

χ2/ df

RMR

RMSEA

971.2

395

2.46

.036

.077

Abbreviations: RMR- Root Mean squared Residual,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④

대조그룹타당도 검정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에 참여한 응급실 간호사 250명을 응급실 경력에
따라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로 나누고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30문항에 대한 그룹간 평균 차이는 유의
하였다(F=6.02, p=.001, Table 8).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사후 검정을 살
펴보면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유능한 단계와 숙련 단계의 간호사가 초보
자 단계와 상급 초보자 단계 간호사보다 높았다. 따라서 대조그룹타당도
검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Mean Score between each Stages
Stages

Experien
ce in the
ED (year)

Number of
participants

Mean± SD

Novice(a)

<1

60

85.50±12.30

Advanced
beginner(b)

1≤~<3

59

84.63±13.18

Competent
(c)

3≤~<7

95

89.89±9.66

Proficient
(d)

≥ 7

36

92.69±7.48

250

88.00±11.32

Total

Abbreviations: ED-emergenc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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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0)
F

pvalue

Post hoc
(Dunnett
T3)

6.02

.001

a, b <c,d

(4) 준거타탕도 검정
Jenkins(1985)의 CDMNS를 백미경(2005)이 번역한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측정 도구와 확인적 요인분석까지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 30문항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Table 9). 임
상적 의사결정능력 측정 도구와 도출된 30문항의 총점에 대한 피어슨 상
관계수 값은 .475로 박현애(2005)의 기준인 .4~.8 사이의 값이므로 준거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9. Correlation between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and the Triage Competency Scale

(N=250)

Clinical
judgment

Expert
assessme
nt

Manage
ment

Personal
coping

Commun
ication

Triage
competency
scale

CDMNS

.411

.460

.274

.186

.507

.475

p-value

<.001

<.001

<.001

<.001

<.001

<.001

Abbreviation: CDMNS-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5) 신뢰도 검정
최종 도출된 30 문항과 하부 요인 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11이었고, 5개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 값
은 .615~.856 이었다(Table 10). 최종 도출된 문항과 각 요인 별
Cronbach's α 값은 기준치인 .6 이상이므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노경섭, 2014).
Table 10.
Factor
Cronbach's
α

Reliability of the Triage Competency Scale

Clinical
judgment
.856

(N=250)

Expert
assessment

Manag
ement

Personal
coping

Commun
ication

Triage
competency
scale

.668

.615

.692

.691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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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단계: 최종도구 도출
5단계를 거쳐 정제된 문항 중 20문항의 서술어를 ‘~할 수 있다’로 수
정하고, 11번 문항을 ‘나는 합리적으로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자
신한다’로 수정하여 속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다(Table 11). 최종
적으로 선정된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임상적 판단 13문항, 전문가적 사
정 4문항, 운용 4문항, 개인적 대처 4문항, 의사소통 5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응답 척도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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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inal Items of the Triage Competency Scale
Factor

Item contents

Clinical
judgment
(13 items)

1.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최초 모습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다.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4. 나는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증상과 외상 기전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환자의 증상을 해석할 수
있다.
7.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8.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할 수 있다.
9.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중증
증상을 알고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여부를 생각할 수 있다.
12.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13.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5. 환자에게 시행될 치료와 중재를 예상할 수 있다.
17.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 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한다.

Expert
assessment
(4 items)

18.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며 사정할 수 있다.
19.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
21.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다.
30.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다.

Management
(4 items)

23.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경우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
25.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26.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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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적절
한지를 정해줄 수 있다.

Personal coping
(4 items)

11. 나는 합리적으로 중증도를 분류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34. 나의 응급실 임상 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신한다.
37.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다.
38.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Communication
(5 items)

41.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2.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44.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48.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49.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 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

Likert 5 scales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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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결과
응급실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선정된 30문항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
점 ~120점이다. 응급실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평균을 살펴봤
을 때 임상적 판단이 38.47(±5.67)점, 전문가적 사정 10.22(±2.26)점,
운용

12.82(±1.96)점,

개인적

대처

11.45(±2.12)점,

의사소통

15.04(±2.12)점 이었고, 총점의 평균은 88(±11.32)점 이었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응급실 간호사 250명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 점수를 요인 별
로 비교하기 위해 100점을 환산했을 때 운용 80.1(±12.23)점, 의사소통
75.22(±1.6)점, 임상적 판단 73.98(±10.91)점, 개인적 대처 71.55(±
13.27)점, 전문가적 사정 63.88(±14.12)점 순이었고, 중증도 분류 역량
총점의 평균을 100점 환산했을 때 점수는 73.33(±9.43) 이었다. 응급실
간호사 250명에게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를 적용 했을 때 왜도와 첨
도는 ±2이내의 값이었다.
Table 12. The Triage Competency Scale Scores

Factor

Score

Percent
conversion

Mean± SD

(N=250)

