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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을 조사하고, 두
개념의 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은 서
울시 및 광역시 4개시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6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응급실
에 근무하는 간호사 총 1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는 임상적 의사결정능
력은 Jenkins(1985)가 개발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척도를 백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로 총 40문항이며 5점 척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간호업무수행은 백현옥
(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평정 도구를 김윤희(2007)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35문항이며 5점 척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5.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 135.23±10.06점으로 나타났고, 하부 영역별
로 보았을 때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영역’이
3.57±.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영역’이 3.50±.56점,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영역’이 3.38±3.53점,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영역’
이 3.06±.21점 순으로 나타났다.
2. 간호업무수행의 평균평점은 3.91±.45점으로 나타났고, 하부 영역별로 보았을
때 ‘태도 및 자질 영역’이 4.06±.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지식 영역’이
4.02±.68점, ‘간호윤리 영역’이 4.02±.56점, ‘업무수행 영역’이 3.96±.50점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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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r=.479, p<.001).

4.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일반적 특성인 연령(p=.001), 총 임상경력
(p=.032), 직위(p=.009)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p=.923), 결
혼상태(p=.143), 종교(p=.432), 최종학력(p=.402), 응급실 근무경력(p=.866)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은 일반적 특성인 연령(p=.016), 결혼상태(p=.001), 총
임상경력(p=.022), 직위(p=.003)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
(p=.822), 종교(p=.505), 최종학력(p=.917), 응급실 근무경력(p=.584)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
업무수행과의 관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와 보호자에
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임
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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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응급환자 수는 연간 약 700만 명으로 인구 천 명당 153명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05년 연보). 응급실의 이용이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와 기타 응급처치 등의 이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하는 응
급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른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한경희, 1996). 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전달 체계에 따라 1,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3차 기관의 응급실을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선영,
2002). 최근 응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즉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모두 포함하며 의료인이 정확한 의료적 문제를 확인 할 때 까지는 모두 응
급환자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박인숙과 이남형, 2002), 환자나 보호자의 즉각
적인 의료처치의 요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 의료 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호요구도 역시 획일적인 간호보다는 자신
의 상태에 맞는 보다 세분화되고 개별화된 간호를 요구하고 있으며(김현숙과 원종
순, 2004), 이에 따라 응급실 간호사가 응급의료체계나 환자의 다양한 질적 요구도
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지
고 있다(김송순, 2008).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은 지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므로 의사결정의 결과
는 의사결정자가 지닌 지식이나 기술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정확하고 올바르게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
정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최희정, 2000). 간호사는 간호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생각
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적이며 가치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
결해야 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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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념적 기술로 매우 중요하며 치료의 성패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유
미, 2007). 간호사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환자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사의 직무만족
과 같은 간호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Blegan, 1993). 의사결정은 역할갈
등을 해소하고 직무에 대한 간호사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역할모호성을 감소시킴으
로써 직무만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강미연, 2001). 간호사들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업무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에 제도상의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비효과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은 병원의 생산성 및 업무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미경과 정현숙, 1999). 간호사의 의사결정능력이 높으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원하는 간호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여 간호업무수행의 결과에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최원희와 김명희,
2004). 따라서, 최적의 간호 중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간호 행위를 선택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이 수행 과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의사결정능력은 전문 간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간호사의 전문적 능력은 간호실무에서의 능숙함과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에 앞
서 상황을 관찰하고 즉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임상적 의사결정능력도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구태희, 2002).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활력증후나 정맥주입간호와 같은 일반 병동에서도
시행하는 기본적 간호업무에서부터 EKG 판독 및 중재,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관
찰, 응급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보호자 통제, 동의서 받기 같은 진료에 관련
된 각종 기록업무, 응급 처치에 필요한 공급품의 확보 및 관리, 기구 및 장비 관리
등 응급실 제반 관리를 담당하고 나아가 응급환자 분류, 응급약물 투여와 같은 응
급환자 위기 중재와 같은 전문적 실무까지 담당하고 있다(김희정, 2005). 이를 위
해서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문제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정, 중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응
급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간호업무에서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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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매순간 정확하고 빠른 임상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중재의 유형과 우선순위를 결
정하여 간호 활동시에 세심한 주의와 판단, 자율성과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천미희, 2005). 응급실 이용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 응급실 간호사는 현재 드러난 건강문제 및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대상자의 반
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하
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임상적 판단과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된다(김동옥,
2001). 또한 환자에게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의사결정은 그 결과가
환자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의사결정능력은 질적 간호를 위한 핵심
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최상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간호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의
사결정능력이 필요한 것이다(황인주, 2004). 따라서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의 간호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며(Pardue, 1987), 이러한 의사
결정은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 실제
간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간호업무수행에 매우 중요하다(배주영,
2008).
최근들어 간호사에 대해 전문적 판단과 정확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요
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

