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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늦게 시작된 저의 간호학에 대한 열정이 마침내 작은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

어 새삼 가슴이 뭉클합니다. 학위과정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공부하는 방법

을 익히느라 힘들게 부지런히 쫒아 왔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부족했

던 저의 노력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저에게 많은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

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시작단계 전부터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셨고,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내

용과 구성에 대해 일일이 되짚어가며 자상하게 끝까지 지도해주신 이경자 교수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마다 항상 명쾌한 

해답과 격려를 주셨던 고일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

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저의 논문지도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서미혜 교수님께 진

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뵐 수는 없었지

만 저에게 주신 은은한 사랑과 격려의 말 은 아직도 제 가슴 한 곳에 남아 있습

니다.

   BK를 하면서 교수님을 알게 되어 언제나 변함없이 많은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

을 주시던 교육자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다독여 

주셨던 조원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

는 못했지만 항상 저의 건강을 먼저 챙겨 주시던 오가실 교수님, 이원희 교수님, 

김희순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신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허락해 주신 노인복지회

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 질문지에 흔쾌히 응답해 주신 어

르신들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동안 내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이우숙 선생님과 멀리 있으

면서도 늘 많은 도움을 주는 지은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위과정을 

같이 시작하면서 학업에 대한 정보와 지지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준 박은정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해결해 주고 격려해 주던 강세원 선생님, 언제나 

밝은 미소로 따뜻하게 대해 주던 김수현 선생님, 논문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묵묵

히 지켜봐 주던 송은경 선생님, 불시에 갑자기 도움을 청해도 항상 웃음을 띠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애쓰던 유해  선생님, 서로 연락은 자주 못해도 항상 옆에 있

는 듯한 김경자 선생님과 배선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논문

을 쓰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김정윤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딸을 끝까지 믿고 보살펴 주신 사랑하는 어

머니께 이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 역할

을 다 해 준 오빠와 올케언니, 이 나이 되도록 어리광을 부려도 항상 다 받아 주

던 착한 언니들, 언제나 말없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던 형부들, 그리고 내 사랑하

는 모든 조카들에게 로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2004년 6월

                                                        이 금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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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단독가구 노인의 간호요구도 조사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단

독가구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마련과 노인복지정책

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4년 3월 29일부터 3월31일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질

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광역시와 인근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의 단독가구 노인을 지역별로 각각 50명씩 총 100명

을 의도 표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UTMB의 Home Health Agency에서 사용하는 가정간호요구 사정

표를 김기련(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

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연령이 71.58세로 전체노인 중 65-74세 노인이 

72명(72.0%)으로 많았고, 교육정도에서 도시노인은 고졸이상이 30명(60.0%), 농촌

노인은 초등졸/중졸이 26명(52.0%)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노인 중 51명(51.0%)의 

노인이 50만원이하의 월수입이었으며, 주요 수입원으로 도시노인은 연금/예치금

(68.0%), 농촌노인은 가족에 의존(48.0%)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체노인 중 69명

의 노인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도시노인에서는 고혈압(13.2%), 소화기계 질

환과 당뇨병(각각 7.1%), 순환기계 질환과 디스크(각각 4.4%) 순이었고, 농촌노인

에서는 고혈압(8.0%), 소화기계 질환과 퇴행성 관절염(각각 5.3%), 백내장(3.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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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 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전체 간호요구도는 총 121점 만점에 평균 11.98점이었고, 이 중 도

시노인의 간호요구도는 평균 10.74점, 농촌노인은 13.22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역별 전체 간호요구도에서는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평균평점 0.91점으로 가장 높았다.

   2)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총 2점 만점에 평균 1.83점이었고, 도시

노인은 평균 1.68점, 농촌노인은 평균 2.0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2.75, p=0.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75세이상의 도시노인, 독신가구로 생활하는 농촌노인,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 질병이 있는 농촌노인, 월수입이 50만원이하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가 가

장 높았다.

