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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ingneedsandrelatedfactorsamongsome

admittedHansenelderlypatientsandnurses

Baekseol

Advisor:Prof.HanMiAH M.D.,Ph.D.

Dep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Purpose:Thisstudywasperformedtocomparetheperceivednursingneedsas

reportedbyadmittedHansenelderlypatientsandnurses.

Methods:Theparticipantswere100patientsand41nursesinSorokdonational

hospital.Theinstrumentswereconstructedbasedonapriorstudyreview and

revised aftera pilotstudy.The questionnaire for nursing needs included

questionsonphysical,psychosocialandnursinginformationdomains.Datawere

collectedinAugust2011forpatientsandJuly2012fornurses.Nursingneeds

werecomparedwitht-test,ANOVA,correlationandmultipleregressionanalysis.

Results:Perceivednursingneedsbynursesweresignificantlyhigherthanwhat

was reported by patients.Psychosocial needs were highest and nursing

information needswerethesecond highest.Patients’physicalnursing needs

wereassociatedwithplacesfortreatment,degreeofpainandADL(Activitiesof

DailyLiving)score.Andpsychosocialnursingneedswereassociatedwithplaces

fortreatmentand degreeofpain.Finally psychologicalnursing needswere

associatedwithplacesfortreatment,thenumberofchronicdiseaseand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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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pain.

Conclusions:There were some gapsbetween patients’and nurses’nursing

needs.Itmayimprovethequalityofnursingtoidentifythenursingneedsof

patientsandprovidenursingcareaccordingtothepatients’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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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간호란 인간의 건강유지,증진을 한 기본 인 요구가 충족되도록 수시로 변하

는 건강상태에 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산 ,1980).간호의 궁극 인 목표

는 질병치료나 기계 인 간호에서 벗어나 환자 개개인의 건강 리에 기 를 둔 개

인 심의 인 간호 제공인 개별 간호에 을 두는 데에 있다.간호사는 간

호 상자의 건강요구를 악할 수 있는 지식과 독자 인 단력, 문 인 문제해

결 능력과 정확한 기술 태도가 요구되며,환자의 신체 ,사회·정서 ,경제 ,

교육 요구에 심을 갖고 그 요구가 충족되도록 요구를 분석하고 규명하여 간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병원 환경은 한정된 인력으로 환자의 다양한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간호의 생

산성을 높여 렴하면서도 질 으로 우수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해서는 환

자의 간호요구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간호사는 간호에 한 지식과 독자 인

단력, 문 인 문제해결 능력과 정확한 기술 태도가 요구되며,환자의 신체

,사회 ,정서 ,경제 ,교육 요구에 심을 갖고 그 요구가 충족되도록 요

구를 분석하고 규명하여 간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간호사는 간호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자와 정보제공자로서의 시 변화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상자의 수 에 맞는 건강 교육을 신속하고 효과 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비되어 있어야 한다(서문자등,1994).최근 개인의 생활수 이 향상되고

교육수 이 높아짐에 따라 의식구조의 변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동시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과학 ․기술 진보,평균 수명의 연장,만성질

환의 증가,다양한 생활양식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변화로 간호사에게 변화된 서

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홍여신,1993),간호의 상자도 환자라기보다는 의료소비

자 는 고객으로 그 개념이 변화 으며,이들은 건강문제와 치료에 해 충분한

정보를 원하고 건강과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결정에 극 으로 참여하기를 바

라고 있다(정재숙,1998).이러한 변화는 간호의 질 평가에도 많은 향을 끼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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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계에서도 간호의 질 인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한 일환으로 간호의 질 평

가제 도입과 문 책무에 수용이 강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업무에

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단과 지식 능숙한 간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이병숙,권 숙,1996).(최성우 교수님 :환자 요구와 간호사의 요구의 비교 선행

논문 추가하라고 함.뒤에 고찰부분에 나옴)

인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과학의 발달,특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매년 증가하여, 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분율이 늘어

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분율이 1980

년 3.8%,1990년 4.7% 으나,2000년 7.1%로 노령화 사회에 어들었고,2019년

에는 체 인구의 15%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2010).노년기의 건강 상태는 노화에 따른 신체 ·정신 ·사회 기능의 하로 질

병이 이환되기 쉬운 상태이며,노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부분은 노화에 따라 만

성 으로 진행되어 온 퇴행성 질환으로,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86.7%

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2011).이처

럼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기능의 하로 타 연령층에 비해 질병에 이환될 확률

이 높으며 한가지의 질병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연

령층에 비해 의료시설의 이용률과 입원이 많다.

한센 병이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병되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

로 피부와 말 신경에 주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 만성질환이다.한센 병은 잠복

기가 길고 잘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 이상이나 근육 이상을 일으킨다(한빛복지

회).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이 70 일 정도로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신체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나,기존의 장애인 등록체

계 속에서는 한센인들은 제 로 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한센병의 특

징인 말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의 경우 장애 기 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한센병 문제를 질병 리만이 아닌 그동안 편견으로 인해 축된 한센병

력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지속 인 소통과 교류,공감,이해를 바탕으

로 그들의 삶을 이해가 필요가 있으며,한센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따른 의료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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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 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국가인권 원회)

한센병은 만성 퇴행성 질병으로 기의 의학 치료가 끝난 후에는 합병증과 신

체의 불구 등의 재활과 련된 간호의 요구가 높은 질환이며 질환의 이차 인 기

형인 외모의 변화와 신체의 불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특히 이로 인한 사회

격리와 외모의 불구에 한 신체 ,심리 , ,정신 인 간호문제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총체 인 간호를 더욱 요구하게 된다.이와같이 한센병 환자들이 총

