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중환자실 사정도구 (중증도 평가)

목적 

표준화된 기준 간호행위에 따라 환자를 사정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상

￭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

■ 입력 방법

￭ 병원 간호사회 환자 분류 도구로 분류한다.

￭ 낮 근무조가 10:00 AM ~ 11AM사이에 재원환자의 전날을 기준으로 매일 환자분류도구에서 입력하고 

  다음날 중환자기록지에 점수를 기재한다.(전산 입력한 날짜와 중환자 기록지 날짜 일치)

￭ 당일 입원하여 당일 퇴원 및 사망환자는 해당날짜에 환자분류도구를 이용한 중증도를 완료한 후 당일 

  기록지에 기록한다. 

 【예】6월 30일  2am 입원 10pm 사망 시 중증도 입력은 6월 30일 날짜로 전산입력하고 6월 30일 중환자 

기록지에 기록한다.

￭ 전동 시는 환자분류도구를 하지 않는다. 

￭ 환자 개개인의 처방화면에서 환자분류도구를 클릭한다.

￭ 분류도구에서 해당사항을 클릭한다. 

1. 활력징후측정

2. 검사 및 측정

3. 활동

4. 영양

5. 정맥주입 및 약물요법

6. 치료 및 시술(30분 이내, 30분 이상)

7. 호흡치료

8. 교육 및 정서적지지

9. 지속적 요구

￭ 각각의 점수의 합은 중증도 분류에 따라 1군 - 6군으로 나누어진다.

  1군 0-13점, 2군 14-32점, 3군 33-65점, 4군 66-98점, 5군 99-150, 6군 151점 이상



■ 이용 방법 - 환자 분류도구 통계  

￭ 의뢰 작업에서 환자분류도구통계를 선택하면 병동별 기간, 병동 선택, 개인 등록번호별, 선택별 조회 

및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 병동별 rounding sheet에 환자중증도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 중환자실 환자 분류도구 



<세부입력 기준>

중환자분류도구 적용기준
  

VITAL SIGNS(4)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manual V/S      q 2hr or × 12

                  q 1hr or × 24

4

8
Y

구강체온, 맥박, 호흡수를 직접 측정, 혈압을 cuff를 이용하

여 직접 측정하고 푸는 시간, 기록시간 포함. 모니터를 이용

한 경우는 감시 및 측정항목임  

 직장/액와/tympany 체온측정 4회 이상 2 Y 액와나 직장, 귀에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함

 pedal or femoral or popliteal   

 pulse/doppler 6회 이상 
2 Y

측정빈도가 증가하더라도 점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재더라도 동일함

 수술 후, 검사 후, 분만 후, 출생 직후 

신생아 활력증후
4 Y q 15' ×4, q 30' ×4, q 1 hr ×4, then 4 hr 측정시 적용  

* manual V/S 은 손으로 직접 혈압과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cuff를 매번 감고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중환자실에서 모니터 하는 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중환자실에서 전신 손상이나 스티븐 죤슨씨 질환에서와 같이 전신의 피부손상으로 cuff의 사용이 불가하여 매번 

손으로 감고 풀어주는 경우 manual V/S에 해당된다.

* 산모가 입실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모니터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산후의 자궁저부/ 분비물 관찰은 15-30분 

기타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 중환자실 환자는 manual V/S을 표시하는 대신 Monitor+체온측정을 하면 됨 

MORNITORING(13)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I&O       q 8 hr or × 3

            q 6 hr or × 4 

            q 4 hr or × 6 

            q 2 hr or ×12

            q 1 hr or ×24 

2

3

4

8

16

Y

음수량, 배설량 모두 측정 시, 배설량은 소변과 기타 배액량

을 재거나 무게측정, 기저귀, 침대린넨(삭제) 교환이 포함된

다.