   2)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에서 여자 농촌노인, 75세이상의 농촌노인, 무학

인 농촌노인, 독신가구로 생활하는 농촌노인,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 월수입이 

50만원이하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 

비자가 농촌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3) 신체적 간호요구도에서 75세이상의 도시노인, 무학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

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4)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에서 수발자가 있는 농촌노인과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 종합병원, 병원/의원/한의원, 공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각각의 농

촌노인, 1가지의 질병을 가진 농촌노인과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농촌노인, 유

병기간이 10년미만인 농촌노인과 10년이상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

운 편이다’, ‘보통이다’, ‘넉넉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각각의 농촌노인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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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리적 간호요구도에서 주 이용 의료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도

시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심리적 간호요

구도가 가장 높았다.

   6) 적 간호요구도에서 종교가 있는 농촌노인의 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단독가구 일반노인에게는 일상생활수

행능력이나 신체적 측면의 간호요구보다는 질병과 관련된 지식 측면, 적 측면, 

심리적 측면의 간호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독가구 일

반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신체적 질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건강관리나 건강

유지․증진에 중점을 둔 지지적인 간호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높고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렵다고 인지하는 도시노인, 교육

정도가 낮고 독신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농촌노인, 수발자가 없고 질병이 있으며 

월수입이 적은 농촌노인에서 전반적으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단독가

구 일반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지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

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노인 단독가구, 간호요구도   



- 1 -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

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 역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 사회에 도

달하는데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115년, 스

웨덴이 85년,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5년 걸렸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시작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조유향, 1996; 정경희 외, 1999).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핵가족 선호경향과 소

가족주의적 태도 형성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변화와 함께 노인 부양능력이나 노

인 부양의식의 저하로 부양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자녀들

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송점호, 1994; 

조유향, 1996; 최 희, 1999).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간과 산업간의 

빈번한 인구이동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핵가족화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에서는 농인구의 고령화와 비자발적인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 다(임

종권, 1985; 윤혜 , 1988; 김자혜, 1992; 한경혜, 1996). 반면에 도시에서는 노인들 

스스로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요인이 되었다(최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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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임종권, 1985; 김자혜, 1992; 이 자, 1999).

   박충선과 남정림(1996)의 연구에서 이러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단순히 일

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입증되었고, 노인 단독가구형태가 일

반적인 노년기의 가족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그 증가율 또한 전체 노인인

구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 다(이가옥 외, 1994). 

   오늘날 노인들의 수명연장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주

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Alford & Futrell, 1992)이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장수와 더불어 많은 고통과 건강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즉, 단독가구 노인들은 

쓸쓸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단독가구 생활이 힘

이 들며, 또한 질병 시에 치료비 부담이 두려워 병‧의원의 이용을 기피하는 경제

적 빈곤을 호소한다(유 숙, 1985; 송점호, 1994; 김자혜, 1992). 이러한 경제적 어

려움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독감, 불안감, 소외감 등은 단독가구 노인들의 스트레

스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수, 1993; 송점호, 1994; 조유향, 1996). 

   몇몇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도시노인들보다 전반적으로 건강상

태가 더 나쁘다고 보고하 고(강혜 , 신유선, 1996; 신유선, 1997), 정신건강 상태

도 농촌노인들이 더 나쁜 것으로 보고하 다(윤혜 , 1988). 이와 같은 결과는 노

인들처럼 신체적 기능이나 정신‧정서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거주환경이 건강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Seabrooks 등(1987)은 노인의 건강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건강문제들이 다양하

게 나타나며, 노인발달과업의 달성은 문화마다 또는 한 문화 내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 내에서 통합된 내용으로 노인을 사정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단독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타 학문에서 주로 수행되었고 그 중에

서도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었다(임종권, 1985; 이가옥, 권중돈, 1989; 고 수, 1993; 

송점호, 1994; 송추진, 윤가현, 1995; 박경란 외, 1995; 정경희 외, 1999). 또한 단독

가구 노인들의 생존전략과 대응방안,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구 등과 같이 대부분이 단독가구 노인들의 복지정책을 마

련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들이었다(한경혜, 1996; 박충선, 남정림, 1996;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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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편, 간호학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단독가구 일반노인보다는 세 독거노인

이거나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으로 보건소의 방문간호나 병원으로부터 가정간호

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미 , 1997; 최금희, 1998; 안혜경, 1998; 김주성, 1999; 김기련, 

2000). 최근 일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김진희, 정문희, 

2000)에서는 개인위생(목욕), 음식과 수분섭취(식사), 수면, 활력징후, 정서적 서비

스에 관한 요구 등의 간호요구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듯이 노인들의 거주환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독가구 일반노인들

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간호요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

하여 단독가구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마련과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단독가구 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한다.

