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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 SSStttuuudddyyyooonnnNNNuuurrrsssiiinnngggNNNeeeeeedddsssfffooorrrGGGeeennneeerrraaalllSSSeeennniiiooorrrCCCiiitttiiizzzeeennnsss
aaannndddHHHooommmeee---SSStttaaayyyiiinnnggg LLLooonnnggg---TTTeeerrrmmm CCCaaarrreeeSSSeeennniiiooorrrCCCiiitttiiizzzeeennnsss

 

Moon,jungwook
Advisor:Prof.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see how much care is required for 

home-staying service recipients among general senior citizens and 

home-staying long-term care senior citizens in an effort to lay a foundation 

for providing proper intervention to maintain and improve the health of 

home-staying long-term care senior citizens and, further, ameliorate the 

quality of life for them.

Collecting data from general senior citizens was done by visiting senior 

citizen welfare halls, senior citizen colleges and senior citizen centers from 

Oct. 24 - Nov. 15, 2008. Data from home-staying service recipients were 

collected by visiting their home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record 

one-to-one interview with senior citizens. For survey purposes, 200 

general senior citizens and home-staying long-term care recipients residing 

in Suh-gu and Gwangsan-gu, Gwangju City were selected at random.

In this study, highly reliable measuring tools used for diseases in general 

senior citizens and home-staying service recipients were employ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ta collected to identify overall nursing need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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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real numbers, percentiles,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differences in nursing needs in lin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the t-test and ANOVA; and the correlations among nursing 

needs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general traits regarding survey subjects, female senior 

citizens accounted for 62.5%; 61.7% of them were still married; and 56.3% 

of home-staying care patients had dead spouses. In terms of disposable 

allowance, 45.8% of general senior citizens had more than 200,000 won per 

month in their pockets and 47.6%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had 

less than 100,000 won per month for free use. Their income came from 

pensions/savings (55.0%) or from family members (45.0%).

While 88.3% of general senior citizens were living in their own homes, 

50.0%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ere residing in their own 

homes. In terms of family types, 48.3% of general senior citizens were 

living with their spouses and 36.3%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ere living alone.

2. With respect to perceived states of health, 34.2% of general senior 

citizens said, "so, so", while 70.0%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said that they had bad health. When it comes to health hampering their 

everyday life, 54.2% of general senior citizens said they felt a little 

uncomfortable and 53.8%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said their 

states of health were quite obstructive. Compared with peers,  40.8% of 

general senior citizens said, "the same" and 75.0%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said their states of health were worse. In terms of their 



- vi -

concerns about their health, 54.2% of general senior citizens said, "often 

worrisome" and 75.0%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said, "always 

worrisome". 60.8% of general senior citizens had 1-2 diseases and 75.0%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had more than 3 diseases. The 

diseases they suffer from were high blood pressure (50.8%), arthritis 

(39.2%), back pain (20.0%), diabetes (15.8%) and digestive tract disorders 

(12.5%) for general senior citizens. In the case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they were arthritis (78.8%), high blood pressure (48.8%), diabetes 

(42.5%), back pain (38.8%) and digestive tract disorders (36.3%). In 

addition, 50.8% of general senior citizens and 72.5% of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ere exposed to malnutrition.

In terms of daily activities, self-esteem,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both groups had low levels, but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had 

much lower level.

3. The overall nursing needs of the study subjects were found to be 1.92 

on average: for general senior citizens, 1.55 and for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2.48. All the 9 fiel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field-by-field nursing needs, disease-related education and 

consultation were most required. Exercise and movement, and personal 

hygiene were equally needed. General senior citizens needed cares of 

breathing, food and water intake, temperature maintenance, bowel 

movement, medication and wound treatment, while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required services of temperature maintenance, food and water 

intake, breathing, medication, wound treatment and bowel movement. Other 

lesser needs varied according to the illnesses each subject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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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nursing needs by general traits, only sex and residence type 

were significant. Male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required the 

highest nursing needs and female general senior citizens had higher nursing 

needs in general senior citizens.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ho did 

not have their own homes had the highest needs while general senior  

citizens with their own homes needed more care.

In terms of age,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ith 65-69 years of age 

had the highest nursing needs. In terms of marital status, 

divorced/separated senior citizens require the highest level of care.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hose income came from 

pensions/savings and who said their children were wealthy required the 

highest nursing needs.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asked for the least care 

level.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who lived with spouses required 

higher level of car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general senior citizens.

The study results above indicate that the senior citizens need 

disease-related education or knowledge, exercise and movement and 

personal hygiene rather than wound care or medication. Home-staying care 

senior citizens required higher level of care in all the survey fields. The 

care to be provided for them should focus on supportive intervention like 

health maintenance and improvement rather than on physical illnesses. 

Furthermore, systematic and built-in intervention and tools need to be 

developed to provide effective care services for home-staying long-term 

care senior citizens.

Key Words: general senior citizens, home-staying long-term care senior 

citizens, nursing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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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현상이 진행하면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지속

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
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한국은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속도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이미 2000년에 전체인구의 7%가 65세 이상
의 비경제활동인구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가 넘
는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며,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어 초 고령 사회에 도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04;이기홍,2006).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 유병율을 증가시켜 과다한 의료비 지출,젊은 세대의
부양비 부담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 보건 및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노인문제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증대하고 있다(신동순,1995;김재돈과 남철현,1997).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병리적인 상태 및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 정도,또한 만성
질환의 유병율 등이 이용되고 있다(조유향,1994).일상생활동작능력은 노인이 사회
인으로 자립된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능력으로 개인이나 가정생활 뿐 만아
니라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사회와의 관련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한 매일의 필요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이기남
등,2000).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건강,심리적 건강,사회적 건강 세 가지 측면 중 어느 하
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노인의 건강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건강문제들이 다양하
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노화정도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기능저하로 인
한 기능장애 및 기능상실과 병리적 변화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왕미숙,1992).따
라서 노인의 건강문제는 치료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보다 적극적
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건강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6.8%가 만성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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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질환을 가지고 있어(강귀선,1996)지속적인 합병증 예방과 건강교육,장기간의
지지적 간호가 요구된다(송미순,1991).이외에도 노인 개인별 질환 유병율이 1인당
평균 3.2개라고 할 만큼 장기 질환이 많고(홍여신 등 1990;박연환,1994),질병의
증상과 형태,치료에 대한 반응이 젊은 성인과는 다르고,사회적 요인이 질환의 예
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이 있다(박연환,1994).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건강으로 여생을 건강하게 살
고 싶다는 것 이였으며 노인의 94.3%가 간호 및 수발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향,1994).특히 노인에 있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 비율이 일반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노인집단의 60.81%가 가정간호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한경자 외,
1994).
이렇듯 노인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
는 건강,빈곤 소외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
킬 것인가로 귀결된다.
노인의 건강은 영양섭취와 질병,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노인의 영양은 경제력 감소로 인한 식품 섭취의 감소와 더불어 생리적 기능
감소와 더불어 만성적 질병과 영양 지식 결여,사회 심리적인 면 등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다(손숙미 등,1996).
생활만족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
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로(최혜경,1984)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
실에 적응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획
일적인 노인의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심리적요인,환경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onika,1997).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가정간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노인은 가정간호
요구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조원정 등,1991)효과적인 가정간호 사
업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요구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이다(박연환,1994).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노인수발보험법(안)이라는 명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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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2006년 4월에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서 재가급여의 하나로 방문간호서비스가 실시되었다.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
향이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로 장기요양등급자라도 국민들의 정서가 시설보호 원
칙보다는 재가에서 보살피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정된 자원 내에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간호영역의 확대
로 방문간호 사업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최금희.1998).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
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한 가정간호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
터 가정간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시행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가
장기요양등급노인에 대한 조사 연구는 극소수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이나 독거노인과 같은 특수상황 노인이 아닌
일반노인들과 재가 장기요양등급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태 및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에 대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간호요구도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 노인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일반노인과 재가급여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를 파악함

으로써 건강증진을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대상자의 건강관련 변수를 파악한다
3)대상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한다
4)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도를 파악한다
5)간호요구도의 영역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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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일반노인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하며 본 연

구에서는 광산구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일반노인을 의미한다.
2)재가 장기요양등급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비스를 신청 후 장기요양1-3등급자이며 재가급여수
급자로 남녀 노인을 말하며,본 연구에서는 광산구 서구관내에 거
주하는 노인을 의미한다.

