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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에서 간호인력확보수 과 환자 후와의 상 성

남 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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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of Nurse Staffing Levels and Patient Outcome in Intensive Car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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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ses play a crucial role in providing high-quality care in intensive care units (ICU). Previous studies have 

shown an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levels and outcome of critically ill patients. Increasing nurse staffing 

levels in ICU has been recommended to improve the outcome of critically ill patients. However, nursing staff short-

ages associated with decreased budgets may prevent adequate nurse-to-patient ratios although there lies increasing 

needs for critical care.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higher nurse staffing level is associated with favorable 

patient outcome, including mortality, length of stay, and infections, but some of studies did not find an association 

between nurse staffing and patient outcome. Although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nurse 

staffing levels and patient outcome, it is difficult to apply such effect as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North American and Europe as the nurse-to-patient ratio in Korea’s ICU is relatively low. By studying the nurse 

staffing effects for patient outcome from the Korea ICU, it is found that higher nurse staffing level is associated 

with improved patient mortality. This finding may suggest that a shortage of nursing staff is currently a serious is-

sue for caring of critically ill pati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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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에서는 일반 으로 고 험군의 환자에 한 치

료가 이루어지므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환자실 

담 문의나 고 도 환자실 운 과 같은 운  시스템

의 효율과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환자실에서 한 수 의 간호

인력확보(nurse staffing levels)는 환자의 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 환자실에서 간호인력의 부족

은 계획된 치료를 히 시행하기 어렵게 하고 환자의 안

을 할 수 있는 과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간호인력

확보 수 은 간호의 질에 향을 미치는 인자  기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6] 하지만 환자실에서 치료가 필요

한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 재정을 감하려는 정책  

경향은 환자실에서 한 간호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

고 이는 환자의 후와 안 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실에서는 증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지속 인 환

자의 감시와 찰, 합병증 발생 방을 한 치료  처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비의 리를 해 일반 병실보다 많

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나라마다 다르긴 하

지만 간호사  환자 비율을 1：2－3으로 최소한의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호주 환자간호사회(Australian 

College of Critical Care Nurses)에서 1：1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7,8]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3월 19일 개정된 의료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환자실에 ‘ 담간호사를 두되, 간

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환자

실의 경우에는 1.5명)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이는 24시간 인력 운 을 고려할 때 간호사 1

명당 환자 6명까지를 허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병원 환

자간호사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재 간호사  환자 비

율이 학병원에서는 1：2인 경우가 많은 반면 소 병원

을 포함하면 평균 1：6으로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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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인력확보수 이 높을수록 환자의 

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반면 일부 메타 분석 연구에

서는 연구방법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사망률 등을 포함한 후에 간호인력확보가 통계 으

로 유의할 정도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들이 존재

하고 있다.[8-10] 하지만 부분의 국내 연구의[3,4,11] 경우 

간호인력확보 수 이 환자의 후와 한 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국내 환자실 상

황에 바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히 낮은 국내의 간호인력확보수 과 연 이 있어 보인다. 

본 종설에서는 그 동안 보고된 환자실에서 간호인력이 

환자의 후에 미치는 향에 해 소개하고 한 수

의 간호인력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환자 사망률

  간호인력 확보수 과 환자 사망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간호인력 확보수 이 높을수록 환자의 사망률을 개

선시킨다는 결과와[3-5,11-15] 서로 련성이 없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8-10,16-20] Kane 등[5]은 메타분석

을 통하여 환자일수당 등록간호사 1인(1 registered nurse full 

time equivalent per patient day) 추가 시 외과계 환자실은 

16%, 내과계 환자실은 6%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 다. Tarnow-Mordi 등[15]은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환자 사망률이 2배 이상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

며, 신생아 환자실에서도[14] 간호사 업무부담 증가와 사

망률이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Kiekkas 등[16]에 의하면 

통계  차이는 없지만 환자실에서 간호업무 부담(nursing 

workload)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의 증가와 연 이 있다고 보

고되었다. 하지만 Van den Heede 등[21]은 심장수술환자에 

해 일반 병실과 환자실에서 환자일수당 간호시간(nur-

sing hours per patient day, [NHPPD])과 사망률의 련성을 

조사하 는데 일반병실에서는 NHPPD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의 연 성을 확인하 지만 환자실에서는 그 지 못

하 다. Metnitz 등[17]도 환자실에서 간호인력과 사망률

과의 통계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 다. 