체 으로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즉 신체 ,심리 , ,사회 심리 문제들

그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했을 때,비로소 그들에게 합한 간호 재 방법이

개발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김지혜,2004).이와같이 간호사들이 심과 문

간호가 요구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국내의 간호학 연구는 무하

므로 총체 인 인간호를 한 간호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본원)은 한센병 한센병력자의 문 치료기 으로 우리

나라 한센환자의 약 4.5%(12.847명 577명,나머지 재가,정착,생활시소)를 치료하

고 있다.2012년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환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이고,65세 이

상이 78.1%이며(국립소록도병원),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기 질환인 한센병으

로 인한 합병증과 신체장애로 인해 기능 활동능력의 하로 3 이상 장애를 가

진 환자가 68% 이상,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도 4

의 환자가 12.2%에 이르고 있다(국립소록도병원간호학술집,2011).그와 동시에 동거

인 없이 혼자 살아가는 형태의 독신자가 67.3%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인권 원

회,2006).이처럼 본원에 거주하는 한센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보다 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지며,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일반 노인과는 다른 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섬 내 7개 마을 거주 상자는 4개의 마을치료실에서 방문

간호를,여러 요인으로 마을생활이 불가능한 상자는 4개의 병동에서 입원간호를

제공받는 상자의간호요구도와 그 곳에 재 근무하는 간호사가 생각하는 간호요

구도를 악하여,그에 맞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한센 노인 간호의 질

향상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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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연구 방법

제1 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65세 이상 한센 노인 577명에서 정신질환이 없으며,의사소통이

가능하고,연구 목 을 이해하며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국립소록도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를 임의 모집한 100명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동 마을 간

호사 46명 재 환자 간호에 참여하고 있고,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동참하기로 수락한 41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자료 수집은 환자의 경우 각 병동

마을을 직 방문하여 1:1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2011년 8월에 실시하

고,간호사의 경우 각 병동 마을치료실에 설문지를 2012년 7월에 배포하여 개별

작성 후 수거하 다.

제2 조사변수

한센 환자의 특성은 성별,연령,한센병 이외 치료 인 질환 재 사용 인

보장구,10 만 의 통증 수와 통증 횟수를 조사하 다.한센병 이외에 치료

인 질환은 당뇨,고 압,심장질환, 풍,치매, 염,암,호흡질환,비뇨기계 질

환,소화기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조사하 고, 재 사용 인 보장구는 돋보기,

틀니,지팡이, 동차,휠체어,간이변기,의안 보청기,의족,의수 ,정형화 등의

개수를 조사하 다.

간호사의 특성은 연령,결혼상태,종교,최종학력,임상간호사 근무경력,국립소록

도 근무경력,근무지(병동 는 마을),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경험(간호요구의

상이 됨),보호자의 질병으로인한 입원경험(친 보호자 입장에서 간호 요구의

상이 됨)의 특성을 조사하 다.

통증 정도는 시각 상사 척도(VisualAnalogueScale:VAS)를 사용하여 지각

통증정도를 0~10cm 선에 표시하도록 하 으며 0cm(통증없음)에서 10cm(참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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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통증)로, 수가 높을수록 통증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이재 ,2012)

일상생활 수행능력측정도구(ADL:ActivitiesofDailyLiving)는 Barthel(1995)이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를 평가하기 해 개발한 척도(임신재,2009)로 총 14문항으

로 자가 간호 내용(컵으로 물 마시기,식사하기,상의입기,하의입기,의족이나 보조

기 착용,몸치장,목욕하기,소변조 )과 기동성 내용(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변기

에 앉고 일어서기,목욕탕 들어가고 나오기,50m 걷기,한 층을 계단으로 오르기,

걷지 못하면 자기 휠체어 기)으로 Likert 수는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따라 매

문항마다 수를 다르게 하 다.‘혼자 할 수 있음’은 1~15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음’은 0~10 ,‘ 못함’은 0 으로 환산하 고 최고 100 최하 0 기 으

로 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요구도는 정보 간호요구,신체 간호요구,정서 ․사회 간호요구의 3

가지 역으로 구성된 이선자외(2001)가 개발하 고,양윤정(2007)의 선행 연구에서

요양시설거주노인에게 사용한 간호요구 사정도구를 본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총 24문항이며,신체 역이 11문항으로 개인 생 ,

피부 조직 손상등에 한 간호요구를 의미하며,심리·사회 역이 9문항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같이 있어주는 것에 한 간호요구를 의미하며,간호정보

역이 4문항으로 투약이나 질병과 련된 교육에 한 간호요구를 의미한다.Likert

4 척도로,‘ 필요 없다’는 1 ,‘필요없다’는 2 ,‘약간 필요하다’는 3 ,‘매

우 필요하다’는 4 으로 간호사와 환자의 간호요구정도는 수가 높을수록 간호요

구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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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version9.2,SASinstitute,NC)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환

자와 간호사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환자와 간호사의 역별 간

호요구도 환자와 간호사의 역별 간호요구도 비교는 t검정을 이용하 다.환자

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 다.각 역별 간호요구,통증 수 ADL간의 상 계를 보기 하여 상 분

석을 이용하 다.최종 으로 단순분석에서 p<0.1인 변수를 상으로 간호요구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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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연구 결과

제1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1.한센노인환자

본 연구의 연구 상 한센 노인 환자에 한 인구사회학 정보는 <표1-1>와

같다.먼 성별에서는 여자가 52명으로 남자 48명보다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75~79,80~84세가 각각 25명으로 동일했고,70~74세가 19명,85세 이상이 17명,

65~69세가 14명의 순으로 높았다.교육수 에서 무학․한학이 72명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등 졸 21명, 졸이상이 7명이 다.동거인 유무에서 동거인있음이 36

명으로 동거인없음이 64명보다 었다.가족유무에서 가족있음이 77명으로 가족없

음 23명보다 높았다.한센병 이외의 질환개수에서 3개 이상이 55명으로 많았고 1개

가 20명,2개 17명,0개 8명이 다.입원기간에서 30년이상이 44명으로 가장 많았

고,다음은 10년미만이 39명,10년이상~30년미만이 17명이 다.