3)간호요구:건강유지․증진 및 회복에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를 말하며(김진희,2000),본 연구에서는 안혜경(1998)이 개발한
도구를 이명숙(2003)이 수정 보완한 9개 영역을 측정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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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노노노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노인이란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인구학이나 사회분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며,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를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삼고 있다(김기련,2000).인구의 노령화는 출산율의 지
속적인 감소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와 함께 가족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
고 있으며,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과 가족부양의
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만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조애저,1999)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쇠퇴 및 사회적 역할감소와 관련된 의존성을 가지면 해결해
야할 많은 문제들을 내포 하고 있다 (김주성,1999)일반적으로 노인은 건강의 악
화와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상실,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이 중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통계청 ,2004).
1998년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약 64.5%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2001년 전체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비율이 3.2% 인데 비해,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10.2%로 극빈층
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 에 이르러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 부양교환실태를 보면 노인이 지원받는 종류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가사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순이며,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장남 또는 며느리가,정서적 도움의 경우는 배우자의 비율이 높았
다.경제적 도움의 경우 도움을 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가 14.8%
로 나타나,노인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또한 노
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한 비율은 28.3% 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생각으로 40.9%가 국가가 40.2%가 스스로 마련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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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가족 및 자녀라고 응답한 노인은 18.7%에 불과했으며,이는 1998년 조
사에서 국가가25.5%,스스로 마련이 38.8%,가족 및 자녀 32.5% 라고 응답해 노후
부양이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해지고,가족과 자녀의 부양책임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아졌다(통계청,2004).
  노인 건강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건강문제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다양하게 나
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노화과정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요소가 모두 포함 된 종
합적 현상이므로 노인건강도 신체적 측면의 건강,심리적 측면의 건강,사회적측면
의 건강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원경임.2004)
노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쇠퇴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악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지표를 보면 유병율
은 60세 이상에서 28.8%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높고 활동제한 일수나 와병일수
에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통계청,2004).
결국 노인건강은 노화과정과 그에 따르는 변화를 고려할 때 인체의 생리적 변화
를 중심으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노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심리적 측면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들 신체적,정신.정서적,사회적 건강상
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여 그 결과로서 노인 건강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최영희 등,1990).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만성퇴행성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들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의료적 위험에 노출 될 가
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며,특히 노인들이 높은 유
병율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광한,
2003)

222...노노노인인인의의의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도도도
 

간호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 ˙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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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를 사정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건강관리나 간호전략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간호의 주된 내용이 된다(강혜영,신유선,1996).따라서 노인에 대한 간호사
정을 위해서는 노인 개개인의 모든 생활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해야 하며
간호사정의 과정은 개인생활의 어떠한 변화도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인간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기능과 그 상호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통합해야 한다(이광옥,1998).
조원정 등(1991)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의 요구
사정인데,그 이유는 요구의 양에 따라 사업에 투입될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사업
의 내용과 과정을 설계 할 수 있고 또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인들의 간호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안혜경(1998)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지지 및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물리요법에 대한 요구,질병과
관련된 섭생에 대한 교육 요구,구강투약과 관련된 요구,관절염 운동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광옥(1998)은 도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간호요구도를 조사하
였고 그 결과,노인들이 건강교육이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기
초조사,문재확인 및 진단,가족건강상태 알려주기 등의 순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
유지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개 군 지역에서의 가정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한경자 등(1994)의 연구에서는 가정
간호가 필요한 비율이 노인인구의 전체 60.9%로 높게 나타났는데,구체적으로 건강
상담 과 직접간호와 투약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고,이와 유사한 연구인 박연환과 송미순(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만성질
환 유병율이 49.9%,간호요구도는 61.0%로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건강관리행위에 대한 요구,질병조절 및 회복에 대
한 요구,가족의 지지 및 지원에 대한 요구,특수기구관리에 대한 요구,퇴원직후
간호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숙(2003)은 독거노인에서 교육 및 상담영역이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며,
투약과 운동 및 동작 하위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높았고,호흡과 배설 영역 간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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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는 낮았으며,상처간호 영역이 가장 요구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금숙(2004)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이 아닌 단독가구 노인을 대
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과의 간호요구도
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다음
으로 영적간호요구도,심리적 간호요구도,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신체적 간
호요구도 순으로 보고되었으며.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신체적 측면의 간호요구도보
다는 질병과 관련된 지식,영적,심리적 측면의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단독가
구 일반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신체적 질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건강관리나
건강유지.증진에 중점을 둔 지지적인 간호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일반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도를 비교한 유정

순(2006)의 연구에서는,독거노인의 간호요구도는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영적 간호요구,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심리적 간
호요구,신체적 간호요구,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동거노인에서는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
적 간호요구,신체적 간호요구,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심리적 간호요구,일상
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순으로 독거노인의 간호요구도와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노인 건강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건강문제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노화과정이 신체적,심리적,사회
적요소가 모두 포함 된 종합적 현상이므로 노인건강도 신체적 측면의 건강,심리적
측면의 건강,사회적측면의 건강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원경임.2004).
그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연구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인순
외(1998),박현선(2000),김주희 와 정영미(2002)등과,저소득,요양시설 이용노인
및 독거노인의 간호요구도는 김기련(2000);구종예(2003);이명숙(2003),안혜경
(1998),이금숙(2004),원경임(2004),유정순(2006)등이 있으나 재가 급여 장기 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 및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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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노노노인인인장장장기기기요요요양양양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
 1)개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받드는 제도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
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
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대상자
․ 전국민〔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인)-65세 이상 노인 또

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기 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
양인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3)인정 및 이용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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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장기요양인정자의 등급 결정 과정

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재가급여
①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배설,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머리감기 취사,생필품 구매,청소,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②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
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방문간호-방문간호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를 발급받고,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 시 기관에 제출

④ 주ㆍ야간 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
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하는 급여

⑤ 단기보호-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

장장장장

기기기기

요요요요

양양양양

인인인인

정정정정

신신신신

청청청청

요양인정항목요양인정항목요양인정항목요양인정항목(54(54(54(54개개개개))))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111차차차차 판정판정판정판정

((((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

최종최종최종최종판정판정판정판정

((((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위원회))))

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장기요양장기요양장기요양장기요양

인정자인정자인정자인정자

(1~3(1~3(1~3(1~3등급등급등급등급))))

등급판정등급판정등급판정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급외등급외등급외등급외

((((복지복지복지복지·예방예방예방예방))))

장장장장

기기기기

요요요요

양양양양

인인인인

정정정정

신신신신

청청청청

요양인정항목요양인정항목요양인정항목요양인정항목(54(54(54(54개개개개))))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111차차차차 판정판정판정판정

((((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방문조사

최종최종최종최종판정판정판정판정

((((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위원회))))

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장기요양장기요양장기요양장기요양

인정자인정자인정자인정자

(1~3(1~3(1~3(1~3등급등급등급등급))))

등급판정등급판정등급판정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급외등급외등급외등급외

((((복지복지복지복지·예방예방예방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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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하는 급여

(2)시설급여
① 노인요양시설-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
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과 급식ㆍ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33)))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비)
①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
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③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
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5)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재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법령집.,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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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일반노인과 장기요양등급노인 중 재가급여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고자하는 비교조사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에 거주한 일반노인과 장기요양인정
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 추출한 200명을 대상으로 다음
의 기준에 의거하여 표출하였다.
1)일반노인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자이거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없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지 않는 자
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3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한 노인
3)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4)설문지 내용에 관한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 할 수 있는 자
5)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

신체적 건강상태(지각된 건강상태,건강관심도,질병이환율,영양불량 위험도,일상
생활활동),정신적 건강상태(자아존중감,우울,생활만족도),간호요구도로 구성이
되었다.

1)신체적 건강상태
일반적인 건강상태 측정을 위해 지각된 건강상태와 양양불량 위험도,일상생활 활
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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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건강상태는 김희자(1994)도구로 측정하였다.점수의 범위는 3-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자(1994)신
뢰도 계수는 0.66,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78이였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ɑ값은 .70이였다.

․ 영양불량 위험도(nutritionalriskindex)는 김기남(2000)등이 개발한 17문항을
각 문항에 대해 ‘예(1,2)’’아니오(0)‘로 측정하였다.점수의 범위는 0-23점이며,점수
가 낮을수록 영양불량 위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이명숙(2003)의 신뢰도 계수는
.74였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ɑ값은 .70이었다.

․ 일상생활 활동은 Self-maintainingandinstrumentalactivtiesofdailyliving
을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원창원(2002)의 한국형 수단적일상생활활
동 측정도구(K-IADL:Korea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Scale)의 10
문항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K-ADL:KoreaActivitiesofDailyLivingScale)의 7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점수의 범위는 10-37점이며,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활동
이 양호함을 의미한다.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sɑ값은 .77이였다.

2)심리적 변수
．자아 존중감
박현숙(1993)이 수정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며,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92,
박현숙(1993)의 연구에서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ɑ값은 .81이였다.

․ 우울
우울정도는 송미순(1991)이 수정한 도구를 측정하였다.15문항에 대해 ‘예(1);,’아니
오(0)‘로 측정하였다.점수의 범위는 0-15점으로 5점이상은 우울상태라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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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우울 도구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가 선행연구에서 .80이상으로 보고되
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sɑ값은 .78이였다

․ 생활만족도
윤진(1986)이 수정 보완한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점수의 범위는 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이 도구의 선행연구 신뢰도는 .83,
.93이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sɑ값은 .88이였다

3)간호요구
안혜경(1998)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9개의 하위척도

(개인위생,음식과 수분섭취,호흡,배설,운동 및 동작,체온유지,상처간호,투약,
교육 및 상담)에 포함된 총 39항목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점수의 범위는 39-1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선행연구의 Cronbach

‘,
s α 값은 . 83(이명숙, 2003)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ɑ값은 .78이였다.