  부분의 국내 연구는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가 을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개선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3,4,11] 

Cho 등[11]에 의하면 3차 병원에서는 간호사 환자 비율과 

사망률과의 연 성을 찾기 어려우나 2차 병원에서는 간호

사 1명당 환자 1명을 추가로 담당할 경우 사망률을 9%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Cho와 Yun[4]은  다른 연구에서 

환자실 병상수와 등록 간호사 수를 기 으로 9등 으로 

나 어 비교하 는데 병상수  간호사 비율이 1 이하인(병

상수/간호사수 ＜1) 경우가 1.5 이상인 경우에 비해 기본  

간호를 충분히 제공하 으며 더 낮은 사망률을 보 다고 

보고하 다. 한 Kim 등[3]은 간호사 당 환자수가 1：2인 

경우와 1：3, 1：4 혹은 그 이상일 경우와 비교하 을 시 

28일 사망률을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간호인력확보 수 의 정도가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향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질환의 증도를 

요한 인자로 꼽을 수 있다. Cho 등[11]에 의하면 2차 병

원에서는 간호 인력의 정도가 환자의 사망률과 유의한 연

성이 있었지만 3차 병원에서는 유의한 연 성을 발견하

지 못하 다. 이는 3차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 험성

이 더 높은 보다 심각한 질환으로 입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한 외과계 환자실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환자가 

수술의 스트 스를 감당할 수 있고 회복 가능한 신체상태

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내과계 환자실에 비해 사망의 

험이 낮은 환자군이 존재할 수 있다.[16] 한 환자실 

담 문의 존재 유무가 환자의 사망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Cho 등[11]은 환자실 담 문

의가 없는 경우 사망률의 odd ratio가 56% 증가한다고 하

으며, Kim 등[3]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간호사 당 환

자수가 1：2인 경우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28일 사망률을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간호사 당 환자수가 

1：2인 병원에서 환자실 담 문의의 비율은 40% (5개 

환자실  2개)인 반면 그 이상인 경우는 4.3% (23개 

환자실  1개)에 지나지 않았다.  다른 인자들로는 환

자실마다 다를 수 있는 환자의 입퇴원 기 과 각 연구마다 

다른 사망률의 기 (병원내 사망률, 28일 사망률 혹은 체 

사망률)을 들 수 있다.

감      염

  부분의 연구에서 간호 인력 감소와 감염의 증가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직 인 련성은 규

명하기 어렵지만 간호사 업무량의 증가가 MRSA (methicil-

lin resistant S. aureus) 감염에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2,23] 이는 손 생이나 감염 방을 한 

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

호사 업무량을 하루에 환자당 행해지는 치료  간호 활동

의 양과 술기의 복잡한 정도를 기 으로 수화(Therapeutic 

Intervention Scoring System)한 연구에서는 업무량의 증가와 

MRSA 감염 발생빈도가 한 연 이 있음이 보고되었

다.[24]

  폐렴 발생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환자일수 당 간호시간

의 증가나 환자  간호사 비율과 폐렴 증가와의 련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하 으나,[25,26] 부분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당 환자수가 감소할수록 폐렴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2,27,28] Hugonnet 등에 의하면 early-onset 

VAP의 발생률은 간호인력의 정도와 련이 없으나, lat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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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fference of Arrangement of Medical Care Staff 

between Asian Countries and Korea

Intensivists Nurse：Patient = 1：2 

 Asian countries 66% 83.3% 

 Korea   10.71%  17.86% 

Table 2. Nursing Staff to Patient’S Ratio in Studies in Korea 

3
rd

 grade hospital 2
nd

 grade hospital

Nurse：Patient ≤ 1：3 67% 80%

set VAP의 발생률은 간호사 당 환자수가 낮을수록 감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Hugonnet 등은 여러 연구를 통

해 병원내 감염의 경우 간호사의 담당환자가 을 경우(24

시간 기  간호사  환자 비율이 약 2：1) 그 지 못한 경

우에 비해 병원 내 감염을 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29,30] 