재 사용 인 보장구개수에서 3개 이상이 40명으로 많았고 2개 26명,1개 27

명,보장구 사용하지 않은 환자는 7명이 다.통증평균은 10 만 에서 4.1이 고,

통증횟수에서 1~4회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10회 13명,11회 이상이 3

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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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한센노인 환자의 일반 특성

일반사항 빈도 퍼센트

성별 남 48 48.0

여 52 52.0

연령(세) 65~69세 14 14.0

70세~74세 19 19.0

75~79세 25 25.0

80~84세 25 25.0

85세 이상 17 17.0

교육수 무학•한학 72 72.0

등졸 21 21.0

졸이상 7 7.0

동거인유무 동거인 있음 36 36.0

동거인 없음 64 64.0

가족유무 가족 있음 77 77.0

가족 없음 23 23.0

한센병 0개 8 8.0

이외 치료 인 1 20 20.0

질환개수 2 17 17.0

3 55 55.0

입원기간(년) ~10년 미만 39 39.0

10년 이상 ~30년미만 17 17.0

30년 이상 44 44.0

재 사용 인 0 7 7.0

보장구개수 1 27 27.0

2 26 26.0

3개 이상 40 40.0

통증횟수(/일) 0~4회 56 77.8

5~10회 13 18.1

11회 이상 3 4.2

통증평균(10 만 ) 4.07±3.45

계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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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사

본 연구의 연구 상 간호사에 한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1-2>와 같다.먼

연령에서 30~39세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29세가 22.0%,40~49세가

19.5%,50세 이상이 9.8%의 순으로 높았다.결혼 상태에서 미혼이 56.1%로 기혼

43.9%보다 많았다.종교에서 천주교가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독교 31.7%,

없음이 29.3%,불교 4.9%의 순으로 높았다.최종학력에서 간호 학(3년)이 68.3%로

간호 학교(4년)31.7%으로 월등히 많았다.임상간호사 근무경력에서 6~10년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6년 이상 26.8%,0~5년 2.0%,11~15년 12.2%의 순으

로 높았다.공무원 특별 채용 는 발령으로 인한 국립소록도 근무경력에서 0~5년

이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6년 이상 17.1%,11~15년 12.2%,6~10년 9.8%의

순으로 높았다.근무지에서 병동이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마을이 22.0%,외

래 19.5%의 순으로 높았다.본인의 입원경험에서 있다가 75.6%로 없다가 24.4%로

월등히 많았다.보호자 입원경험에서 있다가 75.6%로 없다가 24.4%보다 월등히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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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빈도 퍼센트

연령(세) 20~29세 9 22.0

30~39세 20 48.8

40~49세 8 19.5

50세 이상 4 9.8

성별 여 41 100.0

결혼상태 미혼 23 56.1

기혼 18 43.9

종교 없음 11 26.8

기독교 13 31.7

천주교 14 34.2

불교 2 4.9

기타 1 2.4

최종학력 간호 학(3년) 28 68.3

간호 학교(4년) 13 31.7

임상간호사 0~5년 9 22.0

근무경력(년) 6~10년 16 39.0

11~15년 5 12.2

16년 이상 11 26.8

국립소록도 0~5년 25 61.0

근무경력 6~10년 4 9.8

11~15년 5 12.2

16년 이상 7 17.1

근무지 병동 24 58.5

마을 9 22.0

외래 8 19.5

본인의 있다 31 75.6

입원경험 없다 10 24.4

보호자 있다 31 75.6

입원경험 없다 10 24.4

계 41 100.0

<표1-2>간호사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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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간호요구

문

항

수

환자

(n=100)

간호사

(n=41)
t

p-

value
평균

표

편차

순
평균

표

편차
순

신체

역
11 2.83 ±0.55 3 3.70 0.30 1 12.18 <.001

심리․사회

역
9 3.19 ±0.53 1 3.48 ±0.53 3 3.6 0.005

간호정보

역
4 3.17 ±0.53 2 3.66 ±0.33 2 6.68 <.001

제2 노인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비교

1. 역별 비교

노인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역별 간호요구비교결과는 <표 2>와 같다.

간호요구 역별 순 를 살펴보면 환자의 간호요구는 심리․사회 역

(3.19±0.53)이 가장 높았고,간호정보 역(3.17±0.53),신체 역(2.83±0.55)순이었

다.간호사의 간호요구는 신체 역(3.70±0.30)이 가장 높았고 간호정보 역

(3.66±0.33),심리․사회 역(3.48±0.53)순이었다.3가지 간호요구도 모두 간호사

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2>환자와 간호사의 역별 간호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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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목별 비교

노인환자와 간호사가의 신체 간호 요구 역의 항목별 비교결과는 <표3-1>

과 같다.신체 역의 항목에서 체 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

다.