Skewness

Kurtosis

Mean±SD
Clinical
judgment

0~52

38.47±5.67

73.98±10.91

-.163

-.213

Expert
assessment

0~16

10.22±2.26

63.88±14.12

-.369

.146

Management

0~16

12.82±1.96

80.10±12.23

-.300

-.381

Personal
coping

0~16

11.45±2.12

71.55±13.27

-.707

.402

0~20

15.04±2.12

75.22±10.60

-.114

-.007

0~120

88.0±11.32

73.33±9.43

-.227

-.489

Communicat
ion
Triage
competenc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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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의 채점 및 해석방법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의 채점 및 해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총 30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거의 그렇지 않다, 2
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중증도 분류 역량 점수는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값이 되고, 총점의 범
주는 0점부터 120점이며 역산으로 채점해야 하는 문항은 없다. 중증도 분
류 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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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는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고, 이러한 업무는 주로 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중증도 분류 역량을 충분히 갖춘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해야 환자 안전은
보장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역량이 명확히 규정되
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중증도 분류
를 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을 찾고, 중증도 분류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 중 속성과 관
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개념분석 결과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은 임상적 판단, 전문
가적 사정, 운용, 개인적 대처, 의사소통의 5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 중 임상적 판단은 여러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속성이다(육신영, 2003; Edwards, 2014; NENA,
2014; Noon, 2014). 중증도 분류 의사결정 역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
구인 TDMI에는 임상적 판단과 유사한 속성으로 인지적 특성이 있었고,
그 밖에 우선순위 선정, 조직화, 판단, 지식과 관련된 문항이 있었다(Cone,
2000). 본 연구에서도 임상적 판단은 중요한 속성으로 제시되어 선행연구
와 논지가 일치하였다. 또한 TDMI에서 속성으로 강조된 우선순위 선정과
조직화는 본 연구에서 임상적 판단의 지표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두 도구
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도구의 임상적 판단에는 “첫인상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 할 수 있다.”와 같이 직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직관을 중증도 분류 역량을 구성하는 속성 중 하나로 보
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직관은 중증도 분류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으
로 언급되었다(Andersson et al., 2006; Handysides, 1996; Smith &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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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그러나 직관은 중증도 분류 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를
주요 속성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Lauri & Salanterä, 2002). 또한
직관은 숙련가 단계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전문가 수준에서 발휘되는 역량
으로 간호사들이 숙련 단계에 이르려면 대략 7년 정도의 임상 경험을 쌓
아야 한다(장금성, 2000; Benner, 1984, 1987).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
으로 직관을 포함시킬 경우 임상 경력이 부족하여 직관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응급실 간호사를 중증도 분류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속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직관은 사용
빈도가 낮지만 중증도 분류 시 필요한 역량으로 언급 되었기 때문에 환자
대면 초기에 이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상적 판단의 문항 중 하나로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운용을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
성에 포함시켰다. 중증도 분류의 정의는 환자의 중증도를 정하여 의료 자
원을 배분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으로 운용의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ENA, 2011). 선행 연구에 의하면 유용 가능한 자원은 인적
자원과 한정된 공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운용은 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KTAS위원회, 2014; ENA, 2011). 운용은 Reay(2015)의 이론에
도 강조되어 드러났다. Reay(2015)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과밀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환자의 치료를 위해 응급실 내 공간을 운용할 뿐 아
니라 필요한 공간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선행
도구인 TDMI나 EDTSC에 드러나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
의 특성에 대해 Walker & Avant(2005)는 “개념이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변화하는 잠정성이 있으므로 개념분석을 하는 연구자는 용어의 역동적
인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증도 분류의 개념
역시 변화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드러난
속성인 ‘운용’이 개념분석의 결과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의 개발과 조사 과정 중 도출된 쟁점
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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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는 두개 이상의 척도로 이루어진 도구를 흔히 일컫는 말로 보
다 복잡한 문항의 분석이 요구된다(Streiner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중
증도 분류 역량은 5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개념 이었으므로 이
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는