4.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15일까지 연구자와 자료수집

방법을 훈련받은 연구 보조원들이 동행하여 일반노인들은 노인 복지회관,노인대
학.경로당을,재가급여장기요양 노인들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이용
하여 1:1면접을 실시하였다.연구 보조원들이 설문내용을 직접 읽어가며 작성하였
으며,1인당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정도였다.회수한 설문지 204부 중 불
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하였다.

5.자료 분석 방법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건강관련 특성은 실수,백분율,평균,표준편차를,간호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 정도는 t-test와
ANOVA를 간호요구도 영역별 상관관계는 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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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산구와 서구 관내라는 지역사회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였으므로

일반화 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자료수집이 일반노인의 경우 노인 복지회
관,노인대학,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일반가정 환경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응답에만 의존해 시행되었고 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연구의 제한점으로 사료된다.

ⅣⅣⅣ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종교,용돈,주요수입

원,자녀숫자,자녀생활정도,주거형태,가족주거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일반노인 120명,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80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노인 남자 51명(42.5%),여자69명
(57.5%)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남자24명(30.0%)여자56명(70.0%)으로 두 군 모두
여자 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65-69세는 일반노인 27명(22.5%)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2명(15.0%),70-74세 일반노인43명(35.8)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3명(16.3%),
75-79세는 일반노인 30명(2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28명(35.0%),80세 이상은
일반노인 20명(16.7)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27명(33.8%)으로 전체노인들 중 75-79
세군이 58명(29.0%)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결혼이 일반노인 74명(61.7%)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31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은 일반노인 45명(37.5%),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45명(56.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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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133명(66.5%)이 가지고 있었으며,일반노인 81명(67.5)재가급여장기요양

노인 52명(65.0%)로 양 군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대상자의 88명(44.4%)로 일반노인 57명(48.3%)재가급여장기

요양노인 31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초등/중졸이 일반노인 37명(31.4%)재가
급여장기요양노인 41명(51.3%),고졸이상이 일반노인 24(20.3%)재가급여장기요양
노인 8명(10.0%)으로 중졸 이하의 교육정도에서는 양 군 모두 별반 차이가 없었으
나 고졸이상 학력에서는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돈은 10만원미만이 대상자의 89명(44.5%)으로 일반노인 51명(42.5%)재가급여장
기요양노인 38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11-20만원이 일반노인 14명(11.7%)재
가급여장기요양노인 19명(23.8%),20만원이상 일반노인 55명(45.8)재가급여장기요
양노인 23명(28.8%)로 상 ․ 중 ․ 하로 나누었을 때 중 ․ 하는 별반 차이가 없
었으나 상은 일반노인의 생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수입원으로는 대상자의 84명(42.0%)이 가족에 의존하였으며 일반노인 48명

(40.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36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연금/예치금에 의존
하는 일반노인이 66명(5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7명(21.3%),기초생활보조비
일반노인 6명(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27명(33.8%)으로 조사 되었으며, 재가
급여장기요양노인일수록 기초생활보조비에 의존하거나 가족에 의존해 용돈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녀숫자는 3-4명이 87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노인 54명

(4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33명(41.3%)이였고,5명이상 일반노인 54명(45.0%)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8명(41.3%),1-2명의 자녀를 둔 일반노인이 12명(10.0%)재
가급여장기요양노인 26명(32.5%),일반노인이 자녀를 더 많이 두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일반노인은 무자녀가 한명도 없다고 조사되었으나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중 자녀가 없는 경우도 3명(3,8%)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생활정도는 보통이다가 115명(57.5%)로 일반노인 80명(66.7%)재가급여장
기요양노인 35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렵다가 일반노인 6명(5.0%)재가
급여장기요양노인 34명(42.5%)이 조사되었고,잘산다는 일반노인은 34명(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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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3명(3.8%)만이 대답을 하였으며, 아주 어렵다고 대답한 일
반노인은 없었으며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8명(10.0%)으로 자녀의 생활정도가 낮
을수록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146명(73.0%)으로 일반노인 106명(88.3%)과 재가급여장

기요양노인 40명(50.0%)이 자가로 조사되어 생활정도와의 차이점을 보여주었으며
가족의 거주형태로는 부부동거가 82명(41.0%)로 가장 많았으며,일반노인 58명
(48.3%)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24명(30.0%)이였고,독거는 일반노인이 31명(25.8%)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29명(36.3%),자녀와의 거주는 일반노인28명(23.3%)재가급
여장기요양노인 17명(21.3%),기타 가족구성원으로는 일반노인 3명(2.5%)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 10명(12.5%)으로 일반노인이 안정적인 가족거주형태를 유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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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0)

특성 구분
일반(N=120) 재가급여(N=80)

계(%)
N(%) N(%)

성별
남 51(42.5) 24(30.0) 75(37.5)

여 69(57.5) 56(70.0) 125(62.5)

연령

65-69세 27(22.5) 12(15.0) 39(19.5)

70-74세 43(35.8) 13(16.3) 56(28.0)

75-79세 30(25.0) 28(35.0) 58(29.0)

80세 이상 20(16.7) 27(33.8) 47(23.5)

결혼상태

결혼 74(61.7) 31(38.8) 105(52.5)

이혼/별거 1( 0.8) 3( 3.8)  4( 2.0)

사별 45(37.5) 45(56.3) 90(45.0)

결혼한적 없다 0(0.0) 1( 1.3) 1( 0.5)

교육정도

무학 57(48.3) 31(38.8) 88(44.4)

초등졸/중졸 37(31.4) 41(51.3) 78(39.4)

고졸이상 24(20.3) 8(10.0) 32(16.2)

종교
있다 81(67.5) 52(65.0) 133(66.5)

없다 39(32.5) 28(35.0) 67(33.5)

용돈

5만원이하 28(23.3) 23(28.8) 51(25.5)

5-10만원 23(19.2) 15(18.8) 38(19.0)

11-20만원 14(11.7) 19(23.8) 33(16.5)

20만원이상 55(45.8) 23(28.8) 78(39.0)

주요

수입원

기초생활보호 6( 5.0) 27(33.8) 33(16.5)

연금/예치금 66(55.0) 17(21.3) 83(41.5)

가족에 의존 48(40.0) 36(45.0) 84(42.0)

자녀숫자

없음 0( 0.0) 3( 3.8) 3( 1.5)

1-2명 12(10.0) 26(32.5) 38(19.0)

3-4명 54(45.0) 33(41.3) 87(43.5)

5명이상 54(45.0) 18(22.5) 72(36.0)

자녀생활정

도

잘산다 34(28.3) 3(3.8) 37(18.5)

보통 80(66.7) 35(43.8) 115(57.5)

어렵다 6 5.0) 34(42.5) 40(20.0)

아주어렵다 0(0.0)  8(10.0) 8( 4.0)

주거형태
자가 106(88.3) 40(50.0) 146(73.0)

비자가 14(11.7) 40(50.0) 54(27.0)

가족거주형

태

독거 31(25.8) 29(36.3) 60(30.0)

부부만 58(48.3) 24(30.0) 82(41.0)

아들 딸 가족동거 28(23.3) 17(21.3) 45(22.5)

기타 3( 2.5) 10(12.5) 1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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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표 2>에 의하면 지각된 건강상태1은 ‘나쁘다’가 평균 96명(48.0%)로 가장 많았
으며,일반노인이 40명(33.3%)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56명(70.0%),‘좋다’가 일반
노인39명(32.5%)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명(1.3%)으로 현저히 재가급여장기요양노
인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지각된 건강상태 2에 의하면 약간방해가 된다가 대상자의 98명(49.0%)로 가
장 많았으며,일반노인이 65명(54.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33명(41.3%)이였으
며,상당히 방해된다가 대상자의 59명((29.5%)로 나타났으나,그 중 일반노인 16명
(13.3%)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43명(53.8%)으로 조사되었고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다가 평균 43명(21.5%)중 일반노인이 39명(32.5%)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4명
(5.0%)으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지각된 건강상태도 재가급여장기요
양노인이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배에 비하여 지각된 건강상태의 비교를 보면 ‘나쁘다’가 평균 101명(50.5%)로
일반노인이 41명(34.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60명(75.0%)로 조사되었고 ‘더 좋다’
가 평균 33명(16.5%)중 일반노인이 30명(2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3명(3.8%)
로 나타나 동년배와의 비교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가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더
나쁘다고 나타났다.
건강관심도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는 대상노인의 108명