항목별 간호요구는 11개 항목으로 노인환자의 평균 범 는 2.55~3.15이었으며

우선 으로 요구하는 항목은 활력증후( 압,체온,맥박)측정이 가장 높았고

(3.15±0.63),피부 조직 손상 간호, 개인 생 간호(목욕,옷 입고 벗기,몸 치장

등),통증간호,안 안 에 한 간호,올바른 자세유지 체 변경 간호,운동

과 불안정한 걸음에 한 간호,배변간호(변비,변실 ),식사 일상생활 활동 간

호,재활 치료․뇨실 간호(방 훈련,도뇨)순이었다.

간호사의 평균 수 범 는 3.56~3.93이 으며,간호사가 우선 으로 생각하는 간

호 요구도의 항목은 활력증후( 압,체온,맥박)가 가장 높았고(3.93±0.26),피부

조직 손상 간호,측정 ,통증간호․안 안 에 한 간호,올바른 자세유지

체 변경 간호,재활 치료,배변간호(변비,변실 ),식사 일상생활 활동 간호․

개인 생 간호(목욕,옷 입고 벗기,몸치장등),운동과 불안정한 걸음에 한 간호․

뇨 실 간호 (방 훈련,도뇨)순이었다.

환자와 간호사의 신체 간호요구 항목 에서 첫 번째 순 활력증후( 압,체

온,맥박)측정 항목과 두 번째 순 에서도 환자와 간호사는 피부 조직 손상 간

호항목은 순 일치를 보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 다(p<.001).나머지 항목에서

반 인 순 는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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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환자(n=100) 간호사(n=41)

t
p-

value평균
표

편차

순 평

균

표

편차

순

신체
개인 생간호 3.10 ±3.90 3 3.59 ±0.55 7 3.90 0.002

역
피부 조직 손상

간호
3.12 ±0.78 2 3.85 ±0.36 2 7.63 <.001

운동과 불안정한

걸음에 한 간호
2.72 ±0.79 7 3.56 ±0.59 8 6.90 <.001

재활 치료 2.55 ±0.89 10 3.71 ±0.51 5 9.66 <.001

올바른 자세유지

체 변경 간호
2.79 ±0.80 6 3.76 ±0.43 4 9.24 <.001

식사 일상생활

활동 간호
2.65 ±0.97 9 3.59 ±0.55 7 7.25 <.001

통증간호 2.92 ±0.85 4 3.80 ±0.40 3 8.39 <.001

배변간호 2.66 ±0.82 8 3.66 ±0.48 6 8.99 <.001

뇨실 간호 2.55 ±0.80 10 3.56 ±0.50 8 9.04 <.001

안 안 에 한

간호
2.88 ±0.67 5 3.80 ±0.40 3 10.07 <.001

활력증후( 압,체온,

맥박)측정
3.15 ±0.63 1 3.93 ±0.26 1 10.37 <.001

<표3-1>환자와 간호사의 신체 역 간호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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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심리․사회 간호 역의 항목별 비교결과는 <표3-2>와

같다.심리․사회 간호 역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p=0.004),걱정할 때 안심시

켜 (p=0.002), 심을 기울여 (p<.001),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p<.001)항

목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나머지 항목은 차이가 없었다.

심리․사회 역 9개 항목 에서 노인 환자의 평균 수 범 는 2.82~3.35이

으며 우선 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어르신이나 가족을 한 최선을 다해 이 가

장 높았고,이야기를 들어 , 심을 기울여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용기를 ,

걱정할 때 안심시켜 ,손이나 어깨를 만져 ,같이 있어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순이었다.

간호사의 평균 수 범 는 3.02~3.71이 으며 간호사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항목

은 심을 기울여 이었으며,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걱정할 때 안심시켜

순이었다.

사회․심리 역의 항목에서는 환자와 간호사의 체 인 우선순 와 부분의

수의 차이를 보 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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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환자(n=100) 간호사(n=41)

t
p-

value
평

균

표

편차

순 평

균

표

편차

순

심

리
이야기를 들어 3.31 ±0.66 2 3.61 ±0.49 4 2.95 0.004

사

회
같이 있어 3.14 ±0.68 6 3.22 ±0.53 8 0.67 0.505

역
걱정할 때 안심시켜 3.24 ±3.63 4 3.63 ±0.49 3 3.93 0.002

어르신․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3.35 ±3.23 1 3.40 ±0.59 7 0.35 0.725

심을 기울여 3.29 ±3.17 3 3.71 ±0.46 1 4.38 <.001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용

기를
3.29 ±0.66 3 3.59 ±0.50 5 2.59 0.011

손이나 어깨를 만져 3.18 ±0.70 5 3.43 ±0.50 6 2.46 0.016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

억해
3.07 ±0.71 7 3.70 ±0.51 2 5.94 <.001

으로 도와 2.82 ±2.65 8 3.02 ±0.76 9 1.34 0.182

<표3-2>환자와 간호사의 심리․사회 역 간호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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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구

환자(n=100) 간호사(n=41)

t p-value
평균

준

편차

순

위
평균

준

편차

순

위

간호  질병 관련 정보 3.33
±0.6

4
1 3.78

±0.4

2
2 4.93 <.001

정보 투약정보 3.29
±0.6

5
2 3.90

±0.3

0
1 7.59 <.001

역
스트레스 관리에 대

한 정보
3.03

±0.6

7
4 3.59

±0.5

0
3 5.39 0.034

자가 간호 정보 3.04
±0.7

0
3 3.39

±0.5

9
4 2.84 0.005

노인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정보 역의 항목별 비교결과는 <표 3-3>과 같다.간호

정보 역의 체 항목에서 질병 련 정보(p<.001),투약 정보(p<.001),자가 간호

정보(0.052)에서 유의하 다.