선행연구로는 내․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희정, 1997),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희정, 2000),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
여진, 2001),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황인주, 2004),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천미희, 2005),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미순, 2006)등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적 의사결정 유형이나 임상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인이나 장애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로써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
호업무수행정도를 확인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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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간호사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
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정도를
파악하며,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응급실 간호
사의 간호업무수행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파악한다.
2)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정도를 파악한다.
3)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 이론적 정의 : 임상적 의사결정이란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
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박
미순, 2006).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Jenkins(1985)가 개발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척
도(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 CDMNS)
를 백미경(2004)이 번역, 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
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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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간호업무수행
․ 이론적 정의 : 간호대상자의 치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제공
하는 간호활동의 집합으로, 간호 대상자인 환자와 그 가족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행위와 간호 관리업무 및 전문가로서
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간호행위 모두를 포함한다(박정호와 성영
희, 200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백현옥(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정 도구를 김윤희(2007)가 수정˙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
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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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1.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임상적 의사결정은 임상상황에서 간호사들이 환자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일련의
사고활동과정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간호과정 방식에 의해 측정
될 수 있으며 특정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인지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여진,
2001). 이러한 임상의사결정은 개념적 의사결정과 행위적 의사결정의 두 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 개념적 의사결정은 환자의 문제를 규명하고 간호진단에 이르기까지
상황 정의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며, 행위적 의사결정은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까지를 의미하고 환경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의사결정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유형은 분석적-체계적 유형과 직관적-해석적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전에는 분
석적-체계적 유형이든 또는 직관적-해석적 유형이든 한 가지 유형만을 가지고 연
구했으나 O'Neil과 Dluhy(1997)은 간호학생,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간호학생은 규칙에 기반한 추론을 하고, 신규간호사는 분석적 추론, 경
력간호사는 직관적 추론이 우세하며 분석적 추론을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분석적-체계적 또는 직관적-해석적 유형이란 간호사들이 의사결정 행위를 위
해 거치게 되는 의사결정 유형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각의 유형 중 어떤 것
이 우세하여 간호사의 의사결정의 질, 즉 환자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
고는 발견할 수 없으며, 단지 의사결정의 결과를 얻는데 있어 나타나는 중간적인
인지과정의 하나로 보여진다(이여진, 2001).
간호사의 의사결정은 간호과정의 필수적 요소이며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의
사결정능력은 전문적 간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황인주, 2004), 의사결정은
문화나 인종, 사회적 배경을 초월한 전인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호사의 능력
으로 간호현장에서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김진이, 2007). 이는 임상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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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임상에서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
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임상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Orem과 Maggs(1993)은 의사결정자
의 교육수준과 경험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했고 Hamers, Huijer
Abu-Saad와 Halfens(1994)는 임상적 의사결정자의 경험과 다양한 지식의 기초가
임상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Rew(2000)는 어떤 간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간호사간의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지식기반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핵심적 사고능력, 태도 등이 포함되며(권인
각과 박승미, 2007), Kahnweiler와 Thomson(2000)은 학력과 연령은 간호사의 의
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Hoffman, Donoghue
와 Duffield(2003)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과 나이, 실무분야,
경험, 교육수준, 역할에 대한 가치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나이, 실무분야, 역
할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업무의 특성 중 복잡성,
난이도, 심각성, 긴급성 역시 간호사의 의사결정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제시하였다(이여진, 2002). Lauri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단기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실무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모두 사용하
여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 병동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들은 실무적 지식 또는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여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동옥(2001)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중심으로 신규간호사
의 임상 의사결정 양식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신규간호사가 초기에는 분석
적, 선형적인 의사결정 모형에서 후기에는 총체적, 통합적인 연결성을 가진 의사결
정 모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간호사들의 임상 경험과 지식 발
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여진(2001)은 임상간호
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간호사의 지식이
높을수록, 임상경험이 많을수록, 숙련성이 높을수록 업무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지를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 변수들은 의사결정의 참여와 질에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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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백미경(2004)은 또한 장루간호사의 자율성 정도와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장루간호사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황인주(2004)는 아동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 유형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아동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 유형을 개별 환아 중심의 의사결
정 유형, 패턴 중심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전형적 간호지식 중심의 의사결정 유
형, 간호 모델 중심의 의사결정 유형, 의학적 지식 중심의 의사결정 유형, 환아-가
족-간호사 협동의 의사결정 유형의 6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간호사
의 나이, 결혼상태, 총 임상 근무 경력, 아동간호단위 근무 경력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와는 의사결정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천미희(2005)는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도는 일반병동, 중환자실 간
호사보다 낮았으며 문제 확인단계에서 선택단계로 진행될수록 참여도가 감소되었
고,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가 지각한 의사결정 복잡성은 교육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응급
실 근무경력이 높음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
였다. 박미순(2006)은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
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문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 백미경(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2. 간호업무수행

국내 병원계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기관 평가제’
실시와 의료의 질 관리 활동,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과제 도입추진과 대형 기
업형 병원 설립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임경춘, 박광옥과 김복자, 1997). 의료환경은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 되어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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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간호 인력에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종합병원 의료 인력의 총수에서 간호
직원 구성 비율은 59%에 달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병원 간호사
들이 제공하는 간호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병원 전체조직의 효
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되고, 그 효과는 병원 전체조직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미란, 2008).
간호업무란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로서 우리나라 현 의료법(제2조 의료인
에 대한 정의: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의무로 한다)에 의하면 환자에게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박경님, 2007). 요양상의
간호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간호업무를 의미하고, 진료보조 업무라
함은 의사지시 등을 수행하는 비독자적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두은영,
2004). 독자적 간호활동은 간호 대상자의 개별적인 간호요구에 다른 간호과정 즉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과정과 간호과정을 수행하는 간호 인력에
대한 지휘, 통제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간호전문직의 고유활동으로서 전문직 간호사
가 아닌 다른 인력으로 대치될 수 없는 활동이다. 비독자적 간호활동은 진료와 치
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에 따른 간호수행과 행정위임 업무수행 활동이다(김미란,
2008). 그 외에 대인관계 활동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료나 타부서 직원,
보호자 등과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간호업무수행이란 간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간호
사의 과학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환자에게 수행하는 간호로서 환자와 간
호사와의 상호관계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박상미, 2004).
좋은 간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환자의 요구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의 지식수준, 능력가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간호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서이아, 2002).
응급실 간호업무의 경우 업무 범주는 환자에 관한 의사소통, 환자기록관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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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정, 환자와 보호자 상담 및 교육, 투약, 처치 및 치료, 물품 및 약품관리, 치료
자 협조, 검사물 채취, 개인위생, 교육 및 연구, 기타 등 12가지로 나타났다(김광주,
1994). Macphail(1992)은 응급간호의 독특한 특성을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긴급 또는 비긴급한 상황을 사정, 진단, 처치하며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난준비를 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응급간호사협회(1991)에서는 이상의 특성에 안정과 소생술, 위기중재, 통
제되지 않은 또는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것 등을 추가로 포함시
켰다.
이와같이 응급실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간호업무와 관련되
며 긴급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간호를 제공해야하는 힘든 점이 있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간호행위에 있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일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나 행동을 민첩하게 판단하여 그 변화에
대응하여 이상적으로 과감하게 기능해야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간
호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기대의 폭이 넓어져,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종합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진이,