(한 가지만 측정한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순환확인   q 2 hr  or ×12 2 Y
순환확인 (사지부종, 무감각, 저린감 확인, 피부온도 / 색깔, 

사지 움직임 사정) 

 의식신경계사정  q 4hr or× 6

 의식신경계사정  q 2hr or ×12

 의식신경계사정  q 1hr or ×24 

3

6

12

Y

동공반사, 의식 확인, 지남력 확인, 감각(통증, 진동, 가벼운 

터치, 정확한 입체감 인식평가), 운동 및 감각검사(감각과 근

력 사정)

 manual CVP 측정  q 2hr or ×12

                    q 1hr or ×24 

2

4
Y swan-ganz catheter로 측정하는 것은 제외  

 ICP 측정   q 2hr or ×12

 ICP 측정   q 1hr or ×24   

2

4
Y manual or monitoring 모두 동일함 

 cardiac/apnea/temp probe/NIBP 

 monitor
6 Y

하나 이상 측정했을 때 6점이며 가산하지 않는다. 

모니터 조정 또는 leads연결, alarm resets 포함한다.

 SpO2 4회 이상 6 Y
4시간 마다 probe 위치 이동 및 피부확인, 피부 간호하는 시

간. (자주  측정해도 추가점수 없음)

 



ACTIVITIES OF DAILY LIVING(11)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기본간호(5세 이하) 6

Y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침상/욕실 목욕, 정규 또는 수시 세

면, AM/PM care(세면, 양치, 등 마사지, 침대보정리), 제대

간호,  환의/기저귀 교환, 배변보조, 점유침상/빈 침상 만들

기, 체중측정, 식사준비/공급, 간호사정(사정, 진단, 중재, 평

가)

 최소기본간호( >5세) 2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목욕 준비, 식사공급, 빈 침상 만들

기, 간호사정

 보조기본간호, 자발적 자세이동가능( >5세) 6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목욕/샤워보조, AM/PM care 

partial, 식사준비/제공, 체중측정, 빈 침상 만들기, 환자질문

에 응답,  간호사정 

 완전기본간호, 자세이동 보조( >5세) 14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침상목욕, AM/PM care, 식사준비/

제공, 체중측정, 변기/소변기 제공, 소변량 측정, 점유침상 

만들기, 식사준비/제공, 자세보조, 환자질문에 응답, 간호사

정  

 전적인 간호, 자세이동 및 피부간호

 q 2hr ( >5세) 
32

2회 이하 비정주 투약, 침상목욕, AM/PM care, 피부간호 

q 2hr, 구강간호 q 4hr, 자세변경 q 2hr, 식사준비/제공, 침

상체중측정, 변기/소변기 제공, 소변량 측정, 점유침상 만들

기, 환자질문에 응답, 간호사정  

 추가린넨교환 및 부분목욕 6회 4 Y
필요시 린넨 교환 또는 부분 목욕을 하는 경우 

 incontinent, vomiting, diaphoretic care  

 Pediatric recreation and 

 observation 12세 이하,

 신생아실은 제외  

8 Y

12세 이하 아동에게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의 계획적인 놀이요법이나 질문에 답하고 심하게 보채거

나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안아주거나 수시로 곁에서 관찰해

야 하는 경우

 2 - 4 군데 억제대 적용 2 Y 2- 4군데 사지억제를 하고 말초순환을 확인할 때

 침대에서 환자 옮기기 3회  2 Y
환자를 chair/wheelchair/commode나 stretcher car로 옮기

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는 것을 3회 도와주는 경우  

 격리 (마스크, 가운, 장갑 착용) 2 Y
손 씻고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벗는 행위가 하루 8회

일 때

 active/passive ROM exercise ×3 4 Y
 active ROM exercise는 처방된 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passive ROM exercise는 직접 운동시킴  

* 기본간호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며 모든 기본간호가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된 행위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도 별도의 점수를 부과할 수 없다. 

* 5세 이하는 infant & toddler care만 부과할 수 있다. 