간호정보요구는 4개 항목 에서 환자의 평균 수 범 는 3.03~3.33이 으며,우

선 인 생각하는 요구 항목은 질병 련 정보가 가장 높았고․ 투약정보,자가 간

호 정보,스트 스 리에 한 정보 순이었다.

간호사의 평균 수 범 는 2.84~7.59이 으며 간호사가 생각하는 우선 인 요

구 항목은 투약정보가 높았고,질병 련 정보,스트 스 리에 한 정보,자가

간호 정보 순이었다.

<표3-3>환자와 간호사의 정보 간호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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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노인환자의 간호요구에 향요인분석

노인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 역 간호 요구도는<표 4-1>과 같다.노

인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 간호 요구도에 향에서는 당뇨,고 압 등의

한센병이외 치료 인 질환개수(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고,나머지는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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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빈도

신체 간호요구도

평균
표

편차
t/f p-value

성별 남 48 2.80 ±0.55 -0.37 0.713

여 52 2.84 ±0.56

연령 65~69세 14 2.74 ±0.67 1.80 0.136

70세~74세 19 2.61 ±0.48

75~79세 25 2.79 ±0.56

80~84세 25 2.91 ±0.55

85세 이상 17 3.06 ±0.47

교육수 무학․한학 72 2.86 ±0.56 0.52 0.600

등 졸 21 2.75 ±0.58

졸․고졸․ 문 졸이상 7 2.70 ±0.43

동거인유무 동거인 있음 36 2.71 ±0.52 -1.55 0.124

동거인 없음 64 2.89 ±0.57

가족유무 가족 있음 77 2.73 ±0.53 -3.48 0.008

가족 없음 23 3.16 ±0.52

한센병 0 8 2.34 ±0.27 8.15 <.001

이외 치료 인 1 20 2.63 ±0.43

질환개수 2 17 2.59 ±0.51

3 55 3.04 ±0.55

입원기간 10년 미만 39 2.77 ±0.57 0.37 0.688

20년 미만~30년 미만 17 2.84 ±0.67

30년 이상 44 2.87 ±0.50

재 사용

인
0 7 2.48 ±0.66 1.00 0.396

보장구개수 1 27 2.82 ±0.58

2 26 2.86 ±0.50

3개 이상 40 2.86 ±0.52

통증횟수(/일)없다. 28 2.61 ±0.63 2.29 0.084

1~4회 56 2.94 ±0.51

5~10회 13 2.76 ±0.47

11이상 3 2.94 ±0.61

<표4-1>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의 신체 역 간호요구도



- 23 -

노인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 역 간호 요구도는<표 4-2>과 같다.

노인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심리 역 간호요구도의 향에서는 모든

항목이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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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빈도

심리사회 간호요구도

평균
표

편차
t/f p-value

성별 남 48 3.15 ±0.54 -0.71 0.477

여 52 3.22 ±0.52

연령 65~69세 14 3.20 ±0.67 2.11 0.086

70세~74세 19 2.99 ±0.43

75~79세 25 3.27 ±0.59

80~84세 25 3.08 ±0.52

85세 이상 17 3.44 ±0.43

교육수 무학․한학 72 3.17 ±0.53 0.31 0.733

등 졸 21 3.27 ±0.56

졸․고졸․ 문 졸이상 7 3.16 ±0.50

치료받고 병동 39 3.36 ±0.50 2.6 0.011

계신 곳 마을 61 3.08 ±0.52

동거인유무 동거인 있음 36 3.15 ±0.27 -0.56 0.579

동거인 없음 64 3.21 ±0.52

가족유무 가족 있음 77 3.14 ±0.52
-1.66 0.101

가족 없음 23 3.35 ±0.65

한센병 0 8 3.32 ±0.47 2.47 0.066

이외 치료 인 1 20 3.00 ±0.45

질환개수 2 17 3.01 ±0.48

3 55 3.30 ±0.56

입원기간 10년 미만 39 3.11 ±0.54 0.64 0.531

20년 미만~30년 미만 17 3.20 ±0.59

30년 이상 44 3.24 ±0.50

재 사용

인
0 73.30 ±0.57 0.73 0.534

보장구개수 1 273.21 ±0.58

2 263.06 ±0.47

3개 이상 403.24 ±0.53

통증횟수(/일) 없다. 283.02 ±0.60 1.54 0.210

1~4회 563.23 ±0.50

5~10회 133.37 ±0.46

11이상 33.07 ±0.58

<표4-2>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의 심리․사회 역 간호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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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 정보 요구도는 <표 4-3>과 같다.노인환자

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 정보 요구도의 향에서는 당뇨,고 압 등의 한센병

이외 치료 인 질환 개수(p=0.002)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하 고 나머지 특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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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빈도

간호정보 요구도

평균
표

편차
t/f p-value

성별
남 48 3.18 ±0.57 0.08 0.934

여 52 3.17 ±0.49

연령

65~69세 14 3.27 ±0.47 1.67 0.194

70세~74세 19 2.96 ±0.53

75~79세 25 3.14 ±0.48

80~84세 25 3.15 ±0.60

85세이상 17 3.06 ±0.47

교육수

무학․한학 72 3.17 ±0.50 0.85 0.432

등 졸 21 3.26 ±0.57

졸 이상 7 2.96 ±0.67

동거인유무
동거인 있음 36 3.17 ±0.51 -0.08 0.934

동거인 없음 64 3.18 ±0.54

가족유무
가족 있음 77 3.13 ±0.50 -1.37 0.174

±0.593.3023가족 없음

한센병

이외 치료 인

질환개수

0 8 3.25 ±0.20 5.00 0.002

1 20 3.0 ±0.44

2 17 2.87 ±0.60

3 55 3.33 ±0.50

입원기간

10년 미만 39 3.12 ±0.47 1.67 0.194

20년 미만~30년

미만
17 3.38 ±0.61

30년 이상 44 3.14 ±0.54

재 사용 인 0 7 3.07 ±0.28 0.57 0.635

보장구개수 1 27 3.12 ±0.63

2 26 3.12 ±0.43

3개 이상 40 3.26 ±0.55

통증횟수(/일)