2007).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는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논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할 의무가 커짐에 따라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은 간호전문직의
핵심요소로 부각되어진다(김현경, 2002).
간호사가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고, 진단을 내리며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
하다(Howenstein et al., 1996). 간호전문직에서는 어떻게 사고하고, 적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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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간호교육
과정에도 의사결정능력을 길러 주는 준비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전문직이 되기 위해
서는 실무경험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Schank, 1999).
Sullivan과 Deker(1988)은 간호업무수행을 간호사가 일정기간 동안 간호현장에
서 업무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얻어진 성과의 기록이라 하였고, 간호업무수행의 효율
성은 간호사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때 가능
한 것이며, 간호업무수행은 직무만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명하, 2008). 간호
조직은 특성상 병원 내 인력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이은미, 2008), 하루 24시간
동안 환자나 보호자 곁에서 간호하고 있으므로 병원경영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런 간호사들을 어떻게 하여 간호업무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 하는 것은 간호의 발전 뿐만 아니라 병원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한성숙
외, 2006).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간호를 지향해야하고, 간호사의 의사결정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파
악하여 이들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배경옥, 2007).
이러한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결정, 리더십, 임상간호, 교
육, 협조, 계획, 평가, 대인관계, 전문성 개발 등으로 보고있다(Mrayyan, 2008). 또
한 간호업무수행은 직무만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명하, 2008).
그 중 의사결정능력과 정도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므로
간호업무수행의 결과에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최원희와 김명희, 2004). Szilagyi과
Wallace(1987)는 조직구성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능력과 지능, 성격과 같은 개인
적 특성과 집단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의사결정, 갈등,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개인의 업무성과가 달라졌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건강에
대한 간호와 지식, 인간의 이해에 대한 지식과 대인관계 기술, 교수-학습이론, 리더
쉽, 의사결정능력 등을 갖추어야 간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원형, 2002). 간호는 인간이 그가 속한 환경에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
는 활동으로 간호사는 대상자와의 전문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호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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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의사결정능력에 따라 간호업무수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배주영, 2008).
이들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의사소통(서이아, 2002: 배주영, 2008)이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최희정, 2000: 황인주, 2004)와,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연구로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이여진,

2001),

의사결정에

미치는

장애요인(최희정,

1997), 의사결정 과정(천미희, 2005: 구태희, 2002)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확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며, 그 결과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간호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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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4개 광역시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6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총 1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 관
한 5문항, 응급실 관련 업무 특성에 관한 3문항,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40문항, 간
호업무수행 35문항으로 총 83문항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1)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특정 도구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Jenkins(1985)가 개발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척도를 백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40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4가지 하부영역으로 나뉘
며 각각은 1)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2)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3) 결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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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와 재평가 4)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이다. 각각의
하부영역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
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
였고 이 도구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200점까지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α=.83점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70점이었다.

2) 간호업무수행 특정 도구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현옥(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평정 도구를 김윤희(200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35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그 각각은 태도 및 자질영역 13문항, 업무지식 영역 8문항, 간호윤리
영역 7문항, 업무수행 영역 7문항이다. 각각의 영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도구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α=.97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 α=.92점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2월 3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였
고, 연구자가 직접 서울시 및 4개 광역시에 위치한 6곳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간호부에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다음,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3일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우편으
로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응급실 근무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 전
수인 총 11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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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할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
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의 차
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및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5)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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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명(2.7%), 여자가 107명(97.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평균 30.13세였으며, 26~30세가 41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가 20명(18.2%)로 가장 적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5명(68.2%)으로 기
혼 35명(31.8%) 보다 많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4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4명(30.9%), 불교 11명(10.0%), 천주교 11명(10.0%)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3년제 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각각 45명(40.9%), 석사 학위
이상이 20명(18.2%)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7.68년이었으며 3년 이하
가 36명(32.7%), 4~7년이 30명(27.3%), 12년 이상이 25명(22.7%), 8~11년이
19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근무경력은 평균 3.75년이었으며 2년 이하
가 47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3~4년 25명(22.7%), 5~6년 24명(21.8%), 7년
이상 14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6명(87.3%), 책임간호
사 이상이 14명(12.7%)으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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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0)

특성

구분

성별

남

3

2.7

여

107

97.3

25세 이하

28

25.5

26~30세

41

37.3

31~35세

20

18.2

36세 이상

21

19.0

미혼

75

68.2

기혼

35

31.8

기독교

34

30.9

불교

11

10.0

천주교

11

10.0

무교

54

49.1

3년대졸

45

40.9

4년대졸

45

40.9

석사 학위 이상

20

18.2

3년 이하

36

32.7

4~7년

30

27.3

8~11년

19

17.3

12년 이상

25

22.7

2년 이하

47

42.7

3~4년

25

22.7

5~6년

24

21.8

7년 이상

14

12.8

일반간호사

96

87.3

책임간호사 이상

14

12.7

연령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직위명

실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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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평균±표준편차

30.13±6.41(세)

7.68±6.58(년)

3.75±2.66(년)

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1)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 135.23±10.06점이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보에

35.72±3.30점으로

대한

가장

점수가

조사와

새로운

높았으며,

정보에

‘결론의

대한

일치화

영역’이

평가와

재평가

영역’은

35.05±5.63점,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영역’은 33.82±3.53점,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역’은 30.65±2.12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영역

(N=110)

문항

최저

최고

평균±표준편차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10

24

80

35.05±5.63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10

25

42

33.82±3.53

10

28

46

35.72±3.30

10

25

35

30.65±2.12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총 점

135.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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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전체 문항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내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는 전문
가의 충고나 판단을 신중하게 듣거나 생각해본다.’ 문항이 4.05±.66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냈고 ‘만약 결정할 사안이 중요하고, 시간이 있다면 나는 모든 대안
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수행한다.’ 문항이 4.03±.61점,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
릴 때 나의 동료들에게 대안을 물어보지 않는다.’ 문항이 4.00±.82점이었다. 한편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았던 대안들을 선택한다.’ 문항이 2.15±.57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이 ‘대안들을 조사할 때, 나는 심지어 극
단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것까지도 포함시킨다.’ 2.25±.78점, ‘치료는 환자가 가진
가치와 믿음보다 더 우선적이다.’ 2.41±.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최고점과 최저점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영역’에서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과를 미리 예측
해보고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여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위험과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문항이
3.85±.89점이며 역코딩 문항으로 이는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위험과
이익을 염두해둔다’로 해석이 되며 ‘나는 대안에 대한 결과의 점검을 통해 환자에게
나타날 긍정적 결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3.85±3.91점으로 앞 문항과 같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관계가 없는
결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문항은 2.90±.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영역’에서는 실무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환자의 치료 목
적을 아는 것도 나의 임상적 의사결정의 한 부분이다.’ 문항이 3.85±.78점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그

상황에

맞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 19 -

내리도록

노력한다.’ 문항이

3.76±.75점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가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나의 전문적인 가치는 내 일상생활의 개인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문항은
2.50±.84점,

‘치료는

환자가

가진

가치와

믿음보다

더

우선적이다.’