multifactor

inventory로 개발 되었다.
본 도구를 임상에 적용할 때 일부 문항은 응급실의 내부 규정과 상충되
는 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
는 것이 가장 적절 한지를 정해줄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응급실
에 따라 중증도 분류자의 업무 범위를 중증도 판단에서 의무기록 작성까지
로 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문항은 역량을 측정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행 문헌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란 중증도 등
급을 할당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되
어있지만(KTAS위원회, 2015; ENA, 2007) 응급실의 구조와 업무 분담의
조율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받을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책임 간호사에
게 일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받을 장소를 정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증도 분류 역량이 충분한 응급실 간호사라면 이러한 업무를 수
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시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후 정규적인 도구의 갱신
시 임상 적용의 적절성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다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도구의 초기문항 개발 당시에는 역문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문항의
정제 과정에서 역문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역문항은 응답자의 부주의한 응
답 행태를 환기시키고, 무비판적인 응답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 역할을 한다(Schmitt & Stults, 1985; Watson, 1992). 그러나 역문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에서는 역문항은 응답자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기 보
다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여 응답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고, 요인분석을 시행할 경우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Drolet & Morrison, 2001; Swa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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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역문
항이 없는 도구가 최종 개발될지라도 이를 삭제했다.
본 도구는 웹을 이용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를 이
용한 조사 방식에 비해 웹을 이용한 방식은 연구 대상자 측면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고, 연구자 측면에서는 쉽게 자료 수집을 할 수 있
다(Streiner et al., 2014). 웹을 이용한 조사 방식은 종이에 의한 설문 방
식에 비해 피험자의 응답률이 높고,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고(Greenlaw &
Brown-Welty, 2009), 다양한 피험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조사방법이다(Gosling, Vazire, Srivastava, & John, 2004). 본 도구
는 웹을 이용한 설문으로 4개 지역 18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종이를 이용한 설문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코딩 점수 입
력의 오류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웹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종이 설문
지에 비해 동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방법
을 도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웹을 이용한 도구의 개발은 향후 간호학 연구 환경을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논의사항은 다
음과 같다.
도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문제를 살펴보고 개념을 규명하고, 정의하고,
조작화 해야 한다(박현애,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구 개발의 과정
에 따라 문항개발 전에 개념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과 지표를 정함으로 개발 과정에서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
라 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한 연구 대상자 수는 250명 이었
다. 도구개발에서 표본의 수는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학자들 다양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문항의 수와 표본의 크기의 비는 1:5, 1:10,
1:20로 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강현철, 2013; Tabachnick & Fi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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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 하기 위한 문항은 50 문항
이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초기 모형은 42 문항으로 문항 수의 5배 이상
인 25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의 규모에 따라 할당 표출을
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
한 연구에서 응급실의 규모는 과밀화와 함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었다(Chen et al., 2010). 응급실 규모에 따라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정확
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은 역량과 연관될 수 있
으므로 표본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연구의 대
상자인 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응급실은
규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
로 분류할 수 있다(윤한덕 등, 2014).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원하는 환자 수가 적어 중증도 분류가 필요한 상황
이 드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
센터의 간호사 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두 종류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비율을 계산하여 연구 대상자 수를 할당함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단계에서는 표준화
람다 값이 .5 이하인 일부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표준화 람다는 집중
타당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
종필(2012)은 표준화 람다의 기준인 .5는 권장 수치일 뿐 절대적인 수치
는 아니고, 낮은 요인 부하량 때문에 중요 문항을 제거하면 구성 개념에
대한 본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인 부하량이 낮더라도 꼭 필요
한 문항은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낮을지라도 삭제했을 경우 요인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은 삭제
하지 않았다.
본 도구의 대조그룹타당도 검정 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응급실 경험에 따
른 역량은 3년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분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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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해 필요한 응급실 경험에 관하여 KTAS 위원회(2015)는 2년 정도
가 선호된다고 하였고, 미국의 응급 간호사 회인 ENA(2007)는 6개월 이
상의 응급실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증도 분류 역량의
차이는 응급실 경험 3년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기
준과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중증도 분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응급실
간호사는 중증도 분류 교육과 심폐소생술, 노인 및 소아 간호과정 이수 등
의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ENA, 2007, 2011). 이와 같이 여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증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응급실 경험
연수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국내에서 권장되는 기준인 응급실 경험
2년은 중증도 분류 업무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미국과 같이 체계화
된 필수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오랜 기간의 응급실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중증도 분류 역량은 응급실 경험 3
년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응급실 경험 연수를 상
향해서 권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평가를 위해 CDMNS의 번안 도구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CDMNS와 본 도구의 상관관계 값
은 .483이었다. 준거타당도 평가를 위해 선정한 CDMNS가 중증도 분류
역량의 golden scale이 아니고, 두 도구 모두에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할 때 상관관계 값은 .4~.8정도의 중간 정도의 크기를 만족
하면 된다(박현애, 2005). 따라서 위의 기준에 의해 둘 사이의 준거타당도
는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임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단점(cutoff point)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관리자가 임상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
는 도구를 사용하여 응급실 간호사를 스크리닝 하고자 한다면 절단점이 있
어야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시나리오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확인하여 이를 golden scale
로 한 절단점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증도 분류 도구는 Likert 5점 척도 구성된 자가 응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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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Likert 척도를 이용한 도구개발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나
역량의 행동적 측면을 자가 응답 방식으로 측정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Harding(2013)은 응급실 간호사의 역량은 객관적 주관적 자료, 직접적인
관찰 자료, 챠트 리뷰, 기술에 관한 데모, 필기 고사, 포트폴리오 및 자격증
을 통해 다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중
증도 분류 역량의 측정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구 사용의 편
의성과 비용을 고려할 때 측정 방법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중증도
분류 역량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Zimmermann(2006)은 시나리오를 이
용한 문제풀이 방법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추후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에는 자가 응답 평가 방식과 시나리오를 이용한
문제풀이 방식을 혼합한 평가방법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전문가적인 영역이 구
축된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중증도 분류는 응급
실에서 위급함을 신속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부분 간
호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간호사가 고유의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도구는 웹을 이용한
편리한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개념분석과 문
항 정제과정을 거치며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도구로 응급실 간호사는 자신의 중증도 분류 역량이 어느 정도 인지와
어느 요인에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도구는 추후 중증도 분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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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6단계의 절차를 거
쳐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는 5개 요인, 3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응급실 간호사 인터뷰를 토대로 중증도 분류
역량에 관한 개념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임상적 판단, 전문가적 사정,
운용, 개인적 대처 및 의사소통의 5개 속성과 19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2
단계에서는 도출된 속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57
문항을 개발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여 내용타당
도 계수 0.8 미만인 7문항이 삭제되거나 통합되었고, 7문항이 구성 요인에
재 배정되었다. 4단계에서는 20명의 응급실 간호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4문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5단계에서는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정하기 250명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웹으로 구성된 50문항
의 설문을 시행하였고, 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문항 분석, 구성타당도 검정,
준거타당도 검정,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5개 요인 30문항으로 수정되었고, 최종 모형의 RMR은 .036,
RMSEA는 .077로 양호한 합치도를 보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조
그룹타당도를 시행한 결과 4 그룹간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02, p=.001). 준거타당도 검정결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측정도구의
총점과 본 도구와의 상관관계 값은 .475(p<.001)로 적절 하였다. 본 도구
의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s α 값은 .911이었다. 6단계에서는 최종 도
출된 도구는 살펴보았다. 본 도구는 0점에서 120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
고,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급실 간호사 250명
을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 했을 때 총점의 평균은 88점 이었
다.
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증도 분류 역량의 측정도구 점수와 중증도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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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가 응답 방법과 시나리오를 이용한 문제
풀이 방법을 혼합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도구 개발 과정 중 속성 별 중요도에 따라 문항 수를
할당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도구의 정교화와 타당화 과정에서는 이를 보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도 분류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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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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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초기 57문항
현재 응급실에서 중증도분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Ｖ표시 하기 바랍니다.
속성