(54.0%)으로 가장 많았으며,일반노인 47명(39.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61명
(76.3%)으로 나타났으며,‘가끔 걱정한다’는 대상노인의 84명(42.0%)으로 일반노인
65명(54.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9명(23.8%)으로 나타났고,‘전혀걱정없다’는 일
반노인은 8명(6.7%)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0명으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들이
건강관심도가 높아 늘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수를 보면 ‘3가지 이상 질병보유자’가 평균 95명(47.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노인이 35명(29.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60명(75.0%),‘1-2
가지 질환’은 평균 91명(45.5%)으로 일반노인이 73명(60.8%)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8명(22.5%),‘없다’가 평균 14명(7.0%)로 일반노인 12명(10.0%)재가급여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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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명(2.5%)으로 노인은 평균 질환을 한 두가지는 가지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조사가 나타났다.
영양불량 위험도를 살펴보면 고위험군이 평균 119명(59.5%)로 일반노인이 61명

(50.8%)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58명(7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험군은 대상자의 68명
(34.0%)으로 일반노인이 48명(40.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20명(25.0%)로 나타나
일반노인이 15%정도 높게 나타났으며,저위험군은 대상자의 13명(6.5%)으로 일반
노인 11명(9.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2명(2.5%)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정도(K-ADL,K-IADL)는 K-IADL(10-37점)은 일반노인이 15.37점,재

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22.56점으로 일반노인 기능이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자아존중감(10-40)은 두 군 모두 비슷하나 일반노인이 26.06점,재가급여장기
요양노인이 25.62점으로 일반노인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0-15점으로 5점이상)은 일반노인은 19.84점으로 우울점수가 낮게 나타났으
나,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23.62점으로 우울상태로 나타났다.생활만족도(0-40점)
일반노인이 23.08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10.35점으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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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N=200)

K-ADL:KoreaActivitiesofDailyLivingScale
K-IADL:Korea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Scale

특성 구분
  일반(N=120)    재가급여(N=80)        계

N(%) Mn±SD N(%) Mn±SD N(%)

지각된 

건강상태1

나쁘다 40(33.3) 56(70.0) 96(48.0)

그저 그렇다 41(34.2) 23(28.8) 64(32.0)

좋다 39(32.5) 1(  1.3) 40(20.0)

지각된 

건강상태2

(일상생활방해)

상당히 

방해됨
16(13.3) 43(53.8) 59(29.5)

약간 방해됨 65(54.2) 33(41.3) 98(49.0)

전혀 

방해없음
39(32.5) 4(  5.0) 43(21.5)

지각된 

건강상태3

(동년배 비교)

나쁘다 41(34.2) 60(75.0) 101(50.5)

똑같다 49(40.8) 17(21.3) 66(33.0)

더 좋다 30(25.0) 3(3.8) 33(16.5)

건강관심도

항상걱정 47(39.2) 61(76.3) 108(54.0)

가끔걱정 65(54.2) 19(23.8) 84(42.0)

전혀걱정없음 8(6.7) 0( 0.0) 8( 4.0)

질병수

없음 12(10.0) 2( 2.5) 14( 7.0)

1-2 가지 73(60.8) 18(22.5) 91(45.5)

 3가지  이상 35(29.2) 60(75.0) 95(47.5)

영양불량 

위험도

고위험군 61(50.8) 58(72.5) 119(59.5)

중위험군 48(40.0) 20(25.0) 68(34.0)

저위험군 11(9.2) 2( 2.5) 13 (6.5)

K-ADL 7.48±1.94 11.94±3.76

K-IADL 15.37±5.92 22.56±7.51

자아존중감 26.06±5.48 25.62±4.01

우울 19.84±3.64 23.62±3.64

생활만족도 23.08±6.69 10.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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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질환 종류

전체 노인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관절염 55.0%,고혈압 50.0%,요통 57.5%,당
뇨 26.5%,소화기질환 22.0%,뇌졸중 14.0%,심장병,천식 11.5%,녹내장/백내장
8.5%,기관지/폐렴 4.0%,간질환 2.5%,암 2.0%,결핵 0.5% 순이였으며,일반노인은
고혈압 50.8%,관절염 39.2%,요통 20.0% 당뇨 15.8% 소화기질환 12.5%,심장병
9.2% 호흡기질환 순인데 반해,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관절염 78.8%,고혈압
48.8%,당뇨 42.5%,요통 38.8%,소화기질환 36.3%,뇌졸중 26.3%,백내장/녹내장 순
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대상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종류
일반 재가급여 계

N(%) N(%) N(%)

관절염 47(39.2) 63(78.8) 110(55.0)

고혈압 61(50.8) 39(48.8) 100(50.0)

요통 24(20.0) 31(38.8) 55(27.5)

당뇨 19(15.8) 34(42.5) 53(26.5)

소화기질환 15(12.5) 29(36.3) 44(22.0)

뇌졸중 7(5.8) 21(26.3) 28(14.0)

심장병 11(9.2) 12(15.0) 23(11.5)

천식 10(8.3) 13(16.3) 23(11.5)

녹내장/백내장 2(1.7) 15(18.8) 17(8.5)

기관지/폐염 3(2.5) 5(6.3) 8(4.0)

간질환 4(3.3) 1(1.3) 5(2.5)

암 3(2.5) 1(1.3) 4(2.0)

결핵 0(0.0) 1(1.3) 1(0.5)

기타 32(26.7) 23(28.8) 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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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을 받은 질환은 고혈압 48.5%,관절염 44.5%,당뇨 26.0%,요통 17.5%,소
화기질환 13.5%,뇌졸중 11.5%,천식 10.%,심장병 8.5%,녹내장/백내장 60.%,기관
지/폐렴 3.5%,간질환,암 2.5%,결핵 0.5%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노인은 고혈압
50.0%,관절염 38.3%,요통20.0%,당뇨 14.2%,소화기질환 10.8,호흡기 질환이였으
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관절염53.8%,고혈압46.3%,당뇨 43.8% 뇌졸중 21.3%
소화기질환 17.5%,요통과 호흡기질환이 13.8%로 조사되어 의사 진단질환과 본인
이 앓고 있는 질환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의사진단을 받은 질환

현재 치료중인 질환은 고혈압 47.0%,관절염 31.5%,당뇨 26.0%,요통,소화기질
환 11.0%,뇌졸중 10.0%,천식 9.0%,심장병 80.%,기관지/폐렴 3.0%,간질환 2.5%,
암 1.5%순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일반노인은 고혈압 50.0%,관절염 22.5%,당뇨

종류
일반 재가급여 계

N(%) N(%) N(%)

고혈압 50(50.0) 37(46.3) 97(48.5)

관절염 46(38.3) 43(53.8) 89(44.5)

당뇨 17(14.2) 35(43.8) 52(26.0)

요통 24(20.0) 11(13.8) 35(17.5)

소화기질환 13(10.8) 14(17.5) 27(13.5)

뇌졸중 6(5.0) 17(21.3) 23(11.5)

천식 9(7.5) 11(13.8) 20(10.0)

심장병 8(6.7) 9(11.3) 17(8.5)

녹내장/백내장 2(1.7) 10(12.5) 12(6.0)

기관지/폐염 3(2.5) 4(5.0) 7(3.5)

간질환 4(3.3) 1(1.3) 5(2.5)

암 3(2.5) 2(2.5) 5(2.5)

결핵 0(0.0) 1(1.3) 1(0.5)

기타 32(26.7) 17(21.3) 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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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요통 12.5%,소화기질환 9.2%,호흡기질환 7.5%,심장병 6.7%순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앓고 있는 질환 3위인 요통이 발생빈도는 높으나 4위인 당뇨를
우선으로 치료받고 있었다.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경우 관절염 45.0%,고혈압.당
뇨 42.5%,뇌졸중17.5%,소화기질환 13.8%,호흡기질환11.3%,심장병10.0% 순으로
앓고 있는 질환과는 다소 순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의사진단을 받는 질환순위와
는 비슷한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표 5.대상자의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질환

2.대상자의 간호요구도

대상자의 간호 요구도는 개인위생,음식과 수분섭취,호흡,배설,운동 및 동작,
체온유지,상처간호,투약,교육 및 상담에 대한 간호요구도로 구성 되었으며,일반
노인과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6> 연구 대상자들의

종류 
일반 재가급여 계

N(%) N(%) N(%)

고혈압 60(50.0) 34(42.5) 94(47.0)

관절염 27(22.5) 36(45.0) 63(31.5)

당뇨 18(15.0) 34(42.5) 52(26.0)

소화기질환 11(9.2) 11(13.8) 22(11.0)

요통 15(12.5) 7(8.8) 22(11.0)

뇌졸중 6(5.0) 14(17.5) 20(10.0)

천식 9(7.5) 9(11.3) 18(9.0)

심장병 8(6.7) 8(10.0) 16(8.0)

기관지/폐염 2(1.7) 4(5.0) 6(3.0)