문항은

2.41±.75점으로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영역’에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
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와 임상적 의사결정을 일치화 시키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내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는
전문가의 충고나 판단을 신중하게 듣거나 생각해 본다.’ 문항은 4.05±.66점으로 임
상적 의사결정 전체 문항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이나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본다.’ 문항은 3.88±.71점, ‘임상적 의사
결정을 할 때, 동료 간호사와의 의견 일치가 나에게는 중요하다.’ 문항은 3.80±.71
점으로 3점 이상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
거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한다.’ 문항이 2.67±.72점으로 역코딩하여 ‘나는 내가 이
용할 수 있는 정도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였고 ‘나는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 시간이나 열정
이 없다.’ 2.37±.83점의 문항들이 있었다.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역’은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대안을 찾아보고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사안을 선택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약 결정할 사안이 중
요하고, 시간이 있다면 나는 모든 대안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수행한다.’ 문항이
4.03±.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의
동료들에게 대안을 물어보지 않는다.’ 문항도 4.00±.82점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10문항 중 5문항이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나
는 우연하게도 좋은 임상적 대안들을 잘 발견하는 것 같다.’ 문항이 2.97±.71점,
‘임상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대안을 모색할 때 나는 이것저것 되는대로 찾아보는 것
을 좋아한다.’ 문항이 2.69±.7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교수가 어떤 선택을 언급한다면, 내 선택보다는 교수의 선택을 따른다.’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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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9점, ‘대안들을 조사할 때, 나는 심지어 극단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것까
지도 포함시킨다.’ 문항은 2.25±.78점,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았던
대안들을 선택한다.’ 문항은 2.15±.5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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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영역

문 항
1.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위험과 이익은 염
두에 두지 않는다.*
2. 나는 대한에 대한 결과의 점검을 통해 환자에게 나타
날 긍정적 결과에 대해 알고 있다.
3. 나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과 이익을 따져보지 않는다.*

(N=110)

평균±표준편차
3.85±.89

3.85±3.91

3.69±.88

4.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결론을 점검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만일 내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하

3.63±.74

는 생각을 한다.
결론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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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71

재평가
6. 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만 위험과 이익을 점검한다.*

7. 만약 이익이 크다면,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8. 나는 내가 내린 임상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갖지 않는다.*
9. 중요한 임상적 사안을 평가할 때, 나는 긍정적이고 부
정적인 결과들의 목록을 상세히 기술한다.
10.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관계가 없
는 결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소계총점

3.58±.92

3.37±.88

3.35±.76

3.20±.71

2.91±.83
35.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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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1. 환자의 치료 목적을 아는 것도 나의 임상적 의사결정
의 한 부분이다.

평균±표준편차
3.85±.78

2. 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그 상황에 맞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리도

3.76±.75

록 노력한다.
3. 나는 환자가 치료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도록 도와준다.
4. 나는 임상에서의 그날 그날 해야 할 일들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5.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환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다.
6.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병원의 제도화된
우선순위와 표준을 고려한다.
7. 좋은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견
과 내 의견이 일치해 있어야 한다.
8. 나는 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
할지 생각해본다.
9. 치료는 환자가 가진 가치와 믿음보다 더 우선적이다.*
10. 내가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전문적인 가
치는 내 일상 생활의 개인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소계총점

3.64±.67

3.47±.79

3.34±.76

3.58±.77

3.59±.72

3.68±.65
2.41±.75
2.50±.84
33.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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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내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는 전문가의 충고나 판단을 신중하게 듣거나 생각해

4.05±.66

본다.
2.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이나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본다.
3. 나는 정보 자원으로서 환자를 포함시킨다.
정보에 4. 임상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나
대한

는 노력한다.

조사와 5. 나는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 시간이나 열정이 없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6.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
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다.*
7.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동료 간호사와의 의견 일치
가 나에게는 중요하다.
8.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에 있어, 오직 상황이 요구할 때
만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9. 나는 새로운 정보를 닥치는 대로 탐색한다.*

3.88±.71
3.63±.80
3.72±.69
3.63±.83
3.73±.75

3.79±.71

3.55±.87
3.08±.79

10. 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2.67±.72

한다.*
소계총점

35.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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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1. 만약 결정할 사안이 중요하고, 시간이 있다면 나는 모
든 대안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수행한다.
2.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대안
들을 생각해 본다.
3.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의 동료들에게
대안을 물어보지 않는다.*
4.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면 나는 다
른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안과 5.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여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선택에
대한
조사

6. 나는 우연하게도 좋은 임상적 대안들을 잘 발견하는
것 같다.*
7.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교수가 어떤 선택을 언급한
다면, 내 선택보다는 교수의 선택을 따른다.*
8. 임상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대안을 모색할 때 나는 이
것저것 되는대로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9. 대안들을 조사할 때, 나는 심지어 극단적이거나 현실
성이 없는 것까지도 포함시킨다.
10.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았던 대안들을
선택한다.
소계총점

평균±표준편차
4.03±.61

3.66±.68

4.00±.82

3.14±.77

3.17±.79

2.97±.71

2.59±.69

2.69±.79

2.25±.78

2.15±.57
30.65±2.12

* 역코딩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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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

1)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은 최대 175점에서 최저 35점 영역에서 평균점수는
136.97±15.67점이고 평균평점은 3.91±.45점이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태도 및 자질 영역이 4.06±.5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업무지식 영역이
4.02±.68점, 간호윤리 영역이 4.02±.56점, 업무수행 영역이 3.96±.50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

(N=110)