지표

Reverse
item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첫인상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4

나는 환자의 증상과 사고 발생 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한다.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6

나는 환자가 노인일 경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7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8

나는 환자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9

나는 환자의 증상 호소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11

나는 환자가 가진 여러 증상 중 핵심이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2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13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므로 격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14

나의 중증도 분류는 정확하다.

15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16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7

나는 어떤 검사를 통해 환자의 질환이 진단되는지 알고 있다.

18

나는 환자에게 진단이 내려진 후 어떤 치료와 중재가 시행되는지 알고 있다.

19

나는 중증도 분류 후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한다.

20

나는 중증도 분류 시 생소한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21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22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23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2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무엇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황급히 왔을까?'라고 자문
한다.

25

나는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주는 여러 제약에 관하여 생각한다.

26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27

나는 구급대원과 협력한다.

28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29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협력한다.

30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31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32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생각한다.

33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구역 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

34

나는 환자가 비 협조적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5

나는 사소한 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할 때에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
리한다.

36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Reverse

37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면 흥분하여 목소를 높인다.

Reverse

38

나는 의사에게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나의 결정이 맞는지 물어본다.

Reverse

39

내가 한 중증도 분류를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비난할까봐 두렵다.

40

나의 응급실 임상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자신한다.

41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2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3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44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45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특정 질환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46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의료용어를 사용한다.

47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8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49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50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를 쉽게 알아차린다.

51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52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53

나는 환자와의 눈을 마주 치는 것을 피한다.

5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네. 음."등의 추임새로 동의를 표현한다.

55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56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57

나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할 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다양한 기초지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Ability to interpret data based on diverse
knowledge

현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Reverse
능력
Ability to pick o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history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Ability to prioritize

간호진단을 도출하는 능력
Ability to formulate a nursing diagnosis
중재를 예상하는 능력
Ability to anticipate interventions

결과를 재평가하는 능력
Ability to revaluate of consequences

신체검진 능력
Ability of physical examination
전문가적 사정
Expert
assessment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사정하는 능력
Ability to access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팀 구성원과 협력하는 능력
Reverse
Ability to collaborate with team members
운용
Management
구역을 운용하는 능력
Ability to manage area
Reverse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work under stressful situations

개인적 대처
Personal
coping

결정에 대한 자신감
Confidence about decision

융통성
Flexibility
민첩함
Agility

면담능력
Ability of interview

의사소통
Communication

Reverse

적극적 경청 능력
Ability of active listening
비언어적 지지 능력
Ability of non-verbal supports

언어적 지지 능력
Ability of verbal supports

초기문항

1

첫 대면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Ability to detect of critical look

임상적 판단
Clinical
judgement

No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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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용 타당도 검정 체크리스트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랑(triage competency) 측정도구
내용타당도 체크리스트
안녕하십니까?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증도 분류 역량을 측정하
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증도 분류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됨으로 환자들이 보
다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중증도 분류 역량이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중증
도에 따라 치료받을 순서를 정하고, 의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3. 도구의 구성
중증도 분류 역량에 대한 개념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속성, 19개의 지
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의 자가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성
임상적 판단