  2. 단독가구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별 간호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C. 용어정의

 

1. 노인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또는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

신 또는 부부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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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이가옥 외, 1989).

  1) 노인독신가구

   ① 남독신가구: 남자노인이 만 60세 이상인 독신가구

   ② 여독신가구: 여자노인이 만 60세 이상인 독신가구

  2) 노인부부가구

   ① 양부부가구: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인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

   ② 남부부가구: 부부 중 남자노인만이 만 60세 이상이고 그 배우자는 만 60세  

                  미만인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

   ③ 여부부가구: 부부 중 여자노인만이 만 60세 이상이고 그 배우자는 만 60세  

                  미만인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독신가구 또는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

인 가구의 노인으로서 자녀 또는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

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2.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는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하는데 필요한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김진희, 정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UTMB(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의 가정간호요구 사

정표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단독가구 노인의 일상생

활수행능력, 가정환경, 신체적, 질병지식, 심리적, 적 간호요구를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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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노인 단독가구 

   인구의 노령화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가

족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의 향으로 인해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과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만의 가구가 증

가하고 있다(조애저, 1999). 노인 단독가구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또는 친

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

고 있는 가구(이가옥, 권중돈, 1989)를 의미하며, 2001년도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49.3%이며 노인 단독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45.5%이다. 1985년에 자녀 동거율이 78.3%이고 노인 단독가구 인구가 20.5% 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급격한 변화이다(통계청, 2001).

   일반적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대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많고, 결혼상태로 보면 남자노인은 90%이상이 유배우

율을 보인 반면에 여자노인은 60%정도로 나타났다(이가옥, 권중돈, 1989). 특히 농

촌 노인들의 경우에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생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더라도 오히려 고향에 

남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변용찬, 2001).

   유 숙(1985)은 단독가구 노인들의 상당수가 자녀들과 별거하여 생활하는데 대

한 어려움을 지적하 으며, 쓸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단독가구 생활이 힘이 든다고 하 다. 고 수(1993)와 송점호(1994)는 심리적 고독

감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및 가사일의 어려움의 순으로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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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노인들이 단독가구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자

녀들과 별거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51.4%가 자녀의 직장관계로 

별거, 28.3%는 노인 자신이 원해서, 9.8%가 자녀가 원해서, 그리고 3.7%가 자녀와

의 불화로 별거한다고 임종권(1985)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는 노인 자신이 원해서가 각각 42.9%와 41.4%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에서는 자녀의 직장관계가 58.9%로 

도시의 노인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김자혜

(1992)의 연구에서도, 농촌에서의 단독가구의 발생은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농현

상, 가족주의의 약화, 농촌 경제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며, 도시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자녀들과 분거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인들의 가치관을 반 하여 자발적인 독립가

구의 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결과로서 현재 우리 농촌이 청장년

층의 도시 이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확대가족의 비율 및 평균 

가구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경혜(1998)에 의하면,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어 단독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

고 살고 싶어 하며 앞으로 이러한 노인들의 자녀별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정경희(2002)는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

의 노인세대들의 단독가구 형성율을 높일 것으로 예견하 다. 또한 노인이 단독가

구를 선호할수록 자녀와 별거하여 단독가구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져 독립성에 대

한 선호가 거주형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었다(정경희, 2002).

   박경란 등(1995)의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형성동기가 노인의 가족생활실태 및 

생활욕구에 중요한 변인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파악하 고, 이는 형태상으로는 동

일한 노인 단독가구라 할지라도 그 성격에 있어 능동적이 핵가족인가 아니면 수

동적인 핵가족인가에 따라 제가족생활의 적응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

음을 시사해 준다고 했다. 

   이러한 노인 단독가구는 독신노인이나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

별한 외부 지원체계가 없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건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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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되었다(이 자, 1999). 