녹내장/백내장 0(0.0) 6(7.5) 6(3.0)

간질환 4(3.3) 1(1.3) 5(2.5)

암 2(1.7) 1(1.3) 3(1.5)

결핵 0(0.0) 0(0.0) 0(0.0)

기타 24(20.0) 14(17.5) 3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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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간호요구도는 평균 1.92점이었고,일반노인은 1.55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2.48점으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간호요구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9개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대상자의 영역별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질병관련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간호요구도
가 2.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동 및 동작 2.65점,개인위생 2.39점,체온유지 1.91점,
호흡 1.56점,음식과 수분섭취 1.49점,투약 1.27점,배설 1.24점,상처간호 1.22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일반노인은 간호요구도가 질병관련 교육 및 상담 2.57점으로
가장 높았고,운동 및 동작 2.06점,개인위생 1.80점,호흡 1.37점,음식과 수분섭취
1.25점,체온유지 1.19점,배설 1.08점,투약 1.08점,상처간호 1.03점 순으로 간호요
구도가 나타났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일반노인과 같이 질병관련 교육 및 상
담이 3.53점으로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았고,운동 및 동작 3.53점,개인위생 3.27점,
체온유지 2.99점,음식과 수분섭취 1.85점,호흡 1.84점,투약 1.55점,상처간호 1.51
점,배설 1.48점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 간호요구도를 살펴보면,먼저 개인위생에 대한 전체 간호요구도가
평균 2.39점으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3.27점 일반노인이 1.80점으로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음식과 수분 섭취영역에서 대상자의 평균 간호요구도는 1.49점으로 일반노인
1.25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8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p=0.000),호흡영역에서는 대상자 전체 평균 간호요구도가 1.56점으로 일반노인
1.37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8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배설에 대한 대상자의 전체 간호요구도는 1.24점으로 일반노인 1.08점,재가급여장
기요양노인1.48점으로 9개 영역 조사에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중 간호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운동 및 동작 대상자의 전체 간호요구도는 2.65점으로 전체 평균(1.92점)이상이였
으며 일반노인 2.06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3.53점으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중
교육 및 상담 영역 과 함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노인 역시 교
육 및 상담영역 간호요구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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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유지 영역의 전체 간호요구도가 1.91점으로 일반노인 1.19점,재가급여장기요
양노인 2.9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상처간호 영역은 전체간호요
구도 1.22점으로 일반노인이 1.03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1.51점으로 두군 모두
간호요구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투약영역의 전체 간호요구도를 보면 평균 1.27점으로,일반노인이 1.08점 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이 1.55점으로 두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질병관련
교육 및 상담 간호요구도는 전체 평균 2.95점으로 양군 모두 가장 높았으며,일반
노인이 2.57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3.5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0).

<표 6>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N=200)

항목
일반(N=120)

재가급여(N=80

)
전체

   t     p

Mn±SD Mn±SD Mn±SD

교육 및 상담  2.57±.916 3.53±.989 2.95±1.055 -7.049 0.000

운동 및 동작  2.06±.779 3.53±.861 2.65±1.086 -12.533 0.000

개인위생  1.80±.618 3.27±.911 2.39±1.03 -12.628 0.000

체온유지  1.19±.619  2.99±1.11 1.91±1.223 -13.161 0.000

호흡  1.37±.861  1.84±.991 1.56±.947 -3.464 0.001

음식과 수분섭

취
 1.25±.634 1.85±1.08 1.49±.891 -12.628 0.000

투약  1.08±.303  1.55±.721 1.27±.559 -5.451 0.000

배설  1.08±.379 1.48±.760 1.24±.592 -4.256 0.000

상처간호 1.03±.203 1.51±.914 1.22±.643 -4.694 0.000

전체 1.55±.409 2.48±.558 1.92±.656 -12.66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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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간호요구도는 <표 7>과 같다.

성별에서 재가급여장기요양 남자노인의 간호요구도(90.46점)가장 높았고,일반노인
에서는 여자노인이 높았다(p=.048).
연령에서는 일반노인의 경우 70-74세 군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재가급여 장
기 요양노인의 경우는 65-69세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에서는 일반노인 과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모두에서 이혼 및 사별군이 가
장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교육정도에서는 일반노인
및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모두에서 초등 및 중졸 군이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종교에서는 일반노인과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모두에서 종
교가 없는 노인이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용돈은 일
반노인의 경우 11-20만원정도의 노인이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며,재가급여장기
요양노인은 10만원 미만에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요수입원에서는 일반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간호요구
도가 가장 높았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연금이나 예치금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자녀의 수자에서는 일반노인은 1-2명의 자녀가 있는
노인이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3-4명일 때 간호요구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자녀의 생활정도에서는 일반노
인은 어렵다가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잘산다가 간
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주거형태에서는 일반노인은 자
가 소유자가 간호요구도가 높았고,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비 자가에서 간호요구
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가족주거형태에서는 일반노인은
아들딸 가족동거에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기타
비정상적인 주거형태에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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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간호 요구도 (N=200)

*p<0.05,**p<0.01

특성 구분
일반(N=120) 재가급여(N=80)

F p
Mn±SD Mn±SD

성별
남 50.20±12.75 90.46±21.22

3.950 .048
*

여 57.20±14.74 85.13±18.72

연령

65-69세 49.52±9.90 96.92±13.80

.500 .682
70-74세 56.47±17.54 83.58±23.22

75-79세 56.33±14.74 85.56±18.17

80세 이상 52.60±9.12 84.89±20.83

결혼상태

결혼 53.35±15.68 90.10±23.63

1.391 .247
이혼/별거 84.00± 0.00 92.33±11.50

사별 55.00±11.10 84.12±16.62

결혼한적 없다 0 81.00

교육정도

무학 54.63±13.76 90.10±23.63

.623 .537초등졸/중졸 54.70±14.23 92.33±11.50

고졸이상 51.53± 0.00 84.12±16.62

종교
있다 52.81±11.63 86.48±17.98

1.925 .108
없다 57.15±18.51 87.29±22.39

용돈

10만원이하 54.84±13.62 90.34±16.55

1.638 .18211-20만원 55.43±12.93 83.44±24.82

20만원이상 53.35±15.40 83.32±19.32

주요

수입원

기초생활보호 62.33±12.50 83.44±16.69

.092 .912연금/예치금 53.39±16.19 88.65±16.69

가족에 의존 54.35±11.37 88.47±18.92

자녀숫자

없음 0 75.67±8.38

.472 .702
1-2명 57.50±13.14 83.28±13.93

3-4명 52.56±15.22 90.03±18.95

5명이상 55.17±13.62 87.53±27.47

자녀생활

정도

잘산다 48.35±9.87 93.67±30.82

.797 .497
보통 55.55±13.12 87.62±19.59

어렵다 69.83±30.85 85.09±19.98

아주어렵다 0 87.50±16.04

주거형태
자가 54.62±14.92 86.74±18.74

16.874 .000
**

비자가 51.21±8.04 86.80±20.51

가족거주

형태

독거 55.48±10.15 78.15±15.15

1.545 .204

부부만 52.53±13.54 91.50±21.32

아들 딸 

가족동거
56.57±19.55 88.47±19.05

기타 52.00±14.30 95.8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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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상자의 간호요구도 상관관계

1).일반노인의 간호요구도 상관관계
일반노인의 하부영역의 간호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개인위생

과 음식과 수분섭취에서 호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호흡은 체온유지(p=.000)와 상처간호(p=.000)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배설은 호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운동 및 동작
은 호흡과 상처간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체온유지는 교육 및
상담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상처간호는 교육 및 상담과 운동 및
동작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투약은 호흡과 교육 및 상담
을 제외한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개인위생,교육 및 상담은 음식과 섭
취,배설,운동 및 동작(p=.000)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8>일반 노인의 간호요구도의 상관관계 (N=120)

*p<0.001

개인위생
음식과

수분섭취
호흡 배설

운동

및 동작

체온

유지
상처간호 투약

교육 및 

상담

개인위생 1.000

음식과

수분섭취

.572*

(.000)
1.000

호흡
.219

(.016)

.239

(.009)
1.000

배설
.437*

(.000)

.573*

(.000)

.305

(.001)
1.000

운동

및 동작

.361*

(.000)

.469*

(.000)

.127

(.166)

.362*

(.000)
1.000

체온유지
.500*

(.000)

.570*

(.000)

.364*

(.000)

.684*

(.000)

.515*

(.000)
1.000

상처간호
.241**

(.008)

.342**

(.000)

.200*

(.028)

.627*

(.000)

.157

(.087)

.362*

(.000)
1.000

투약
.414*

(.000)

.659*

(.000)

.294

(.001)

.620*

(.000)

.358*

(.000)

.566*

(.000)

.510*

(.000)
1.000

교육

및 상담

.332*

(.000)

.396*

(.000)

.309

(.001)

.319*

(.000)

.502*

(.000)

.311

(.001)