지표
첫 대면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다양한 기초지식으로 자료
를 해석하는 능력, 현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간호진단을 도출하는 능력, 중재를
예상하는 능력, 결과를 재평가하는 능력

전문가적 사정

신체검진 능력,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사정하는 능력

운용

팀 구성원과 협력하는 능력, 구역을 운용하는 능력

개인적 대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결정에 대
한 자신감, 융통성, 민첩함

의사소통

면담능력, 적극적 경청 능력, 비언어적 지지 능력, 언어적 지
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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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의 적절성 평가
각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체크해 주시고, 개선사항(내용의 적절성, 명확성, 모호성,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
는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도 분류 역량과의 관련정도
번
호

역
문
항

전혀
관련이
없다

문항

1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첫인상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4

나는 환자의 증상과 사고 발생 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한다.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6

나는 환자가 노인일 경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7
8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R

나는 환자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9

나는 환자의 증상 호소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11

나는 환자가 가진 여러 증상 중 핵심이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2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13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므로 격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14

나의 중증도 분류는 정확하다.

15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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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으나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관련이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매우
관련이
있으며
간결하다

개
선
사
항

16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7

나는 어떤 검사를 통해 환자의 질환이 진단되는지 알고 있다.

18

나는 환자에게 진단이 내려진 후 어떤 치료와 중재가 시행되는지 알고 있다.

19

나는 중증도 분류 후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한다.

20

나는 중증도 분류 시 생소한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21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 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22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23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2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무엇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황급히
왔을까?'라고 자문한다.

25

나는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주는 여러 제약에 관하여 생각한다.

26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27
28

나는 구급대원과 협력한다.
R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29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협력한다.

30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31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32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지를 생각한다.

33

R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구역 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

34

나는 환자가 비 협조적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5

나는 사소한 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할 때에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6
37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R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면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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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

나는 의사에게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나의 결정이 맞는지 물어본다.

39

R

내가 한 중증도 분류를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비난할까
두렵다.

40

나의 응급실 임상 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자신한다.

41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2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3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44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45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특정 질환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46

R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의료 용어를 사용한다.

47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8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49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50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51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52
53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R

나는 환자와의 눈을 마주 치는 것을 피한다.

5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네. 음."등의 추임새로 동의를 표현한다.

55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56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 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57

나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할 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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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의 관련성과 범위의 평가
연구자는 각 측정 문항이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중증도 분류 역량 속성에

색을 칠해 두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각 문항과 가장 근접하다고 여기는 속성을 선택하여(복수선택가능) ✓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중증도 분류 역량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개선사항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속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타에 체크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이 속하는 속성
번호

역
문
항

임상
적
판단

문항

1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첫인상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4

나는 환자의 증상과 사고 발생 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한다.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6

나는 환자가 노인일 경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7
8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R

나는 환자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9

나는 환자의 증상 호소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11

나는 환자가 가진 여러 증상 중 핵심이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2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13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므로 격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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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적
사정

운용

개인
적
대처

의사
소통

개선
사항
및
기타

14

나의 중증도 분류는 정확하다.

15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16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7

나는 어떤 검사를 통해 환자의 질환이 진단되는지 알고 있다.

18

나는 환자에게 진단이 내려진 후 어떤 치료와 중재가 시행되는지 알고 있다.

19

나는 중증도 분류 후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한다.

20

나는 중증도 분류 시 생소한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21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 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22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23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2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무엇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황급히 왔을까?'라고
자문한다.

25

나는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주는 여러 제약에 관하여 생각한다.

26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27

나는 구급대원과 협력한다.

28

R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29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협력한다.

30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31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32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지를 생각한다.

33

R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구역 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

34

나는 환자가 비 협조적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5

나는 사소한 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할 때에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6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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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면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인다.

38

R

나는 의사에게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나의 결정이 맞는지 물어본다.

39

R

내가 한 중증도 분류를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비난할까 두렵다.

40

나의 응급실 임상 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자신한다.

41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2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43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44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45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특정 질환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46

R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의료 용어를 사용한다.

47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8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49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50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51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52
53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R

나는 환자와의 눈을 마주 치는 것을 피한다.

5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네. 음."등의 추임새로 동의를 표현한다.

55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56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 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57

나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할 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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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정 후 수정된 50문항
현재 응급실에서 중증도분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Ｖ표시 하기 바랍니다.
속성

지표

Reverse
item

첫 대면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Ability to detect of critical look

다양한 기초지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Ability to interpret data based on diverse
knowledge

현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능력
Ability to pick o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history
임상적
판단
Clinical
judgement

Reverse
item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Ability to prioritize

No

초기문항

1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최초 모습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
다.

1 문장 수정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1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1

4

나는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증상과 외상기전을 연관지어 생각한다.

1 문장 수정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1

6

나는 환자가 노인일 경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고려한다.

1

7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8

나는 환자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0.6 삭제
0.9 중복 삭제

수정사항

CVI

1

9

나는 환자의 증상 호소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11

나는 환자가 가진 여러 증상 중 핵심이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12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13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여부를
생각한다.