FEEDING(5)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tube feeding bolus  q 4hr or 6회 

                     q 3hr or 8회

                     q 2hr or 12회

5

8

10

Y
 비위관, 위루를 통해 영양 주입액 준비/연결, 튜브위치 사

정,  주입관 세척/속도 조절, 기록, 제거포함

 continuous tube feed per bottle 2 횟수
 * 병 교체시마다 추가, 주입액의 연결, 튜브위치 사정,   

 주입속도 조절, 주입량 기록을 포함

 5세 이상 spoon feed ×3   6 Y  식사준비와 배선 등은 ADL에 포함되므로 직접 spoon 

feed  시행한 경우만 점수를 준다. 1-5세 spoon feed ×3 10 Y

 신생아/영아 bottle feeding per bottle 2 횟수
 * 매 병당 2점 가산, 환아를 안고 feeding후 등을 쓸고 

 침상에 눕히는 것 



IV THERAPY and Medication(9) * hyperalimentation(parenteral)이 해당

항  목 점수 입력 기  준

 IV route삽입, C-line 삽입보조 2 횟수 IV를 처음 시작했을 때, 중심정맥관 삽입시 보조

 KVO (2회 이하 수액교환) 4 Y

2회 이하의 새로운 수액으로 교환, 매시간 주입속도 확인. 

IV catheter주위의 드레싱 교환, IV line은 qd나 qod로 교

환           

 heparin lock 4 Y 4시간마다 flush, IV catheter care, line 교환

 simple IV 6 Y
3-4회 수액교환, 매시간 주입속도 확인, 수액교환, 카테터 

드레싱, 매일 또는 2일마다 IV line 교환  

 complex IV 8 Y

5회 이상 수액교환, 두 개 이상 IV,  multi-lumen line을 

가진 경우, 매시간 주입속도 확인, 카테터 드레싱, 

매일/2일마다 line 교환 

 정주 투약     q 8hr or × 3

                 6hr or × 4

                 4hr or × 6

2

3

4

횟수

횟수

횟수

* 해당되는 약품의 수를 입력, 정주약물/IV  

piggy back medication 추가약물, 지속적 주입 약물은 

주사 횟수 또는 연결횟수를 세어서 추가함. 약품준비, 주

입, 기록포함 

 비정주 투약위해 3-12회 방문 2 Y
정맥주사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투약 포함, PRN은 포함, 

약 준비, 설명, 투여, 기록 포함

 혈액제제(전혈, 농축적혈구) 1팩 2 횟수
 * 혈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팩마다 2점 부여 

혈액준비, 확인, 활력증후 측정, 기록, filter 교환 포함 

 혈액제제(혈소판 6unit ) 2 횟수 혈소판은 6개를 한 unit으로 친다.

TREATMENT/PROCEDURES/MEDICATIONS(16) 

간호사가 직접 하거나 보조가 필요한 15분~30분 이내 SIMPLE activity 

* 15분 이내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유치도뇨 삽입 2 횟수 유치도뇨의 준비, 삽입, 교환, 정리했을 때

 비위관 삽입 2 횟수 비위관 준비, 삽입, 정리 시 

 12 LEAD ECG 2 횟수 간호사가 12 LEAD ECG를 직접 찍었을 때

 수술 전 국소 피부 준비 2 Y 피부 면도

 관장 2 횟수 clearing, retension 목적으로 enema 할 때마다

 심부혈전예방간호

 (ace wraps or elastic stocking)
2 Y

심부혈전형성의 예방을 위한 ace wrap 적용, 

stocking 

교환을 shift마다/ 하루 3번 했을 경우

 단순드레싱 (4×8) 1회 or 

 드레싱 보강
1 횟수 * 각종 wound 드레싱, 1회 제공 시 마다 가산

 튜브간호 × 1 1 횟수
* chest tube,  ET- tube care, 드레싱을 하루에 1번 

 했을 경우

 배액관 간호 × 1 1 횟수
* gastrostomy tubes, penrose drain, ileostomy, 

 colostomy 드레싱, 교환

 유치도뇨 보유시 회음부 간호  2 Y  회음부 간호를 2회 제공했을 경우

 응급검사 시행 6회 2 횟수
중환자실내에서 현장응급검사를 시행한 경우 준비, 채혈, 

검사를 포함한다. 

당검사, 뇨비중 측정,  guaiac test × 6 2 횟수
* sugar & acetone검사, 뇨비중 검사, 잠혈유무 검사를 

6회 시행 시 마다 점수 추가



 검체 채취 × 3 

 (혈액, 소변, 객담)
1 횟수

 간호사에 의해 채취되어 검사실로 보내어진 것만 인정됨. 