없다. 28 3.02 ±0.55 1.30 0.279

1~4회 56 3.21 ±0.40

5~10회 13 3.33 ±0.41

11이상 3 3.17 ±0.46

<표4-3>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의 간호정보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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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역

심리사회

역

간호정보

역
통증정도 ADL

신체 역 1
0.482(<.00

01)

0.563(<.00

01)

0.285(0.00

41)

-0.689(<.0

001)

심리사회 역
0.482(<.00

01)
1
0.482(<.00

01)

0.319(0.00

12)

-0.160(0.11

18)

간호정보 역
0.563(<.00

01)

0.565(<.00

01)
1
0.209(0.03

65)

-0.215(0.03

16

통증 정도
0.285(0.00

41)

0.319(0.00

12)

0.209(0.03

65)
1
-0.153(0.12

77)

ADL
-0.689(<.0

001)

-0.160(0.11

18)

-0.215(0.03

16)

-0.153(0.12

77)
1

제4 간호요구 역별 상 계

역별 간호요구도와 일상생활능력정도와 통증정도의 상 분석은 <표 5>와 같

다. 역별 간호 요구도,통증정도에서는 양의 유의한 상 계가 있었고(p<.001),

일상생활능력정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p<.001).

신체 역과 간호 정보 역의 상 (r=0.565)과 심리․사회 역과 간호 정보

역의 상 (r=0.565)이 나타내는 상 계수는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5> 역별 간호요구도와 일상생활능력정도 통증정도의 상 분석

단 :상 계수(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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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역

Variable 회귀계수(표 오차) p-value

가족이 없다(/있다) 0.124(0.091) 0.178

다른 질환이1개있다(/없다) 0.209(0.151) 0.170

다른 질환이2개있다(/없다) -0.008(0.158) 0.626

다른 질환이3개이상이다(/없다) 0.200(0.145) 0.173

통증평균 0.031(0.012) 0.012

통증횟수 5~10회(/1~4회) 0.075(0.125) 0.548

통증횟수 11회 이상(/1~4회) 0.089(0.220) 0.687

ADL 수 -0.004(0.002) 0.037

제 5 환자의 역별 간호요구도의 회귀분석

환자의 신체 역 간호 요구도의 회귀분석은 <표 6-1>과 같다.환자의 신체

역 간호 요구도가 환자의 일반 특성과 통증,ADL 향에 한 회귀 분석한

결과 통증 수가 높을 경우(β=0.031,p=0.012),ADL 수가 낮은 경우(β=-0.004,

p=0.037)유의하게 신체 역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그러나 동거 가족,만성질환

수,통증 횟수는 신체 역과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

<표6-1>환자의 신체 역 간호 요구도의 회귀분석



- 29 -

심리

사회

역

Variable 회귀계수(표 오차) p-value

70~74세(/65~69세) -0.160(0.177) 0.370

75세~79세(/65~69세) 0.125(0.169) 0.462

80~84세(/65~69세) -0.122(0.172) 0.479

85세이상(/65~69세) 0.202(0.180) 0.265

다른 질환이

1개있다(/없다)
-0.367(0.205) 0.075

다른

질환이2개있다(/없다)
-0.427(0.222) 0.058

다른 질환이 3개

이상이다.(/없다)
-0.241(0.202) 0.236

통증평균 0.051(0.0142) 0.006

환자의 심리․사회 역 간호 요구도의 회귀분석은 <표 6-2>과 같다.통증 수

가 높을 경우(β=0.051,p=0.006),유의하게 심리·사회 역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나이,만성질환 수는 심리·사회 역과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

<표6-2>환자의 심리 사회 역 간호 요구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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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정보

역

Variable 회귀계수(표 오차) p-value

다른 질환이

1개있다(/없다)
-0.290(0.203) 0.158

다른 질환이2개있다(/없다) -0.472(0.212) 0.029

다른 질환이 3개

이상이다.(/없다)
-0.017(0.192) 0.930

통증평균 0.032(0.014) 0.031

ADL총 -0.002(0.002) 0.281

환자의 간호 정보 요구도의 회귀분석은 <표 6-3>과 같다.통증 수가 높을 경우

(β=0.032,p=0.031),ADL 수가 높을 경우(β=-0.002,p=0.281)유의하게 간호 정보

역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그러나 만성질환 수는 심리·사회 역과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

<표6-3>환자의 간호정보 역 간호 요구도의 회귀분석



- 31 -

제4장 고찰

본 연구는 국립 소록도 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 노인들의 간호요구를 알아보

기 해 65세이상의 한센 노인 100명과 그 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41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한센 환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92% 는데,우리나라

의 국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

86.7%는 만성질환이 한 개 이상 있었고(정경임등,1998),2010년 일개 종합병원 60

세이상 노인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만성 질환 수는 1개가 38.7%,2개가

40.3%,3개 이상이 21.0%로(여연옥,2010)한센 환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반 노

인에 비해 더 높았다.그리고 입원 노인 환자 상자 입원기간이 15일 이내가

53.8%(강 미,2007)에 반해 본 연구 한센 노인 환자 입원기간이 10년 이상이 61%

로 많았다. 한 일반 노인의 경우 혼자 사는 경우가 17.3% 고(이혜련,2008),만

성 질환 노인 환자 상자에서 독거가 24.4%(여연옥,2010)인 반면에 본 연구의 한

센 노인환자는 64%가 동거인이 없었다.한센 환자에 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병의 경과나 상태가 달라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일반 노인이나 다른