14

나의 중증도 분류는 합리적이다.

15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1

16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

17

나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지 알고 있다.

1 문장 수정

18

나는 환자에게 시행될 치료와 중재가 예상되어진다.

19

나는 중증도 분류 후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것 같
은 사람을 구분한다.

0.9 중복삭제

20

나는 중증도 분류 시 생소한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0.9

21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1

22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1

23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2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무엇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황급히 왔을
까?'라고 자문한다.

0.9

25

나는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주는 여러 제약에 관하여 생각한다.

0.7 삭제

26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27

나는 구급대원과 협력한다. -> 나는 구급대원의 병력 청취 내용을 신뢰한다.

0.8 문장 수정

28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경우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
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9 문장 수정

29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을 도와준다.

1 문장 수정

30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1

31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1

32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생각한다.

33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구역 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고 한다.

34

나는 환자가 비 협조적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5

나는 사소한 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할 때에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
고 업무를 처리한다.

36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37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면 흥분하여 목소를 높인다.

0.9

38

나는 의사에게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나의 결정이 적합한지 물어본다.

0.9

39

내가 한 중증도 분류를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비난할까 두
렵다.

0.9

40

나의 응급실 임상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자신한다.

1
0.9 중복 삭제
1
1 문장 수정
문장 수정,
로 이동

간호진단을 도출하는 능력
Ability to formulate a nursing diagnosis

중재를 예상하는 능력
Ability to anticipate interventions

결과를 재평가하는 능력
Ability to revaluate of consequences

전문가적 사
정
Expert
assessment

신체검진 능력
Ability of physical examination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사정하는 능력
Ability to access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팀 구성원과 협력하는 능력
Ability to collaborate with team members

Reverse
item

운용
Management
구역을 운용하는 능력
Ability to manage area
Reverse
item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work under stressful situations

개인적 대처
Personal
coping

결정에 대한 자신감
Confidence about decision

Reverse
item
Reverse
item
Reverse
item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1

1

1

1
0.8 중복삭제
1
0.9
1

전문가적 사
정으로 이동

1

41

민첩함
Agility

43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44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0.8

45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특정 질환이 가정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증
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0.9

46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의료용어를 사용한다.

0.8

47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1

48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1

49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1

50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를 쉽게 알아차린다.

1

51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
다.

52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0.9

53

나는 환자와의 눈을 마주 치는 것을 피한다.

0.7 삭제

5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네. 음."등의 추임새로 동의를 표현한다.

0.9

55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0.9

56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0.8

57

나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할 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42

Reverse
item

적극적 경청 능력
Ability of active listening

비언어적 지지 능력
Ability of non-verbal supports

언어적 지지 능력
Ability of verbal supports

Reverse
item

83

1

의사소통으
로 이동
운용으로 이
동

융통성
Flexibility

면담능력
Ability of interview

의사소통
Communicati
on

0.8 개인적 자질

1
1

문장 수정,
임상적 판단

개인적 자질
로 이동

1

1

운용으로 이
동

부록 5. 예비조사 후 수정된 50문항
현재 응급실에서 중증도분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Ｖ표시 하기 바랍니다.
속성

지표

Revers
e item

첫 대면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Ability to detect of critical look

다양한 기초지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Ability to interpret data based on
diverse knowledge

임상적 판단
Clinical
judgement

현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능
력
Ability to pick o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history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지어 생각한다.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다.

6

나는 환자가 노인일 경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7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8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한다.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특정 질환이 가정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증상
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문장수정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하는 중증 증상을 알고 있다

문장수정

10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여부를 생각
한다.

간호진단을 도출하는 능력
Ability to formulate a nursing
diagnosis

12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낸다.

13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중재를 예상하는 능력
Ability to anticipate interventions

14

나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지 알고 있다.

15

나는 환자에게 시행될 치료와 중재가 예상되어진다.

결과를 재평가하는 능력
Ability to revaluate of
consequences

16

나는 중증도 분류 시 생소한 질환이나 증상을 보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17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다.

18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19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30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핀다.

신체검진 능력
Ability of physical examination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사정하는 능력
Ability to access needs of patients
and family

20
21

구역을 운용하는 능력
Ability to manage area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work under stressful
situations

결정에 대한 자신감
Confidence about decision

Reverse
item
Reverse
item
Reverse
item

융통성
Flexibility
민첩함
Agility

면담능력
Ability of interview

적극적 경청 능력
Ability of active listening
비언어적 지지 능력
Ability of non-verbal supports

언어적 지지 능력
Ability of verbal supports

Reverse
item

예비조
사후 수
정사항

나는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증상과 외상기전을 연관지어 생각한다.

5

9

운용
Managemen
t

의사소통
Communicat
ion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최초 모습을 보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2

39

팀 구성원과 협력하는 능력
Ability to collaborate with team
members

개인적 대처
Personal
coping

초기문항

1

4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Ability to prioritize

전문가적 사
정
Expert
assessment

No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무엇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황급히 왔을까?'
라고 자문한다.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살핀
다.