하루 3회 시행이란 튜브종류가 아니라 vein puncture나 혈

액을 채취하는 횟수임. ABGA, Electrolyte를 동시 채혈하

여 튜브 2개에 나눠 담은 경우 1회, 다른 시간에 한 경우 

2회로 한다.

 튜브 irrigation or instillation 2 Y tube의 irrigation or instillation을 하루에 4회 이하

 phototherapy treatment 2 Y
infant circumcision을 assist하는 경우, 

phototherapy를 적용하는 경우

 15분 이상 30분 이하의 기타 간호활동 2 횟수

15분~30분 동안 분류항목에 없는 직접 간호가 제공된 

경우 환자기록에 있어야 한다. 

intubation시 보조, pacemaker확인, 15-30분간 

 환자동반시, fetal  monitoring, fundus check  

* 비정주투약 : 약품의 개수가 아니고 투약을 위해 병실에 가는 횟수를 센다.

  경구투약, 설하(sublingual), 피하주사, 근육주사, 좌약, 안약, 흡입제, eardrops, 연고 등 모든 종류의 투약이 

포함된다.

* 3-12회 방문에 대해 2점 부가한다. 1회 방문으로 2개 이상 동시 투약하는 경우 1회로 계산한다.

  2회 이하는 ADL에서 포함되므로 점수가 없다. PRN 투약은 환자에게 투여된 경우에만 count 한다.

TREATMENT/PROCEDURES/MEDICATIONS(12) 30분~1시간의 complex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chest tube insertion,  4 Y 준비, 삽입 시 보조, 배액병 준비 및 연결, 정리

 lumbar puncture, EVD 4 Y 준비, 천자 시 보조, 정리

 tracheostomy care × 3 4 횟수

기관캐뉼라의 교환이나 세척, 드레싱교환을 1일 3회 이상 

시행, 준비, 삽입 시 보조, 정리, 커프 Ballooning 포함

단 Ballooning만 조정한 것은 미해당

 pericardial centesis, 

 paracentesis
4 Y

준비, 천자 중 환자활력증후 측정, 검사보조, 검체채취, 정

리

 복잡 드레싱 교환(30분 이상) 4 횟수
젖은 dressing 제거, 세척액을 적용하고 드레싱을 시행하

며 정리함

 단순도뇨 4회 이상 4 Y  nelaton catheterization을 하루 4회 이상한 경우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의 기타 간호활동 4 횟수

30분~1시간 동안 직접 간호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 활동은 항목리스트에 없어야 하며 환자기록에 있어야 

한다. tracheostomy시 보조, IABP 삽입시 보조, 

30분-1시간 환자동반 

* 기타 활동은 분류항목에 있는 행위를 수행 시에 시간이 길어졌다고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의료기술이나 중재의 발전에 의해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부과한다. 

* 위의 항목은 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적으로 의사나 기사, 환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는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전동환자(사정 및 안내) 4

Y

병원 내에서 이송이 된 경우로서 환자사정과 새로운 

병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입원(사정 및 안내) 12
새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신체사정, 병력작성, 

병동안내, 병원활동소개, 병동 규칙 설명 

 CVVH/CVVHD/CAVH 시작, 

 필터 및 회로 교체
8 횟수

중환자실 간호사에 의해 시작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

한함. 장비준비, priming,  기록을 포함. 

 CVVH/CVVHD/CAVH 유지 4 1일
장비의 유지를 위해 관찰, 응고예방활동과 기록 포함. 

I/O는 별도 부여함

 복막투석 시작 4 Y

시작하는 경우. 장비준비, priming, 유지, 기록 포함.  

I/O는 별도 부여

1시간 이상의 special procedure(2)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cardiac arrest (CPR)   1시간

                        2시간  

                        3시간 

8

16

24

Y

간호직원 1명이 환자 옆에 keep할 경우 부과. 다른 

간호제공을 함께 할 경우 불인정, 2명이 1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16점 부여한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 시행, CPB, ECMO 사용, 

 severe agitated 환자 8 Y  severe agitated 환자, ICU psychosis로 안정 시까지

* CPR시 간호사 1명이 환자 옆에서 1시간 계속 keep하고 다른 간호사가 기록과 약품, 물품 등을 공급하였을 때 1

시간으로 기록한다. 다른 간호사의 행위는 행위별 선택이 별도로 되므로 이중 부과할 수 없다. 