영역

문항

최저

최고

평균평점±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태도 및 자질

13

2.46

5.38

4.06±.54

52.76±7.02

업무지식

8

2.25

7.63

4.02±.68

32.13±5.24

간호윤리

7

2.71

5.00

4.02±.56

28.15±3.93

업무수행

7

2.71

5.00

3.96±.50

27.74±3.47

3.91±.45

136.97±15.67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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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의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간호업무수행의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전체 문항에서 ‘멸균 및 소독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및 처치 전
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하였다.’ 문항이 4.26±.66점, ‘응급실 업무의 내용 및 상
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했다.’ 문항이 4.26±2.84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와 관찰을 기울여 간호했다.’ 문항이 4.17±.65
점이었다. 한편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업무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였다.’ 문항이
3.34±.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항이 3.38±.74점,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적 간호를 제공하였다.’ 문항이 3.54±.71점이었다.
각 영역별 최고점과 최저점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도 및 자질 영역’에서는 응급실에서 전문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평가하여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이 되는 충고 및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지니려고 노력하였다.’ 문항이 4.13±.69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녔다.’ 문항이
4.01±.75점, ‘조직이 추구하는 방침, 규칙 등을 잘 준수하였다.’ 문항이 4.01±.67
점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항은 3.38±.74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업무도 자발
적으로 찾아서 하였다.’ 문항은 3.34±.78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업무지식 영역’에서는 응급실에서의 간호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여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응급실 업무의 내용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했다.’ 문항이 4.26±2.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약물 및 마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며 투약했
다.’ 문항도 4.08±.76점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응급실에 요구되는 실무
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했다.’ 문항은 3.91±.67점, ‘응급실 업무수행 시 다양한 환
자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간호를 계획하고 시행했다.’ 문항도 3.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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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윤리 영역’에서는 전문인으로서 환자를 대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정신을 평가하여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개인 활동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항이
4.13±.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환자의 생명과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
며 이에 최선을 다했다.’ 문항도 4.12±.65점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환자
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문항이 3.91±.76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최선을 다했다.’ 문항이 3.83±.7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이 두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업무수행 영역’에서는 응급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평가하여 간호업무수행 정도
를 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멸균 및 소독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및 처치 전 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하였다.’ 문항이 4.26±.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와 관찰을 기울여 간호했
다.’ 문항이 4.17±.65점, ‘새로운 장비, 물품의 관리 및 사용법을 익히는데 적극적
이었다.’ 문항도 4.04±.68점으로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물품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하게 사용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문항이 3.80±.74
점, ‘응급실 업무수행 시 또는 대화 과정 중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정확하
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였다.’ 문항이 3.68±.7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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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의 하부 영역별 문항 분석
영역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예의범절이 바르고 모범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했다.

3.99±.74

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녔다.
3. 친절하고 상냥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로 직장 분위기
를 밝게 하였다.
4. 도움이 되는 충고 및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지니려고 노력하였다.
5. 동료간에 상호협조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업무
를 처리하였다.
태도
및
자질

(N=110)

6. 사랑과 희생 봉사 정신을 지녔다.
7. 조직 및 소속부서에서 행하는 행사에 적극적으
로 참석하였다.

4.01±.75
3.87±.72
4.13±.09
3.80±.66
3.56±.81
3.71±.83

8. 조직이 추구하는 방침, 규칙 등을 잘 준수하였다.

4.01±.67

9.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자세를 가졌다.

3.65±.74

10. 근무 중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
11. 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서
비스를 제공했다.
12.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업무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였다.
13.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적 간호를 제
공하였다.
소계총점

3.98±.66
3.38±.74
3.34±.78
3.54±.71
52.7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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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1.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약물 및 마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며 투약했다.
2.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원칙에 맞
게 관리 수행했다.

평균±표준편차
3.99±.74

4.01±.75

3. 응급실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했다.

3.87±.72

4. 응급실에 요구되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했다.

4.13±.09

업무지식 5. 응급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물품에 대
해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준비했다.
6. 응급실 업무수행 시 다양한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간호를 계획하고 시행했다.
7. 응급실 업무와 관련된 검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
고 검사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했다.

8. 응급실 업무의 내용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했다.
소계총점

3.80±.66

3.56±.81

3.71±.83

4.01±.67
52.7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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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1.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3.91±.76

2. 환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4.06±.72

3. 환자의 생명과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

간호윤리

선을 다했다.
4. 환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
하였다.
5.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6. 전문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개인 활동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7. 직업에 대한 긍지와 윤리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

소계총점

4.12±.65
4.02±.66
3.83±.74
4.13±.65
4.08±.71
28.15±3.93

1. 새로운 장비, 물품의 관리 및 사용법을 익히는데 적
극적이었다.
2. 응급실 업무 개선을 위한 방식이나 절차를 찾기 위
해 노력하며 실천했다.
3.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환자의 이차적인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4.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와 관찰을 기울
업무수행

평균±표준편차

여 간호했다.
5. 응급실 업무수행 시 또는 대화 과정 중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
을 얘기하였다.
6.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하게 사용하여 원
가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7. 멸균 및 소독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및 처치 전 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하다.
소계총점

4.04±.68
3.82±.76
3.96±.56
4.17±.65

3.68±.74

3.80±.74
4.26±.66
27.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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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479, p<.001). 즉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6>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

간호업무수행

(N=110)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p

.47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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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의 차이
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총 임상경력, 직위
명에 따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평균 점수는 36세 이상인 군이 140.95±12.37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하 군이 136.57±8.96점, 26~30세 군이 134.20±8.13
점, 31~35세 군이 129.45±9.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5.348, p=.002).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25세 이하 군과
26~30세 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31~35세 군이 36세 이상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평균 점수는 12년
이상인

군이

138.60±1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하

군이

135.64±9.02점, 4~7년 군이 135.43±7.93점, 8~11년 군이 129.68±8.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46, p=.032).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3년 이하 군과 4~7년 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8~11년
군이 12년 이상인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임상적 의
사결정능력 평균 점수는 책임간호사 이상 군이 141.71±14.98점으로 일반간호사
군의 134.28±8.85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2.65, p=.009).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의 성별,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응급실 근무 경력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간호업무수행은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위명에 따라 간호업무수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
른 간호업무수행 평균 점수는 36세 이상인 군이 146.62±10.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6~30세 군이 135.66±16.46점, 25세 이하 군이 134.07±15.77점,
31~35세 군이 133.60±15.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 33 -

한 차이가 있었다(F=3.619, p=.016).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26~30세 군과
31~35세 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25세 이하 군이 36세 이상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른 간호업무수행 평균 점수는 기혼 군이
143.17±10.94점으로 미혼 군인 134.08±16.74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99, p=.001). 총 임상경력에 따른 간호업무수
행 평균 점수는 12년 이상 군이 145.20±9.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7년
군이