더군다나 단독가구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현재 건강상태를 나쁜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으며(송점호, 1994; 박충선, 남정림, 1996; 김미 , 1997; 정경희 외, 1999), 

현재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의 노인들이 자신

의 건강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박충선, 남정림, 1996). 그리고 박경

란 등(1995)에 의하면, 단독가구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문제가 단독생활에 있어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노인의 간호요구도

   노인은 노화현상으로 인해 신체, 생리적 기능 저하와 경제, 사회적 활동력 감

소로 의존성을 나타내며(최 희, 1999) 이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건강문제라고 하 다(구자순, 1986; 김진순, 1996). 한편 노인의 건강문제는 복잡다

양하며 만성적으로 노화에 따라 진행되어온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노인 한사람

의 평균 발병률이 3.2개로 다수의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발현의 증상과 

병태 및 치료약제에 대한 반응이 젊은 사람과 다르고, 노인의 많은 질환이 정신신

경 증상으로 발증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검사의 정상 범위나 측정치에 개인차가 

크며, 수분, 전해질 대사 이상이 쉽게 발생하고,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의 예후가 

고령환자에서는 사회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김건열, 1989). 

또한, 고령노인들은 대부분 만성 퇴행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치유(cure)되

는 병이 아니고 질병과 함께 지병으로 살아가야 하는 장기적인 질병이므로 노인 

스스로 극복의 의지와 의욕을 가져야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김건열, 1989). 

   간호의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건강관리나 간호전략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간호의 주된 내용이 된다(강혜 , 신유선, 1996). 따라서, 노인에 대

한 간호사정을 위해서는 노인 개개인의 모든 생활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

해야 하며 간호사정의 과정은 개인생활의 어떠한 변화도 전체 건강에 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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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그 상호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자료를 통합해야 한다(이광옥, 1998). 

   조원정 등(1991)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요구사정이

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요구의 양에 따라 사업에 투입될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사업의 내용과 과정을 설계할 수 있고, 또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요구도 조사 연구는 가정간호나 방문간호

를 제공받고 있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이며, 이소우 등(1997)은 가정간호사업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노인들의 

상당수가 건강문제를 호소하 고, 특히 신체적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노인들 스스

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체적 노화로 인한 정신적인 무능력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슬픔이나 외로움 또는 근심, 걱정 등의 호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노인 가정간호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옥(1998)은 도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요구도를 조사

하 고 그 결과, 노인들이 건강상담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냈으며, 그 다

음으로는 기초검사, 문제확인 및 진단, 가족건강상태 알려주기 등의 순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상반되는 지역인 농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가정간호요구도에 관한 연

구(박연환, 송미순, 1995)에서는, 노인들의 교육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게 보고 되었

고, 다음은 건강관리행위에 대한 요구, 질병조절 및 회복에 대한 요구, 가족의 지

지 및 지원에 대한 요구, 특수기구 관리에 대한 요구, 퇴원 직후 간호에 대한 요

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광옥(199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선화 등(1994)은 건강문제를 지닌 저소득층 재가노인 대상에서 투약에 대한 

간호요구, 신체검진에 대한 간호요구, 혈관주사에 대한 간호요구, 근육주사에 대한 

간호요구, 혈압․체온․맥박측정에 대한 간호요구 순으로 가정간호요구를 높게 보

고하 다. 

   한편, UTMB의 Home Health Agency에서 사용하는 가정간호요구 사정표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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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도구로 사용한 최금희(1998)의 연구에서는, 도시 세민지역 재가노인을 대

상으로 가정간호요구를 조사하 으며 그 중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사회 및 지식학습에 대한 간호요구

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순으로 보고하 다.

   최금희(1998)와 같은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기련(2000)의 연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요구도를 조사하 으며,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적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심

리적 간호요구도, 의사소통 및 건강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순으로 나타났다. 

   세민과 독거노인의 가정간호요구도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양승희 등(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간호요구, 가정환경

에 대한 간호요구, 신체적 간호요구, 의사소통 및 건강지식에 대한 간호요구, 일상

생활 활동에 대한 간호요구 순으로 보고 되었다.