22

나는 구급대원의 병력 청취 내용을 신뢰한다.

23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경우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에
게 도움을 요청한다.

24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을 도와준다.

36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율한다.

25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26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27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생각한다.

50

나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할 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28

나는 환자가 비 협조적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29

환자가 사소한 일로 응급실에 내원 했다고 판단 될지라도 나는 부정적 감정을 내
비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31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면 흥분하여 목소를 높인다.

32

나는 의사에게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나의 결정이 적합한지 물어본다.

33

내가 한 중증도 분류를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비난할까 두
렵다.

34

나의 응급실 임상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신한다.

11

나의 중증도 분류는 합리적이다.

43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37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한다.

38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35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를 적절히 조
율한다.

40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면담 시 의료용어를 사용한다.

41

내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은 잘 이해한다.

42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44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를 쉽게 알아차린다.

45

나는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이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46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47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 "네. 음."등의 추임새로 동의를 표현한다.

48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49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진료과정을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낮추려고 한다.

84

문장수정

문장수정

부록 6. 준거 타당도 평가를 위한 비교 도구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측정도구
선생님이 간호 현장에서 환자 간호와 관련해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1

2

전
혀
그
렇
지
않
다

항

만약 결정할 사안이 중요하고, 시간이 있다면
나는
모든
대안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수행한다.
치료는

환자가

가진

가치와

믿음보다

더

우선적이다.

3

의사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면
다른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4

의사결정을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
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다.

5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이나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본다.

6

의사결정과 관련된 대안을 모색할 때 나는
이것저것 되는대로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7

Brainstorming 은 내가 여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8

의사결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나는 노력한다.

9

나는

환자가

치료과정에

있어서

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준다.

10

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그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리도록 노력한다.

11

의사결정에서
내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는 전문가의 충고나 판단을
신중하게 듣거나 생각해 본다.
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1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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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나는 내가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갖지 않는다.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환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다.

15

나는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 시간이나 열정이
없다.

16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전에

마음속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결론을
17

점검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만일

내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 …” 하는 생각을 한다.
18
19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관계가 없는
결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의사결정을

할

때

동료

간호사와의

의견

일치가 나에게는 중요하다.

20

나는 정보 자원으로서 환자를 포함시킨다.

21

나는 내가 결정한 사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지 생각해 본다.
의사결정을

22

할

때,

교수가

어떤

동료들이
선택을

언급한다면, 내 선택보다는 교수의 선택을
따른다.

23

만약 이익(benefit)이 크다면,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24

나는 새로운 정보를 닥치는 대로 탐색한다.

25

나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과 이익을 따져보지 않는다.

26

나는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환자에게 나타날 긍정적 결과들을 알고 있다.

27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았던
대안들을 선택한다.

28

만약 위험이 야기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그 대안은 기각한다.

29

중요한 임상적 사안을 평가할 때, 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들의 목록을 상세히
기술한다.

30

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의 동료들에게
대안을 물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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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내가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전문적인 가치는 내 일상생활의 개인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우연하게도 좋은 임상적 대안들을 잘
발견하는 것 같다.

33

나는 임상에서 그날 그날 해야 할 일들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34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위험과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35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병원의
제도화된 우선순위와 표준을 고려한다.

36

나는 의사결정에 있어 오직 상황이 요구할
때만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37

대안들을
조사할
때,
극단적이거나
현실성이

나는
심지어
없는
것까지도

포함시킨다.
38

환자의 치료 목적을 아는 것도 나의 임상적
의사결정의 한 부분이다.

39

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만 위험과 이익을
점검한다.

40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견과 내 의견이 일치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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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최종 선정된 도구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
현재 응급 실 에서 중 증 도 분 류를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고 , 다 음 문 항
을 읽 고 자신 의 생각 이 나 행 동 에 가 장 가까 운 곳에 표 시 하 기 바
랍니 다.

No

1

문

전
혀
그
렇
지
않
다

항

나는 환자가 도착 하자마자 최초 모습을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다.

보고

2 나는 심정지 환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나는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4

나는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증상과 외상 기전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5

나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해석할 수 있다.

6

나는 환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위급한 질환을
암시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7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정할 수 있다.

8

나는 환자의 증상 중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중증
증상을 알고 있다.

9

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은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여부를 생각할 수 있다.

10

나는 두서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명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고려하여

환자의

11 나는 중증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다.
12 환자에게 시행될 치료와 중재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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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가 한 중증도 분류 결과가 정확 했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한다.

14

나는 중증도 분류를 위한 면담 중에도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며 사정할 수 있다.

15

내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체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

16

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다.

나는 한 환자와 면담 중에도 뒤 이어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다.
나는 환자가 한꺼번에 내원하는 경우 팀 구성원(의사,
18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나는 중증도 분류가 끝난 환자의 구역 배정에 관한
19
응급실 내부규정을 알고 있다.
17

20

나는 응급실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자원의 종류를 알고
있다.