만성 질환 노인에 비해 혼자 지내거나 다른 만성질환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한센 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역별 간호요구도 비교에서는 환자는 심리․사회

역(3.19),간호정보 역(3.17),신체 역(2.83)순이었으며,간호사는 신체

역(3.70),간호 정보 역(3.66),심리․사회 역(3.48)순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간

호요구도 순 에 차이가 있었다.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재활간호서비스에 한 환

자와 간호사의 인식비교에서 환자의 간호요구도는 심리․ (3.98),교육․정보

(3.08),신체(3.72)순으로 한센 노인환자의 간호요구도 우선순 가 일치하 다(박지

원외,2011).그러나 척추 손상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교육 요

구가 가장 높았으며(이경란,1991),정신질환자의 간호요구에서는 신체 요구나

요구보다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정석회,1999),만성질환자의 간호요구사

정 결과에서는 신체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이평숙,2002)한센 환자의 간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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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이가 있었다.정형외과 입원환자의 간호요구에 한 연구에서 환자와 간호사

모두 진단 치료 간호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치했다(최연숙,1994).이상의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에 한 인식에서 가장 우선 역으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분 체 순 에서는 일치하지 않아 환자와 간호사간의 인식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한 상 질환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간호 역에 차이가 있으므

로 향후 질환 심이나 환자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한센 노인의 간호요구도 심리·사회 역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는데,이는 노인의 질병이환에 따른 정서 인 문제에 더하여 특이한 신체

변형과 불구 그리고 질병의 난치성으로 인해 오래 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오

와 기피의 상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기존에 소록도 한

센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센병환자로 살아가는 경험은 한 개인의 삶

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으며 한 병자체로 인한 통증이나 아픔에 한 경험보다는

사회 격리와 신체의 변형과 함께 오는 심리 ,정신 고통이 심해 한센병 환자

를 간호하는데 있어 신체 인 간호와 더불어 심리 ,정신 , 간호의 총체

인 측변을 고려한 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하 다(김지혜,2004).따라서 한센 노

인 치료시 약물이나 시술 등의 의학 인 근 뿐 아니라,이야기를 들어주기나

심을 주는 등의 심리 인 지지가 필요하리라 단되다.

본 연구 한센 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항목별 비교 결과에서 신체 간호 역에

서는 체 항목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환자와 간호사의 신체 간

호요구 항목 에서 첫 번째 순 활력증후( 압,체온,맥박)측정 항목과 두 번째

순 에서도 환자와 간호사는 피부 조직 손상 간호항목은 순 일치를 보 고

통계 으로는 유의하 다(p<.05).나머지 항목에서 반 인 순 는 일치하지 않았

다.이는 환자의 기 질환인 한센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로 인해 기

능 활동능력의 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가 67%정

도로 자신의 요구해결을 요하게 생각하며 간호사는 노인 환자에게 흔하게 일어

나는 낙상이나 욕창에 련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 33 -

보여주어 향후 간호 업무 용 시 환자 요구 심의 간호제공을 우선으로 생각 할

경우 간호사는 문인으로서의 단과 환자 요구간의 차이를 극복해야하는 과정에

서 환자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신체 간호요구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요양원 이용 노인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가장 높았고,운동, 양 간호 순이었다

(원경임,2004).그리고 요양시실거주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몸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가장 높았고,몸이 아 거나 불편한지 물어보

고 도와주는 것,움직임이 불편할 때 부축해 주는 항목이 부분의 상 노인이 필

요로 했다고 했고,소변을 잘 보는지 확인해 주는 것,숨 쉴 때 힘들어 하는 지

심을 가져 주는 것으로 낮게 응답을 하 다고 했다(양윤정,2007). 한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건강생태와 간호요구도 비교의 신체 간호요구 가장 수가 높은

항목은 활령징후 다(김정순,2007).이와 같이 노인 상자 부분은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낮을수록 간호요구가 높았고 신체 역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

이 된다. 한 질병이나 상자에 따라 각 역 요구도의 항목의 우선순 가 달라

상자의 특성이나 질환에 맞게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센 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항목별 비교에서 심리․사회 간호 역에서는 이

야기를 들어 (p=0.004),걱정할 때 안심시켜 (p=0.002), 심을 기울여 (p<.001),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p<.001)항목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나머지 항목

은 차이가 없었다.사회․심리 역의 항목에서는 환자와 간호사의 체 인 우선

순 와 부분의 수의 차이를 보 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p=0.005).이는 간

호사가 지속 인 심을 통해서 환자의 정서 요구를 정확하게 악하여 환자의

이해와 만족을 주는 정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의 간호요구도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간호요양원 이용 노인의 간호요구도

조사연구에서 정서 ․사회 간호요구에서는 환자나 가족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심을 기울여 주는 것,걱정할 때 안심시켜 주는 것,손

이나 어깨를 만져 주는 것,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원경임,2004). 한 요양시실거주 노인이 지각하는 간호 요구의 정서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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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요구도에서는 직원이 친 하게 해 주는 것에 한 항목에 94.4%가 응답해 가

장 많은 요구를 나타냈다(양윤정,2007).그리고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건강생태와

간호요구도 비교의 심리․사회 간호요구는 간호가,재가 노인은 손이나 어깨

를 만져 주는 간호요구 항목이 가장 높았다(김정순,2007).따라서 질병이나 상자

에 따라 각 역 요구도의 항목의 우선순 가 달라 반복연구를 통해 상자의 특

성이나 질환에 맞게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센노인환자의 간호정보요구는 4개 항목 에서 환자의 평균 수 범 는