136.03±17.74점,

3년

이하

군이

134.19±15.50점,

8~11년

군이

132.89±15.9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2.836, p=.042).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4~7년군과 8~11년군 사이에는 차이
가 없었고 3년 이하군이 12년 이상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간호업무수행 평균 점수는 책임간호사 이상 군이 148.57±9.54점으로 일반간
호사 군인 135.28±15.71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3.077, p=.003). 그러나 대상자의 성별, 종교, 최종학력, 응급실 근
무 경력에 따른 간호업무수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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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
의 차이

(N=110)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t or F

평균±표준편차

(p)

남

134.67± 6.50

여

간호업무수행

t or F

평균±표준편차

(p)

-.097

139.00±17.52

.226

135.24±10.16

(.923)

136.92±15.71

(.822)

25세 이하(a)

136.57± 8.96

6.216

134.07±15.77

3.619

26~30세(b)

135.11± 7.60

(.001)

135.66±16.46

(.016)

31~35세(c)

129.31± 9.36

133.60±15.62

36세 이상(d)

140.95±12.37

146.62±10.25

미혼

134.27± 9.10

-1.474

134.08±16.74

-3.399

기혼

137.29±11.74

(.143)

143.17±10.94

(.001)

기독교

137.12±10.64

.925

140.24±16.59

.785

불교

136.18± 8.89

(.432)

135.10±14.78

(.505)

천주교

136.27± 9.03

137.64± 8.41

무교

133.63±10.10

135.17±16.38

3년대졸

136.71± 7.72

.918

136.36±15.88

.086

4년대졸

134.56±11.79

(.402)

137.09±16.47

(.917)

석사 이상

133.40±10.53

총 임상

3년 이하(a)

135.64± 9.02

3.046

근무경력

4~7년(b)

135.43± 7.93

(.032)

8~11년(c)

129.68± 8.22

132.89±15.89

12년이상(d)

138.60±13.34

145.20± 9.86

응급실

2년 미만

136.09± 9.04

.243

134.57±14.87

.652

근무경력

3~4년

134.00± 9.43

(.866)

138.36±15.29

(.584)

5~6년

135.08± 8.40

139.33±17.67

7년 이상

134.79±16.27

138.50±15.99

일반간호사

134.28± 8.85

-2.65

135.28±15.71

-3.077

책임간호사이상

141.71±14.98

(.009)

148.57± 9.54

(.003)

변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직위명

구분

Sheffe

c<d

Sheffe

a<d

138.1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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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134.19±15.50

2.836

136.03±17.74

(.042)

a<d

제5장

논의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를 파
악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
구로써 그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

본 연구에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총 40문항의 최대평점 200점에서, 평
균점수는 135.23점으로 중간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던 백미
경(2004)의

137.57점과

박미순(2006)의

142.37점,

권인각과

박승미(2007)의

144.54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보았을 때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영역이
35.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영역이 35.05점,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영역이 33.82점,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역이 30.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백미경(2004)의 연구와 박미순(2006), 권인각과 박승미(2007)
의 연구에서는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영역이 35.91점과 37.42점, 37.27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역이 각각 30.72점과 31.37점,
34.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는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역’의 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분석된다.
또한 전체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문항도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
역’에서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았던 대안들을 선택한다.’로 나타나
이 영역의 능력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장루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율성 정도와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를 조사한 백미
경(2004)의 연구와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율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조사한 박미순(2006)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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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각과 박승미(2007)는 이렇듯 대안을 모색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점수가 낮
은 이유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간호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객관
적인 환자의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박미순
(2006)은 실제 임상현장의 의료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시 선택
할 수 있는 환경 등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최
원희와 김명희(2004)는 의사결정시, 각 부서별로 환자의 원인질환이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업무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 부서에 맞는 의사결정 상황과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 과거경험이나 조직의 업무기준, 동
료의 조언 등의 정보수집이 매우 부족함을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성공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들을 나열하여 각 병동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비추어보며 비교 분석하여 실패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화훈련을 하고,
또한 신규간호사 채용시에도 이러한 사례교육을 학습하여 실제 간호현장에서 보다
올바른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총 35문항의 최대평점 175점에서, 평균
점수는 136.97점을 보였으며 평균평점은 3.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윤희(2007)의 3.50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로 보았을 때 태도 및 자질 영역이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지식 영역이 4.02점, 간호윤리 영역이 4.02점, 업무수행

영역이 3.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업무수행능력이 낮은 이유는 응급실이 과중한 업무뿐
만 아니라 입․퇴원이 잦으며 환자 이동이 많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간호와
관련된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구도에 맞는 간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
고(최송이, 2009) 간호업무 현장의 근무 조건이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도에 미치지
않아 응급실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간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김미란,
2008).
이는 응급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잦은 전화와 서류 작성 등의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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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많아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임상 현장에 대한 업무만 가능할
뿐, 다른 업무를 찾아 스스로 하기에는 간호사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업무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 인력을 병원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는 정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여진(2001)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의사결정의 참여와 질이 높아짐
으로써 간호업무의 특성 중 심각성과 긴급성이 잘 파악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급실에서의 간호업무 특성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
확하게 판단하고 위급한 생명을 치료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특수성을 지니
고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간호사의 업무는 먼저 올바른 의
사결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간
호를 제공 및 교육하고 타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조정하며, 병원 상부조직에
서 내려오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이
보다 향상 되어야 할 것이다(배주영, 2008). 올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능력은 간호
와 치료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간호업무수행을 증진하는데 필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간호사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orcoran(1986)은 간호사의 경험, 업무 복잡성, 그리고 의사결정
을 위한 간호계획, 중재, 평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1명의 호스피스 간호사
를 18개월 이상된 6명의 숙련가와 6개월 이하된 5명의 초보자로 나누고, 환자의
통증을 다루기 위한 투약계획에 대한 3단계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사례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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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aloud(혼자 말을 중얼거리도록 하는 것 또는 생각을 말하기)’ 연구방법
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들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
선택한 대안의 수나 대안의 평가를 위한 접근이 다양하며 숙련가들은 초보자들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났다. Leprohon와
Patel(1995)은 응급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전화 triage 50개를 분석하여 가장 상황에 적절한 triage 프로토콜을 개발하
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전화의 내용이 긴급하고 복잡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
확한 의사결정을 했으며, 정확한 의사결정의 경우 주로 간호사에 의해 인식된 기본
욕구가 의사결정의 주요 정보로 이용되었고, 긴급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증
상이 의사결정의 주요 정보로 이용되어 상황이 복잡할수록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인
하여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급
실 간호사에게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내용의 개발과
교육방안을 간호대학과 간호행정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일
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분석한 결과, 임상적 의사
결정능력에서는 연령과 총 임상 경력, 직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6세
이상 간호사가 31~35세 간호사보다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이 높다는 유미(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총 임상 경력은