.059

(.525)

.255

(.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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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간호요구도 상관관계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하부영역의 간호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

다.개인위생은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음식 과 수분섭취영역은
호흡,배설,상처간호,투약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호흡영역은 운동 및
동작,체온유지,교육 및 상담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배설은 상처간호와 투약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운동 및 동작은
개인위생,체온유지,상처간호,교육 및 상담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체온유지영역은 개인위생과 운동 및 동작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상처간호영
역에서는 체온유지와 교육 및 상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 보였
다.투약영역에서 교육 및 상담,운동 및 동작,체온유지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교육 및 상담 영역은 개인위생과 운동 및 동작만이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9>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간호요구도의 상관관계 (N=80)

*p<0.001

개인위생
음식과

수분섭취
호흡 배설

운동

및 동작

체온

유지

상처간

호
투약

교육

및 상담

개인위생 1.000

음식과

수분섭취

.291*

(.009)
1.000

호흡
.357*

(.001)

.526*

(.000)
1.000

배설
.426*

(.000)

.473*

(.000)

.368**

(.001)
1.000

운동

및 동작

.557*

(.000)

.094

(405)

.150

(185)

.208

(066)
1.000

체온유지
.221

(.049)

-.107

.345

-.103

.361

.001

.992

 .348

.002
1.000

상처간호
.336

.002

.269

.016

.331

.003

.450*

.000

.313

.005

.087

.441
1.000

투약
.393*

.000

.491*

.000

.346

.002

.629*

.000

.180

.113

.077

.499

.565*

.000
1.000

교육

및 상담

.372*

.001

.115

.309

.174

.122

.178

.116

.486*

.000

.179

.112

.217

.054

.089

.4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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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체노인의 간호요구도의 상관관계
전체노인의 하부영역의 간호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모든 영역
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0>전체 노인의 간호요구도 상관관계 (N=200)

*p<0.001

ⅤⅤⅤ...논논논의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년여의 시범을 거쳐 2008.7.1일 본격시행이 되어 6개월 이
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신체지원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
게 되어 시간적․경제적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재가급여 장기요양노
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노인과 재가급여장기요양
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도를 비교함으로써 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건

개인위생
음식과

수분섭취
호흡 배설

운동

및 동작

체온

유지
상처간호 투약

교육

및 상담

개인위생 1.000

음식과

수분섭취

.500*

.000
1.000

호흡
.372*

.000

.440*

.000
1.000

배설
.515*

.000

.556*

.000

.381*

.000
1.000

운동

및 동작

.708*

.000

.402*

.000

.262*

.000

.399*

.000
1.000

체온유지
 .661*

.000

.317*

.000

.239*

.001

.367*

.000

.691*

.000
1.000

상처간호
.452*

.000

.355*

.000

.321*

.000

.522*

.000

.409*

.000

.348*

.000
1.000

투약
.541*

.000

.595*

.000

.374*

.000

.674*

.000

.429*

.000

.424*

.000

.616*

.000
1.000

교육

및 상담

.535*

.000

.348*

.000

.325*

.000

.336*

.000

.628*

.000

.465*

.000

.291*

.000

.298*

.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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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리․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에 대
한 간호요구도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성별은 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서는 남자가,일반노인은 여자에서 간호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일반노인의 경우 도시영세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금희(1998)의 결과
와 일치하여,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여성노인
들이 지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신체적 건강이 낮음으로 인해 신체적 간호요구
도가 높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조원정 등,1994;조유향,1994;최
금희,1998).그러나,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에서는 남성노인이 더 높게 나타나 일반
노인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에 대한 연구가 현재는 미비한
상태로 다른 연구와 비교 할 수가 없으나 대상자 표집 과정에서 남녀 노인의 숫자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연령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일반노인은 70-74세,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65-69세

가 높아 8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간호요구도가 높다는 최금희(1998),조원정 등
(1991)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간호요구도가 높
아진다는 결과들과 비교하여 추후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형태는 두 집단 모두 이혼 및 별거 노인에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사실상 부양해 줄 가족이 없어서 혼

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영양상태 불량 및 신체건강 

악화(주성수와 윤숙례, 1993), 경제적 지위하락, 사회적. 심리적 고립 등으로 일찍 사

망하거나(Davis, Neuhause, Morits& Segal, 199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될 가능성이 

높(Steinbach, 1992; Wolinsky & Johnson, 1992)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일반 부부

에 비해 간호요구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교육정도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양 군간 모두 초등졸/중졸에서 간호요구도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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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고졸이상은 학력이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낮게 조사되어 선행연구인
이명숙(2003),구종예(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노인의 교육정도는 이들의 경
제적 능력향상과 노후 생활의 운용능력 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
회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 재훈련,여가활동에 대한 교육 등을 개발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종교는 양 군 모두 비종교인이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일수록 간호요구도가 높다는 보고와는 차이를 보였다(김기련,2000;양승희 등
2001;이금숙,2004).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되어있다고 보
며 여러 가지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비종교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하겠다.
용돈은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10만원 이하,일반노인은 11-20만원에서 간호

요구도가 높아 구종예(2003)와 이금숙(2004)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노인들
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정환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또한 신체적 질
환과 그에 대한 간호요구를 증가 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국가
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수입원으로는 일반노인은 젊은 시절 축적해 놓은 재산이나 이자소득인 연금

이나 예치금이 55.0%로 가장 많았고,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45.0%)재가급여장기요양 노인일수록 자녀나 기초생활보조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인 건강상태
가 불량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조사되었다.주요수입원이 연금이나 예치금
(88.65점)인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경우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
족에 의존해 생활하는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과 0.18점 차이로 평균통계와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아,이금숙(2004)의 연구보고와 일치하였으며,일반노인은 기초생활
보조금(62.33점)을 받은 노인이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간호요구도는 신체
심리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전체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며,
이는 본인 및 자녀의 수입이 낮은 대상자가 높은 대상자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으
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박충선,1996;김혜령,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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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생활정도를 보면 두 군 모두 ‘보통이다’가 57.5%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중간수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 중의 하나로 대부분 사람들의 성격이 극단적
인 표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중립적인 성향이 있어 ‘보통’이
나‘중’에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나(이금숙,2004)일반노인의 간호
요구도는 자녀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재가급여장기
요양노인은 자녀가 잘 살수록 간호요구도가 93.67점으로 높게 나타나 일반노인과는
상반되는 간호요구도를 보이고 있어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에 대한 간호요구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수 없으며 본 연구결과는 추후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형태를 보면 일반노인 88.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가급여장기요양노

인의 주택 소유율이 50.0%로 비 소유자와 동일한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되었으나
간호요구도는 비 자가인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일반노인
은 자가 소유 노인이 간호요구도가 더 높았으나 주거형태에 따른 간호요구도 선행
연구 자료가 미비하여 비교분석은 조심스럽지만,이는 노인이 주택을 가꾸어야하고
관리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감에서 간호요구도가 상승되었으리라 생각되나 앞으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거주형태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일반노인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에서 ,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기타에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이는 몸이 불편한 재가급
여장기요양노인의 경제적 및 일상생활정도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독거인
경우 가장 간호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는 독거기간이 긴 노인일수록 모든
일을 거의 혼자서 처리 할 수 있는 적응력이 스스로 향상되어 간호요구도가 낮아
진다는 이명숙(2003)의 연구와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반면에 일반노인은
다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신체적으로 타
인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높아 부부동거가 오히려 간호요구도를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일반노
인은 아들 딸 가족동거 56.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거인 경우가 55.48점,부부거
주형태가 52.53점,기타 52.00점으로 나타나 이명숙(2003),이금숙(2004)의 연구조사
와 일치하나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가족주거형태 조사 시 독거의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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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져야 더 정확한 간호요구도를 측정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본
연구에서는 독거기간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독거노인이 간호요구도가 낮다고 하
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두 군의 질환 종류를 보면 일반노인일 경우 고혈압,관절염,요통,당뇨,소화기질환,
심장병이 많았으며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경우는 관절염,고혈압,당뇨,요통,소화기
질환,뇌졸중이 많았다.일반노인의 경우 이금숙(2004)의 연구에서도 고혈압,순환기
계질환,당뇨병,퇴행성관절염,디스크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한 김인순(1998)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질환보유율이 고혈압,관절염,천식,근골격계질환,소화기계질
환 순으로 유사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자료에 따르면 관절염,요통,고혈
압 순으로 조사되었으며,본 연구에서 질병이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7.0%
로 노인의 93%에서 질병을 1가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한국보
건사회연구원(1998)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6.7%가 만성 퇴행성 질환을 한 가
지 이상 앓고 있다고 보고 되었고,황보수자와 김혜령(2003)의 연구에서 마찬가지
로 60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모두 한가지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고혈압,
관절염,당뇨 순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여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특히 본 조사에서
는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높은 질병 이환율을 보이고 있으며,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서비스가 신체지원 및 가사지원이기 때문에 질병보유현황이 일반노인과는 다
소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영양불량위험도는 수단적 일상생활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 시