* 2명의 간호사가 1시간 동안 환자 옆에서 keep하고 다른 간호사가 도운 경우 CPR 2시간으로  기록한다. 

* 4시간 이상 1:1간호 필요한 경우에는 continuous care를 선택한다. 이 항목을 선택 시 항목선택은 불가하다. 

RESPIRATORY THERAPY(9)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산소요법 2 Y

기구준비, 산소농도조절, 환자반응평가 (oxyhood, prong, 

mask, nasal or mist with collar, facetent), 2가지 사용 

시 추가 점수 없음

 NO therapy 적용(추가) 4 Y
매일 적용, 가스농도모니터, 환자의 부작용 관찰, 누출예방

관리, 기록

 incentive spirometer, 기침 & 

 심호흡훈련  6회
2 Y

기구준비하고 사용 중 환자를 돕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교

육함. 6회 미만과 환자 스스로 시행한 경우 불인정

 IPPB/nubulizer  q 12hr or × 2

                    6hr or × 4

                    4hr or × 6

2

4

6

Y

간호사에 의해 직접 시행한 경우로 기구를 준비하고 

nebulizer를 준비하고 자세를 돕고 적절한 호흡법을 교육

하며 치료를 시행함

 croup tent or mist tent, incubator 8 Y

 tent적용 후 4시간마다 환자의 적응 상태와 tent내부 온도 

측정. incubator에 산소농도, 습도, 온도를 측정 하고 청결유

지를 포함



흉부물리요법   q 12hr or × 2

               q  6hr or × 4

               q  4hr or × 6

2

4

6

Y
청진 후 손상된 폐부위에 타진, vibrator 실시, ostural 

drainage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함

흡인간호       q  4hr or × 6

               q 2hr or × 12

               q 1hr or × 24

                30분 or × 48

2

4

8

16

Y

oral or tracheostomy, naso-tracheal, endotracheal 

suction  포함. 

영아에게 oral bulb syringe suctioning하는 것도 포함됨

 인공호흡기 간호 10 Y
산소조절, 인공호흡기 준비, 회로의 유지, 가습기의 유지, 

환자반응, alarm에 대한 조정을 포함 

 복위치료법 4 횟수
돌려 눕힐 때마다 가산, 환자를 돌려 눕히고 자세보조하며 

반응을 살핌

TEACHING(2)

* 위의 항목에 대한 교육은 각각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teaching 항목은 구조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반드

시 간호계획지나 간호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수술 전 교육 4 Y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 전 교육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함

 개별 교육(당뇨, 심장, 장루, 분만 후, 

 신생아투약, 퇴원교육)  
4 Y

개인적으로 교육 실시(환자의 질환, 예방, 주의사항, 

약물교육,  질문응답 포함)

EMOTIONAL SUPPORT IN EXCESS OF 30 MINUTES Q 24 HOURS(1)

* 24시간 동안 30분 이상 면담/상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점수를 주며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4가지 항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환자 및 가족 상담

 (anxiety, restlessness)
4 Y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또는 면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제공한  경우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입실초기에 보호자안내는 입원/전동간호에 포함되어 있다. 면회시간의 간단한 설명은 기본간호항목에 포함되며, 

환자 및 가족 상담은 스트레스 관리나 가족간호를 위해 별도로 30분 이상 시간을 계획하여 제공한 경우이며 반

드시 간호기록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CONTINUOUS(2)

* 절대적인 1:1 간호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선택, 그 외 다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면 안 된다.

항  목 점수 입력 적 용  기 준

 모든 근무조에 1:1간호 요구 96 Y 특정한 환자에게 매 근무조마다 1:1 간호를 해 주는 경우

 모든 근무조에 1:1 이상의 간호요구 146 Y
각각의 근무조마다 1환자에게 1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 

경우

* 이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이중 선택하지 않는다. 전날 환자의 상태가 매 근무조별로 CPR을 하였

거나 중환자실 내 수술, ECMO, IABP등을 가동하느라 1:1이상의 간호인력이 필요하였던 경우에 시간 절약을 위

하여 선택하는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