3.03~3.33이 으며,우선 인 생각하는 요구 항목은 질병 련 정보가 가장 높았

고․ 투약정보,자가 간호 정보,스트 스 리에 한 정보 순이었다.간호사의 평

균 수 범 는 2.84~7.59이 으며 간호사가 생각하는 우선 인 요구 항목은 투약

정보가 높았고,질병 련 정보,스트 스 리에 한 정보,자가 간호 정보 순 이

다.간호정보 요구도에서는 환자와 간호사의 체 인 순 차이와 통계 으로도

차이가 있었다.간호정보 요구항목에서 투약정보(약물 작용,부작용,복용법)와 질병

련정보가 공통우선순 로 국립소록도병원의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55%로 치료 과에 따른 복합 인 투약을 하고 있어 노인환자가 질병 련정보 투약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되며,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우선으로 두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선행연구의 간호요구도의 항목별로 살펴보

면 간호요양원 이용 노인의 간호요구도 조사연구에서는 정보 간호요구에서 질병

과 련된 정보요구가 가장 높았으며(원경임,2004),요양시실거주 노인이 지각하는

간호 요구의 정보 간호 요구도에서는 재의 건강상태 항목이 57.7%로 가장 높

았다(양윤정,2007).그리고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도 비교연구

에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낸 간호정보 요구 항목은 시설노인의 경우 질병 련

정보가,재가 노인은 지역사회 정보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정순,2007).이와

같이 부분 일반 입원 환자의 간호요구도 조사에서는 일반 질병과 련된 정보요

구가 부분이었으며,특수질환별 환자의 간호요구에 한 연구에서는 그 상자의

특징이나 치료환경에 따라 정보 역 항목 우선순 가 다르므로 질환과 치료

환경에 따라 반복연구의 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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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 노인 환자의 간호 요구에 향 요인은 통증 수가 높을 경우(β=0.031,

p=0.012),ADL 수가 낮은 경우(β=-0.004,p=0.037)유의하게 신체 역 간호 요

구도가 높았다. 한 사회․ 심리 역 간호요구도의 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에

서 통증 수가 높을 경우(β=0.051,p=0.006),유의하게 심리·사회 역 간호 요구

도가 높았다.그리고 간호 정보 요구도의 향에서는 회귀분석결과 통증 수가 높

을 경우(β=0.051,p=0.006),유의하게 심리·사회 역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즉

통증 수가 높은 경우 간호 요구도가 높았는데,거동이 불편하거나 돌 가족이

없는 경우에 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간호요구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성별,연령 등의 일반 특성은 련성이 없

었는데,다른 질환자를 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종교,동거형태 등

이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어(김은경,2002),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연구 상이 한센 문기 인 국립 소록도 병원 환

자와 간호사로 연구 결과를 체 한센 환자와 간호사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상자 선정 시 선택생존의 가능성이 있다.즉,경과가

빠르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연구

상자로 선정되지 않고,상태가 양호한 환자만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셋째,

환자에 한 설문조사는 2011년에 시행되었고,간호사에 한 설문조사는 2012년에

시행되어 환자 일부가 사망,퇴원 혹은 상태 악화 등으로 재의 간호요구도와

다를 수 있다.그러나 본원의 경우 환자 입․ 퇴원이 거의 없는 을 간주했을 때

연구결과에 크게 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한센 노인 환자는 신체 ,심리·사회 ,간호정보 요구의 각 역 안

에서의 다양하게 많은 요구들이 충족되길 바라고 있었으며,일부 요구도의 경우 환

자와 간호사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한센 환자가 원하는 간호 요구도 특히 심

리·사회 역의 간호요구가 가장 높아 이에 충족하는 간호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

되며,본 연구에서 밝힌 간호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상자 특성에 따른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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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요약 결론

본 연구는 한센 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를 비교하여 환자의 요구도를

악하여 요구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한센 간호 질 향상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소록도 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한센 노인 100명과 그

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41명을 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악하여 환자와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와 환자와 간호사의 역별 간호요구도와 항목별

간호요구도 조사를 비교하여 악하 다.

연구결과,한센 노인환자의 간호요구는 심리·사회 역,간호 정보,신체

역 순이었고 간호사의 간호요구는 신체 역,간호 정보 역,심리·사회 역

순으로 체 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1).환자와 간호사의 항목별 간호 요구도

비교에서는 신체 역 체 항목이 차이가 있었고,(p<.0001)심리·사회 역에

서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할 때 안심 시켜 , 심을 기울여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등이 차이가 있었다.간호 정보 역에서는 질병 련정보와 투약정

보,자가 간호 정보가 차이가 있었다.노인환자의 간호요구에 한 향요인으로는

신체 ,간호정보 역에서는 한센병이외의 치료 인 질환개수에 따라 련이 있었

고 사회·심리간호 역에서는 련성이 있는 것이 없었다.신체 ,사회·심리 간호

역에서는 통증정도가 높고,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을수록 간호 요구도에 련이

있었다.

결론 으로 한센 노인 환자는 신체 ,심리·사회 ,간호정보 요구의 각 역 안

에서의 다양하게 많은 요구들이 충족되길 바라고 있었으며,일부 요구도의 경우 환

자와 간호사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한센 환자가 원하는 간호 요구도 특히 심

리·사회 역의 간호요구가 가장 높아 이에 충족하는 간호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

되며,본 연구에서 밝힌 간호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상자 특성에 따른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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