12년 이상 간호사가 8~11년 간호사보다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임상경력과 숙련성
은 의사결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이여진(2001)의 연구결과와, 15년 이상 간호
사가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가장 높다는 백미경(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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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위에서는 책임간호사 이상 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간호사 군보다 간호과장 군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게 나타난 백미경(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
구 결과 교육 정도는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희정(2000)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Kahnweiler와 Thomson(2000)의 연구에서 학력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 Hoffman, Dofoghue와 Duffield(2003)는 교육수준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반면 임상적 의사결정
자의 교육수준과 경험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Orem과
Maggs(1993)의 연구와 임상적 의사결정자의 경험과 지식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Hamers, Huijer Abu-Saad와 Halfens(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희정(2000)의 연구에서 보건간호사가 이론적 지
식보다는 실무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교육이나 실무교육 내용
이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도록 보완해야한다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긴급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한 현장에서 간호
수행을 하는 응급실 간호사로 이는 대학교육에서 배웠던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보다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오랫동안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더 높아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간호학문을 시작하는 간호학생 때부터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관련
된 간호현장 사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이고,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임상적
의사결정 교육을 할 때는 간호사의 경력을 구분하여 각 집단 별로 다른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면 더욱 빠른 시일내에 간호사들이 의사결정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은 실제 학교 교육의 다양한 교과서적인 지식이 임상적 상황판단능력을 훈련
하는데 비교적 관련이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보다 다양하
게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모색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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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간호업무수행에서는 연령과 결혼상태, 총 임상 경력, 직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간호업무수행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6세 이상 간호사가 25세 이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수행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1세 이상의 간호사가 30세 이하 간호사보
다 간호업무수행이 높다고 나타난 김원형(2002)의 연구결과와, 40세 이상 간호사에
서 간호업무수행이 높다고 나타난 박보근((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연
령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자신의 직무에 익숙하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수행이 높았고, 이는
박상미(2004)의 연구결과와 박경님(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총 근무경력의 경
우는 12년 이상 간호사가 3년 이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수행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가 간호업무수행이
높다고 나타난 서이아(2002)의 연구결과와 보건소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소 근무경
력이 높을수록 업무수행이 높다고 나타난 정점례(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직위
의 경우 책임간호사 이상 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간호업무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간호사군이 일반간호사군보다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김원형(2002)의 연구결
과와 박보근(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의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직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고 간호업
무수행이 잘 이루어져 업무 능력이 향상되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질과 지식, 기술 등을 고루 갖춘 경력
많은 간호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당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송희(1997)와 김미란(2008)의 보고 역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각 병원에서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업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를 보상해주며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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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를 파
악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및 광역시 4개시에 위치한 6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2월 3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총 25일이었다.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Jenkins(1985)가 개발한 임상적 의
사결정능력 척도를 백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간호업무수행을 측
정하기 위한 도구는 백현옥(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평정 도구를 김
윤희(200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7.3%였고 나이는 26~30세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같으면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
은 3년 이하가 가장 많았고 응급실 근무 경력은 2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직
위는 일반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최대 200점에서 135.23±10.0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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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치화 영역’이 35.72±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론의 평가와 재평가
영역’이 35.05±5.63점,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영역’이 33.82±3.53점, ‘대안
과 선택에 대한 조사 영역’이 30.65±2.12점으로 나타났다.

3.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최대 175점에서 3.91±.4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태도 및 자질 영역’의 평균평점이 4.06±.54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지식 영역’이 4.02±.68점, ‘간호윤리 영역’이 4.02±.56
점, ‘업무수행 영역’이 3.96±.50점으로 나타났다.

4.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479, p<.001).

5.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일반적 특성인 연령, 총 임상경력, 직
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응급실 근무
경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일반적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종교, 최종학력, 응급실 근무경력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면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
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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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상황에 따른 대안 선택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으
므로 이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간호교육에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다양한 학습 방법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응급실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 연구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대상자 수를 더 늘려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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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V표 하거나 기
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② 여(

2. 연령 : 만 (

)세

3. 결혼상태 : ① 미혼(

)

4. 종교 : ① 기독교(
④ 무교(

)

)

② 기혼(
② 불교(

)

)

)

③ 천주교(

⑤ 기타 (

5. 최종학력 : ① 3년제 대졸(

)

)

②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 간호사로서 총 임상 경력 : (

)

)

)년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7. 응급실 간호사 근무 경력 : (

)년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8. 현재 병원에서의 직위명 : ① 간호사(
③ 수간호사(

)

② 책임간호사(

)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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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선생님이 간호현장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를 가장 잘 나타낸 항목에 V표 하십시오.

항상

내용

자주

가끔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만약 결정할 사안이 중요하고, 시간이 있다면
나는 모든 대안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수행한다.
2. 치료는 환자가 가진 가치와 믿음보다 더 우선
적이다.
3. 의사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면 나는 다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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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저것 되는 대로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7.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여러 대안에 대한 아이
디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8. 의사결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나
는 노력한다.
9. 나는 환자가 치료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
를 행사하도록 도와준다.
10. 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그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리도록 노력한다.
11. 의사결정에서 내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더라
도, 나는 전문가의 충고나 판단을 신중하게 듣거
나 생각해본다.
12. 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다
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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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3. 나는 내가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평
가 시간을 갖지 않는다.
14.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환자 개인 뿐
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5. 나는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 시간이나 열정이
없다.
16.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대안
들을 생각해 본다.
17.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결론을
점검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만일 내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하는 생각을 한다.
18.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관계가 없
는 결론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동료 간호사와의 의
견 일치가 나에게는 중요하다.
20. 나는 정보 자원으로서 환자를 포함시킨다.
21. 나는 내가 결정한 시안에 대해 동료들이 뭐
라고 애기할지 생각해본다.
22. 의사결정을 할 때, 교수가 어떤 선택을 언급
한다면, 내 선택보다는 교수의 선택을 따른다.
23. 만약 이익이 크다면,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
한 고려 없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24. 나는 새로운 정보를 닥치는 대로 탐색한다.
25. 나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과 이익을 따져 보지 않는다.
26. 나는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환
자에게 나타날 긍정적 결과들을 알고 있다.
27.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좋았던
대안들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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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만약 위험이 야기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그 대안은 기각한다.
29. 중요한 임상적 사안을 평가할 때, 나는 긍정적
이고 부정적인 결과들의 목록을 상세히 기술한다.