21

나는 환자가 어느 구역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적절
한지를 정해줄 수 있다.

22

나는 합리적으로
자신한다.

23

나의 응급실 임상 경험은 내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신한다.

24

나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다.

25

팀 구성원(의사, 간호사, 구조사, 안전요원 등)은 나의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26

내가 질문을
이해한다.

27

나는 환자가 두서 없이 말 하는 경우에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중증도를

하거나

설명을

분류

할

할

때

수

있다고

환자들은

잘

28 나는 환자가 의도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29

나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30

나는 응급실에서 대략적인
환자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진료

89

과정을

설명하여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2. 연령: 만(

② 여성
)세

3. 총 임상 연수: (
4. 응급실 근무 연수: (
5.

)년 (

)개월
)년 (

)개월

이전에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① 네

② 아니요

6. 응급실 내원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으신가요?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로 답하셨다면 응급실 중증도 분류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년 (

)개월

7. 귀하의 최종 학력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3년제 간호대학 졸업 ②4년제 간호대학 졸업 ③석사 이상
7.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의 병원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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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웹 화면 capture

응급실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 도구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측정도구

일반적인 사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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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기존 도구의 요약
Classification

Non-triage scale

Instrument

Chart
for
assessm
ent of
triage

No of items

16

Scale type

Clinical
Compet
ence
Rating
Scal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53

Mastery
Learning in a
Clinical Skills
Training
Program

MiniClinical
Evaluati
on
Exercise
the

40 ?

7

Observe
6-point 5-point Exam
r
Likert- Likert
Performance
evaluati
scale
scale
observation
on

Perform
ance
observat
ion
(9scales)

Triage scale
Triage
Decision
Making
Inventor
yI
(emerge
ncy RN)
38

Chart
for
Triage
assessm
competency
ent of
triage
16 ?

Perform
ance
observat
ion

Triage
Decision
Making
Inventor
y II (all
nurse)
37

Discussion/interv
iew
Performance
6-point
Likertobservation
Likert
Documentation
scale
scale
audit
Written
assessment

Attribute

Assess
ment

Behavio
ural
characte
ristics

Clinical
judgeme
nt

Assessment
Canvassing of
objectives
and values
Privacy
Search for
information and
unbiased
assimilation of new
information
Application of
theory to practice
Clinical skills
Cognitive behaviors
Psychomotor
skill performance
Clinical judgement
Cognitive
charateristics
Critical thinking:
Organization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Intuition
Knowledge

*

5

5

*

14
3

3

*
8

10
1
7
1

*

12

12

7

7

*

*

Problem solving
Search for
alternatives or
options
Communication:
Commun
interview,
ication
counseling skills
Experience
Experience and skill
personal confidence
traits Humanistic
qualiies/Professional
ism
Others: overall
Others clinical competence
Time
Weight
*: Unclear numbers of items

1

*

*

29
*

8

2

8

*
11
11

1
1
1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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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o

x

x

x

부록 10.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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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CDMNS와 번안도구 사용 승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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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자료수집 승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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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Triage Competency
Scale for Emergency Nurses
Sunhee Mo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eon-Hwan Park, PhD, RN
Triage in an emergency room assigns treatment priority according to patient urgency,
allocates medical resources, and is a necessary process for patient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triage competency scale that objectively measures
identified attributes and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scale.
This study followed by six steps. The first step analyzed the concept of triage
competency in an emergency room, while the second step developed preliminary items
and a scale based on attributes and indicators. In the third step, ten experts evaluated
the scale’s item, based on whether preliminary items were relevant and developed
according to construct factors. The fourth step evaluated the comprehensibility of the
items by undertaking a pilot study of 20 emergency nurses. The fifth step evalua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ified items by surveying 250 emergency nurses. The
sixth step was used to decide on the final items in the triage competency scale.
The results from each step are as in follows. The first step found five attributes:
‘clinical judgment’, ‘expert assessment’, ‘management’, ‘personal coping’, and
‘communication’ and derived 19 indicators. The second step developed a list of 57
preliminary items and assigned 5-point Likert scales based on attributes an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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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step deleted, combined, or modified the preliminary items, and recognized
the items to construct factors. Through this step, 50 items were selected. The fourth
step revised and clarified the meaning of four of the 4 items. The fifth step by
performing item-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rived 30 items and 5
factors; the fit index of the derived model was good (χ 2/df =2.46, RMR=.036,
RMSEA=.077). The surveyed emergency nurses were classified 4-into experiencebased categories: novice, advanced beginner, competent and proficient, and average.
The nurses in each group derived 30 item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6.016,
p=.001). Total scores for the derived 30 items and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were positively correlated (r=.475, p<.001). Cronbach's α of the derived
model was .911. The sixth step examined the final scale. The final scale included 5
factors and 30 items with a score ranges from 0 to 120; a higher score indicates the high
degree of triage competency.
This scale could be used as a metric of triage competency among emergency nurses
and would be suitable for determining the success of triage-related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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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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