거동의 불편여부에 따라 영양불량 위험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이기남.정재
열.장두섭.이성국,2000)보고는 있지만,이명숙(2003)연구에서도 고 위험군이 92%로
연구되었는데,본 연구에서는 고 위험군이 59.5%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경우 고 위험군이 72.5%로 높았으며,저 위
험군은 2.5%에 불과해 선행연구와 일치하였고,노인을 위한 영양섭취에 대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지원과 지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일반노인이 신체기능이 양호하다고 조사되었고(15.37점),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신체기능이 불량한(22.56점)것으로 나타나 재가급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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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인을 위한 가족과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지원 및 가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자아존중감은 낮고 우울감은 타 선행연구(이명숙,2003)
보다 일반노인도 19.8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23.62점으
로 더 높게 나타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상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Dunham & Sager,1994;Ormelet
al.,1994;이명숙,2003)와 일치되게 연구되었다.노인들은 신체적인 통증과 소외감,
피로 때문에 우울증을 일으키며(Basiaetal.,1993)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
해 즉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우울을 초래하며 노인자살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
로 노인의 우울을 이해하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중재방안이 필요함이 시사 되었다
(박현숙,1993;송진아,1997).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우울이 높은 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하고 생활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요법,명상요법,작업요법 등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른 다
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가
하겠다.
간호요구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교육 및 상담 영역이 가장 높아 이금숙
(2004),이명숙(2003),유정순(2006)‘연구와 일치하였으나,대상자들이 실제 교육을
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심리적 요구가 포함되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직도 노인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일반노인의 경
우 상처간호 간호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조유향(1994),이명숙(2003)이 보고한
가장 낮은 항목과 일치하였는데,이는 욕창간호와 드레싱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
는 대부분의 일반노인들이 가동성이 있는 노인들로 욕창과 드레싱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결과로 간호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재가
급여장기요양노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였으나 하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
으며 배설이 간호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각 영역별 간호요구도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각 영역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는데,인간은 영,육,정신이 통합된 존재이므로 간호사는 신체적인 간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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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간호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노인
의 간호에 있어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요구 과제는 노화현상을 노인 자신이 받아들이고 여러 가
지 조건하에서도 노인이 최대한 자립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도움의 방법을 고려하여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신체,경제,정서,
사회적으로 낮은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일반노인은 기존의 간호요구도 연구조
사와 일치하는 면이 많은 반면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선행연구 된 자료도 미비
할 뿐 아니라 본 연구조사에서도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등급조건이 일상생활이
6개월이상 어려운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간호요구도 또한 일반노인과는 간호요구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정작 문제가 심각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간호요구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느꼈다.그래서 앞으로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간호요
구도의 연구에 일관된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하며,일반노인과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간호요구도 중 질병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교육 프로
그램 개발과 같은 간호중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일반노인과 재가급여장기요양 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도를 비교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의 건강관리 및 건
강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비교조사이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에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중 재가급여대상자 80명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탈락이 되었거나
신청하지 않는 일반노인 120명을 임의 표출한 총 200명을 설문조사 하였다.자료수



- xxxvii -

집은 2008년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노인대학에서
일반노인은 직접 방문으로 실시하였으며,재가급여 장기요양노인은 가정 방문을 하
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개별면담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요구는 안혜경(1998)의 간호요구도 5점 척도 39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간호요구와 관련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
이,성별,교육정도,경제상태,결혼상태,자녀숫자를,건강관련 변수 중 신체적 건
강변수로는 질병숫자,지각된 건강상태,영양불량위험도,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을,
심리적 건강변수로는 자아 존중감과 우울감,생활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수집된 자료 중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를,일반적 특
성에 따른 간호요구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간호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200명으로 일반노인 120명,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군 모두 여자노인수가 남자노인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
사 되었다.대상자의 연령은 65세부터 80세 이상이었으며 일반노인의 경우 70-74세
가 43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75-79세가 28명(35.0%)
으로 가장 많았다.결혼상태에서 일반노인은 부부동거가 74명(61.7%)로 많았고 재
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사별이45명(56.3%)가장 많았다.교육정도에서는 일반노인은
무학이 57명(48.9%),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초등 졸/중졸이 41명(51.3%)로 가장
많았다.월 용돈은 일반노인 20만원이상 55명(45.8%),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10
만원 미만이 38명(47.6%)로 가장 많았으며,주요수입원은 일반노인은 연금/예치금
이 66명(5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가족에 의존하는 노인이 36명(45.0%)가
장 많았다.
자녀숫자로는 일반노인은 5명이상이 54명(45.0%),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3-4명이
33명(41.3%)로 많다고 응답했으며,자녀의 생활정도는 양 군 모두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주거형태는 일반노인은 자가 106명(88.3%),재가급여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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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자가와 비자가가 같다고 조사되었으며,가족주거형태는 일반노인은 부부동
거가 58명(48.3%),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독거가 29명(36.3%)로 가장 많다고 조
사되었다.

2.건강관련 특성 중 지각된 건강상태를 보면 일반노인은 “그저 그렇다”가 41명
(34.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나쁘다 56명(70.0%)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보면 일반노인은 약간방해가 65명
(54.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상당히 방해가 된다’가 43명(53.8%)로 나타났으
며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에서도 일반노인은 똑같다 49명(40.8%),재가급여장기
요양노인은 ‘나쁘다’60명(75.0%)로 높게 나타났다.건강관심도를 보면 재가급여장
기요양노인은 ‘항상 걱정한다’가 61명(75.0%),일반노인은 ‘가끔 걱정한다’가 65명
(54.2%)로 많았다.질병보유 수도 일반노인은 1-2가지 76명(60.8%),재가급여장기
요양노인은 3가지 이상이 60명(75.0%)로 가장 많았으며,영양불량위험도는 대상자
119명(59.5%)고 위험군으로 높았고,일반노인 61명(50.8%),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
58명(72.5%)로 높았다.일상생활활동(10-37점)은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양
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노인이 15.37점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22.56점으
로 기능상태가 더 좋지 않았으며,자아존중감은 양 군 간 비슷하나 일반노인이 더
좋았으며 우울감은 양 군 모두 높았으나 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우울감이 23.62점
으로 아주 높았고,생활만족도는 일반노인이 23.08점,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이
10.35점으로 아주 낮았다.
대상자의 질환은 일반노인이 고혈압(50.8%),관절염(39.2%),요통(20.0%),당뇨
(15.8%)소화기질환(12.5%),심장병(9.2%)로 높았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관절
염(78.8%),고혈압(48.8%),당뇨(42.5%),요통(38.8%),소화기질환(36.3%),뇌졸중(26.3%)
이 높았다.

3.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양 군 간 가장 요구가 높은
하위영역은 교육 및 상담 영역이었고,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일반노인은 상처간호
였으며,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은 배설에 대한 간호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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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기존 선행 연구들은 질환중심의 간호요구도가
주로 이루어졌으나,장기요양인정자는 질병보다는 스스로 신체적인 활동제한과 치
매정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중심이 아닌 신체지
원이나 정서지원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며,노인이 스스로 일상생
활이 가능하도록 가정 환경적인 부분 변화를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재가급
여장기요양노인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가 평균이하로 아주 낮게 조사
되어 노인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장기요
양인정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
하며 이러한 지지적인 프로그램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간호요구를 정확히 사정 할 수 있
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 한다.

2)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들의 급여제공 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문
간호가 필수임을 법적근거 마련을 제언한다.

3)재가급여장기요양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참여프로그램 개발,정서적 지지를 위한 인적자원 활용 등의 간호
중재 방안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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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ⅠⅠⅠⅠ. . . .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사항사항사항

ⅡⅡⅡ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상태와 건강상태와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건강관심도건강관심도건강관심도

①.현재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3) 그저 그렇
다(2) 나쁘다(1)

②.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귀하의 일
상생활 수행에 방해가 됩니까?

전혀 방해 안됨
(3)

약간 방해됨
(2)

상당히 방해됨
(1)

③.귀하의 건강상태를 귀하 연령층 사
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
까?

더 좋다(3) 똑 같다(2) 나쁘다(1)

④.귀하는 얼마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 하십니까?

전혀 걱정안함
(1)

가끔 걱정함
(2) 항상 걱정함(3)

성별 � 남자 � 여자 분류 � 일반노인 � 급여신청

연령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세 이상

결혼
상태

� 결혼 � 이혼/별거
� 사별 � 결혼한적 없다

종교
� 무교 � 기독교 � 천주
교
� 불교 � 기타

학 력
� 무학 � 초등졸 � 중
졸
� 고졸이상 � 기타

자녀수 � 없음 � 1-2명
� 3-4명 � 5명 이상

자 녀
생 활
정도

� 잘 산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아주 어렵다

가족
거 주 형
태

� 독거 � 부부만
� 아들 딸 가족과 함께 산다
� 출가않은 자녀와 함께 산다
� 기타

주거
형태

� 자가 � 전 세
� 월세 � 의탁 거주
� 기타

한달
용돈

� 5만원이하 � 6-10만원
� 11-20만원 � 20만원이상

생활
비 조
달

� 스스로 벌어서
� 전적으로 자녀가 준다
�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 연금 � 과거 저축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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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앓고 앓고 앓고 앓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질환질환질환질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은 무엇입니까?