  심정맥 을 통한 총정맥 양법 시행시 임시직 간호사

(float nurse)에 의해 리가 될 경우 카테터 련 감염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licensed practical nurse)보다 등

록간호사에 의한 간호시간이 증가할 경우 폐렴은 6%, 요로

감염은 9%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2] 다른 연

구에서도 등록간호사의 비율이 10% 증가할 경우 폐렴을 

9.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욕      창

  환자실에서 환자의 피부 상태를 잘 찰하고, 욕창발생

을 방하기 해서는 한 간호인력이 필요하지만 지

까지 나온 연구 결과는 일 되지 않다. Unrah[34]은 간호인

력이 10% 증가할 경우 욕창 발생률이 2% 감소하고, 간호사 

과근무 시간 비율이 증가할수록 욕창발생 비율이 증가한

다고 보고하고 있지만[12]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욕창발생과 

간호인력수 과의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오히려 간호인력수 이 증가할수록 욕창발생빈도가 증가한

다고 보고하 는데 자는 그러한 원인으로 간호인력이 증

가함에 따라 욕창발생을 보다 정확히 찰하고 보고함으로

써 나타날 수 있는 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호인력의 증

가가 욕창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는 간호인력이 부족할 경우 입원 당시 이미 발생

한 욕창의 부정확한 보고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수술 후 합병증 

  앞에서 언 하 듯이 외과계 환자실에서 수술 후 환자

에 한 간호인력수 과 환자 사망률에 미치는 향은 상

당히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5, 

18-20,28] 부분 간호인력확보수 이 낮을수록 호흡 부 , 

폐렴, 재삽 , 패 증 는 심 계 합병증의 발생 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이 증가한다

고도 보고하 다. 흥미로운 은 이러한 보고 모두에서 간

호사 당 환자수가 1：2인 경우를 기 으로 비교하 는데 

간호사 당 환자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감소를 보고하 다. Amaravadi 등[19]은 야간근무시간에 간

호사 당 환자수가 1：2 이상인 경우 재삽  odds ratio가 

2.6, 폐렴 발생 odds ratio는 2.4, 패 증 발생 odds ratio는 

3.6으로 보고하 으며 치료 비용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비계획  발 과 재삽

  소아 환자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35] 비계획  발

의 험성과 소아 환자실에서 근무경력, 간호사  환자비

율의 계를 조사하 는데 근무경력, 환자억제 그리고 환자 

진정의 방법(간헐  주입  지속주입) 등은 연 성이 없는 

반면, 간호사 당 환자수(1：2인 경우 1：1과 비교 시 odds 

ratio 4.24)가 흥분(agitation) 상태와 연 성이 있음을 발견하

다. Kane 등[5]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등록간호사 1명이 

1.6명의 환자를 간호할 때 3.3명을 간호할 때와 비교하여 

비계획  발  발생률을 4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한 앞에서 언 하 듯이 미국 Maryland에서 수술 후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18-20,28] 

간호인력감소가 비계획  발  발생률의 증가와 련이 있

음을 보고하 다. 

결      론

  국내 환자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의 확보수

과 환자의 후와의 연 성에 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국

내 상황에 바로 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서구 

선진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를 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도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담 문의의 비율과 간호사 

 환자 비율을 국내와 비교할 경우 환자실의 근무 인력

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Table 1),[3,36] Cho 등에 

의한 국내 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3 이상인 병원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Table 2).[11] 이런 차이가 국내 연구의 경우 

간호사 당 환자수가 을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개선된다

는 일 된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3,4,11] 지 까지의 이런 

연구들은 환자실에서 정 인력 이하로 간호인력이 감소

할 경우 사망률의 증가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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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매우 낮음을 고려

할 때 국내 환자실의 간호인력 확보가 시 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 확보수 과 환자 후와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윤리  문제로 무작  비교 연구를 시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 인 인과 계를 밝히기는 어

려우나 많은 연구에서 낮은 간호인력 확보수 이나 간호업

무 부담의 증가는 환자의 후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 이 매우 열악한 

국내 환자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 간호인력의 확보

노력과 더불어 한정된 자원에서 간호사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환자의 특성, 질환의 증도  치료에 필요한 업무

량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을 배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환자 

치료의 질과 후를 크게 호 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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