30. 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의 동료들에게
대안을 물어보지 않는다.
31. 내가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전문
적인 가치는 내 일상생활의 개인적 가치와 일치
하지 않는다.
32. 나는 우연하게도 좋은 임상적 대안들을 잘
발견하는 것 같다.
33. 나는 임상에서의 그날 그날 해야 할 일들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34.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위험과 이익은 염
두에 두지 않는다.
35. 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병원의
제도화된 우선순위와 표준을 고려한다.
36. 나는 의사결정에 있어, 오직 상황이 요구할
때만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37. 대안들을 조사할 때, 나는 심지어 극단적이거
나 현실성이 없는 것까지도 포함시킨다.
38. 환자의 치료목적을 아는 것도 나의 임상적
의사결정의 한 부분이다.
39. 나는 심각한 상황에서만 위험과 이익을 점검
한다.
40.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견
과 내 의견이 일치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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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하가 지난 2주일 동안 귀하의 응급실 근무 시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십시오.
항상

행동표본

자주

가끔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예의범절이 바르고 모범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했다.
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자
세를 지녔다.
3. 친절하고 상냥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로 직장
분위기를 밝게 하였다.
4. 도움이 되는 충고 및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자
세를 지니려고 노력하였다.
5. 동료간에 상호협조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사랑과 희생 봉사 정신을 지녔다.
7. 조직 및 소속부서에서 행하는 행사에 적극적
으로 참석하였다.
8. 조직이 추구하는 방침, 규칙 등을 잘 준수하였다.
9.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자세를 가졌다.
10. 근무 중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준비하는 자
세를 가졌다.
11. 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
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12.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업무도 자발적으로 찾
아서 하였다.
13.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적 간호
를 제공하였다.
14.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약물 및 마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며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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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5.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원칙
에 맞게 관리 수행했다.
16. 응급실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했다.
17. 응급실에 요구되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했다.
18. 응급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물
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준비했다.
19. 응급실 업무수행 시 다양한 환자 상태를 파
악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간호를 계획하고 시행
했다.
20. 응급실 업무와 관련된 검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검사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
여 처리했다.
21. 응급실 업무의 내용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
악하여 처리했다.
22.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23. 환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24. 환자의 생명과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
에 최선을 다했다.
25. 환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26.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27. 전문직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개인 활
동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28. 직업에 대한 긍지와 윤리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
29. 새로운 장비, 물품의 관리 및 사용법을 익히
는데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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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응급실 업무 개선을 위한 방식이나 절차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실천했다.
31. 깨끗한 환경을 유치하며 환자의 이차적인 감
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32.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와 관찰을
기울여 간호했다.
33. 응급실 업무수행 시 또는 대화 과정 중 문제
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였다.
34.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하게 사용
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35. 멸균 및 소독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
고 치료 및 처치 전 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
하였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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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lation between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of Nurse in
Emergency Room with Performing Nursing Work

This studying, describing examining study, is to investigate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performing nursing work of nurse in emergency
room and to search about relation of those two concepts and through this,
to suggest basic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programs to
rise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of nurse in emergency room.

Collecting of materials for this studying have regions like as from 3rd to
28th on February in 2010 as terms, 110 nurses who were working in
emergency room of 6 university hospitals and polyclinic hospitals that
situate in 4 wide cities and seoul and have over 500 beds as object. As
instruments it was used that measure on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developed by Jenkins(1985) and adapted by Paekmikyung(2004) which is
composed of 40 questions and used measuring instrument in 5 marks. It was
applied instrument of evaluation on performing works of clinical nurse
developed by Paek hyunok(2004) and revised by Kim younhee(2007) which
is composed of 35 questions and it is used measurement of 5 marks.
Materials collected were managed by computer statistics with SPSS window
15.0 and result were like followings.

1. It was shown that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was mean
135.23±10.06 marks, and seeing for details, making agreement about
new

information

and

search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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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was

most

high

as

35.72±3.30
estimation
examination

marks,
on
on

and

in

turn,

conclusion

was

values

aim

and

section
35.05±5.63

was

of

re-estimation
marks,

33.82±3.53

section

marks,

and

and
of
the

section of searching about choice and counter plan was 30.65±2.12
marks.

2. It was expressed that mean score of performing nursing work was
3.91±.45 marks, and seeing details, section of attitude and ability
was most high as 4.06±.54 marks, and in turn, section of knowledge
on work was 4.02±.68 marks, section of nursing ethics was 4.02±.56
marks, and section of performing work was 3.96±.50 marks.

3. It was suggested that significant interplay relation between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performing nursing work(r=.479, p<.001).

4. It was discovered that one's ability of clinical decision making has
significant difference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p=.001),
whole

clinical

meaningful

career(p=.032),

difference

marriage(p=.143),

for

state(p=.009),
section

religion(p=.432),

like

school

while
as

it

has

no

sexuality(p=.923),

career(p=.402),

career

in

emergency room(p=.866).

5. It was presented that one's performing nursing work has significant
difference
whole

for

clinical

difference

for

general

characteristics

career(p=.022),
section

like

age(p=.016),

state(p=.003),
as

marriage(p=.001),

while

sexuality(p=.822),

school career(p=.917), career in emergency room(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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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no

religion(p=.505),

Based on the synthesis of the research results,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quantity between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of nurse and
nursing performance, it will bring a result of better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so that higher quality of nursing can be provided to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if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of nurse is improved.
Therefore, it needs to develop continuously for the training or education
program to higher up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of nurses in
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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