앓고 있는 질환 중 의
사에게 진단 받은 질환
은?

앓고 있는 질환 중 현
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은?

치료비는(월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금액 기입)

① 관절염 ① 관절염 ① 관절염
② 고혈압 ② 고혈압 ② 고혈압
③ 당뇨 ③ 당뇨 ③ 당뇨
④ 뇌졸중 ④ 뇌졸중 ④ 뇌졸중
⑤ 기관지염/폐
렴 ⑤ 기관지염/폐

렴 ⑤ 기관지염/폐
렴

⑥ 심장병 ⑥ 심장병 ⑥ 심장병
⑦ 천식 ⑦ 천식 ⑦ 천식
⑧ 결핵 ⑧ 결핵 ⑧ 결핵
⑨ 간질환 ⑨ 간질환 ⑨ 간질환
⑩ 암 ⑩ 암 ⑩ 암
⑪ 요통 ⑪ 요통 ⑪ 요통
⑫ 소화기질환 ⑫ 소화기질환 ⑫ 소화기질환
⑬ 녹내장,백내장 ⑬ 녹내장,백내장 ⑬ 녹내장,백내장
⑭ 기타 ⑭ 기타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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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영양불량 영양불량 영양불량 영양불량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노인의 노인의 노인의 노인의 영양상태 영양상태 영양상태 영양상태 간이표간이표간이표간이표) ) ) )                                     

 * □ 안에 v표를 하십시오.

1.당신의 연령은 75세 미만입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 (2)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월 용돈이 20만원 이하입니까? 예 □ (0) 아니오 □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상입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규칙적으로 식사합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하루에 3번 이상 식사합니까? 예 □ (2)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합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식욕은 좋습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식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규칙적으로 운동합니까? 예 □ (2)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술을 한달에 두세번 이하 마십니까? 예 □ (1) 아니오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약을 매일 복용합니까? 아니오 □ (1) 예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치아 때문에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오 □ (1) 예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다음의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아니오 □ (1) 예 □ (0)
(뇌졸중,고혈압,관절염,당뇨병,암,골다공증)
15.다음의 다섯 가지 임상증세 중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해당없음( ) 1개 ( )2개이상 ( )

(눈앞이 흐리게 보임,감기에 잘 걸림,
소화가 잘 안됨.어지러움,우울함) (2) (1)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과일을 매일 먹습니까? 매일 먹는다 ( ) 가끔 ( ) 드물다 ( )

(2) (1)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우유를 메일 먹습니까? 매일 먹는다( )가끔( ) 드물다( )

(2) (1)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점 :( )0-11:고 위험군 12-16:중 정도 위험군 17-23:저위험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ⅨⅨⅨⅨ....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K-ADL, (K-ADL, (K-ADL, (K-ADL, K-IADL): K-IADL): K-IADL): K-IADL): 최근 최근 최근 최근 1111주일 주일 주일 주일 기준으로기준으로기준으로기준으로

1.옷 입기: 어르신께서는 옷을 챙겨 입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
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2.세수하기:어르신께서는 세수나 양치질을 하고,머리를 감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3.목욕 :어르신께서는 목욕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4.식사하기 :어르신께서는 음식을 차려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
를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5.이동 :어르신께서는 이부자리에 누었다가 일어나 방문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6.화장실 사용:어르신께서는 대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 출입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7.대소변 조절 :어르신께서는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잘 보십니
까?

1 완전조절  2 가끔실패함 3 전혀 조절못함

KIDL
8.몸단장 :어르신께서는 머리 빗질이나 손발톱 깎는 것,화장(여자),면도(남자)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9.집안일 :어르신께서는 실내청소,설거지,침구정리,집안 정리정돈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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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움 없이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린다.
② 집안일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④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10.식사준비:어르신께서는 음식재료를 준비하고,요리하고.상을 차릴 때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린다.
② 식사준비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④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

11.빨래하기 :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다른 사
람의 도움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한다 ②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④ 빨래를 하지 않는다

12.근거리 외출 :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가 올 수 있는 상점이나 이웃,병원,
관공서 같은 가까운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완전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3.교통수단이용하기 :어르신께서는 버스나 전철,택시 혹은 승용차 등을 타고 외
출을 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또는 직접운전을 하고 다니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운전 한다
② 버스을 이용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④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전혀 이용 할 수 없거나 남의
등에 업히거나 실려야만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다.

14.물건사기(쇼핑):어르신께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갔을 때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구입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② 한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한다.
④ 쇼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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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금전관리:어르신께서는 용돈,통장관리,재산관리 같은 금전관리를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모든 금전관리를 한다.
② 용돈정도의 금전관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관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을 받는다.

③ 금전관리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의존한다.
④ 금전관리를 하지 않는다

16.전화사용 :어르신께서는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전화 받기 걸기를 한다.
②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③ 전화는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④ 전화를 받지도 걸지도 못한다.

17.약 챙겨 먹기 : 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챙겨 드십
니까?

①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다
②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③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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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간호 간호 간호 간호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

영역 내 용
전 혀
필요치
않다(1)

대 체 로
필 요 치
않다(2)

보 통
이다
(3)

대체로
필요하
다 (4)

많이 필
요 하 다
(5)

개인
위생

1.구강간호가 필요하십니까?
2.좌욕이 필요하십니까?
3.통 목욕이 필요하십니까?
4.부분목욕이 필요하십니까?
5.등 맛사지가 필요하십니까?

음 식 과
수분섭취

6.위관영양이 필요하십니까?
7.혈관주사가 필요하십니까?
8.식이요법이 필요하십니까?

호흡
9.산소요법이 필요하십니까?
10.호흡운동이 필요하십니까?
11.가습이 필요하십니까?

배설

12.정체관장이 필요하십니까?
13.비눗물 관장이 필요하십니까?
14.도뇨관 삽관이 필요하십니까?
15.장 및 방광훈련이 필요하십니까?
16.소변 주머니 부착이 필요하십니까?

운동 및
동작

17.자세변경이 필요하십니까?
18.물리치료가 필요하십니까?
19.보조기구가 필요하십니까?
20.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십니까?
21.관절운동이 필요하십니까?
22.걷기 운동이 필요하십니까?
23.언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체온
유지

24.냉 요법이 필요하십니까?
25.온 요법이 필요하십니까?

상처간호 26.욕창간호가 필요하십니까?
27.상처치료(드레싱)이 필요하십니까?

투 약

28.구강투약이 필요하십니까?
29.좌약이 필요하십니까?
30.근육주사가 필요하십니까?
31.정맥주사가 필요하십니까?
32.수혈이 필요하십니까?

교육 및
상담

33.본인 및 가족의 건강문제 상담이 필
요하십니까?
34.질병과 관련된 음식물 섭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35.정신적 지지와 보살핌 필요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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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우울감우울감우울감우울감

항목 정도 예
(1)

아니오
(0)

*1.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2.전에 하던 취미 생활이나 활동을 많이 중단했습니까?
3.생활이 공허 하다고 느낍니까?
4.흔히 지루하게 느낍니까?
*5.보통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까?
6.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염려 합니까?
*7.대부분의 경우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8.흔히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낍니까?
9.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 합니
까?
10.다른 사람보다 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살아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자신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힘이 넘치는 상태 입니까?
14.자신의 상태가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느끼십니까?
15.다른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ⅦⅦⅦⅦ. . . . 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

항목
정 도

거 의
그렇지
않다(1)

별 로
그렇지
않다(2)

약 간
그 렇
다(3)

항 상
그 렇
다(4)

1.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생각 한다
2.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
*3.대체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쉽게 갖는다
4.나는 대부분의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5.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
한다
6.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7.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10.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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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Ⅷ. . . . 생활 생활 생활 생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지난 몇 달간에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껴 왔습니까? 예 보통 아니오
1.나는 요즘 하늘을 날을 것처럼 기분이 좋다
2.나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원기가 왕성하다
*3.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4.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5.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일생을 이렇게 살아온데
대하여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6.나는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언짢다
*7.일생을 거의 살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게 된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다

8.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다음 질문들은 보다 일반적인 생활의 경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9.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0.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 있다

*11.금년 들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괴롭힌다
12.지나온 평생을 회고해볼 때,나의 일생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13.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이 더욱
흥미가 있다

*14.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15.다른 사람에 비해서,나는 자주 우울하다
16.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7.나는 현재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18.나의 일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처량하고 울적한 때이
다
*19.내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지루하고 단조롭다
*20.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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