   안혜경(1998)은 도시 세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하 고 그 

결과, 정신적 지지 및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물리요법에 대한 요구, 

질병과 관련된 섭생에 대한 교육 요구, 구강투약과 관련된 요구, 관절운동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게 보고하 다.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대상의 가정간호요구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노인들이 현재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간호요구보다는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를 계획할 때 이들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일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김진희와 정문희(2000)의 

연구에서는 활력징후측정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간호요구, 수면 시 도움에 대한 간호요구, 목욕 시 도움에 대한 간호요구, 식

사시 도움에 대한 간호요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요구도 연구는 대부분 

가정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세민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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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져 왔으며, 이에 대해 김진순(1996)은 노인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이 이와 같

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다. 또한 이들 연구의 목적은 간호중

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연구들에서 간호중재의 초점을 노인들의 

신체적 질환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가 아닌 단독가구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여 신뢰도가 확보된 질병

중심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포괄적인 간호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중재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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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단독가구 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

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단독가구 노인들로서 대구광역시에 거주

하는 노인 50명과 인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50명으로 총 100명의 노인을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의도 표출하 다. 

  1.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방문간호,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는 자 

  2. 생활보호대상이나 세민이 아닌 자 

  3.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설문지 내용에 관한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5.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C.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고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20문항과 간호요구도 121문항의 총 141문항으로 구성하 다.   

   간호요구도 측정도구는 UTMB(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의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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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gency에서 사용하는 가정 간호요구 사정표를 김기련(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간호요구도의 내용에는 1) 

일상생활수행능력에 관한 간호요구 9문항(개인위생 7문항, 기동성 2문항), 2) 가정

환경에 대한 간호요구 29문항(주 수발자의 역할 5문항, 재정적 문제 5문항, 가정 

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요구 13문항, 양에 대한 요구 6문항), 3) 신체적 간호요

구 69문항(신경계 14문항, 내분비계/혈액계 2문항, 호흡기계 8문항, 근골격계 8문

항, 소화기계 10문항, 순환기계 5문항, 생식기계 3문항, 비뇨기계 10문항, 감각기계 

9문항), 4)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 2문항, 5) 심리적 간호요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적 간호요구는 6문항으로 UTMB의 가정 간호요구 사정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기련(2000)이 사용한 적 간호요구를 포함하 다.

   각 문항에 대하여 예 0점, 아니오 1점으로 점수화하고, 반대문항은 역환산하여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

간 30여명의 단독가구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 고 사전조사 결

과를 기반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 다. 

   

D.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 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단독가구 노인을 파악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을 실시하 다. 1인당 면접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분정도 다. 

   

E.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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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

  3.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는 ANOVA로 검정하 다.

F.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자료수집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져 연구대상자의 가정환경을 직접 관찰

하지 못하고 대상자의 주관적 응답에만 의존하여 시행된 것이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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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교육정도, 가구종류, 비상 연락자 

유무, 수발자 유무, 월수입, 주요 수입원, 주관적 생활수준, 주거형태, 주 이용 의

료기관, 질병유무, 질환종류, 질병수, 유병기간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았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도시지역 노인 50명, 농촌지역 노인 50명으

로 구성되었으며,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노인은 도시에서 28명(56.0%), 농촌에

서 22명(44.0%), 여자노인은 도시에서 22명(44.0%), 농촌에서 28명(56.0%)으로 도시

에서는 남자노인의 수가 더 많았고, 농촌에서는 여자노인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은 65세부터 84세까지 분포하 으며 평균연령은 71.58세로 나타

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노인 중 65-74세의 노인이 72명(72.0%)으로 75세이상 노인 

28명(28.0%)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65-74세의 도시노인이 

34명(68.0%), 농촌노인이 38명(76.0%)으로 농촌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75세이상에서는 도시노인이 16명(32.0%), 농촌노인이 12명(24.0%)으로 도시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중 73명(73.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도시에서는 40명

(80.0%), 농촌에서는 33명(66.0%)의 노인이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서는 전체 노인 중 42명(42.0%)이 초등졸/중졸의 학력을, 37명

(37.0%)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21명(21.0%)이 무학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에서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30명

(6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농촌에서는 초등졸/중졸의 학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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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인이 26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도시의 노인들이 농촌의 

노인들보다 교육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종류에서 전체 노인 중 62명(62.0%)이 부부가구, 38명(38.0%)이 독신가구로 

부부가구가 독신가구보다 약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

로 살펴보면 노인 부부가구는 도시에서 35명(70.0%), 농촌에서 27명(54.0%)으로 도

시에서의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고, 노인 독신가구는 도시에서 15명

(30.0%), 농촌에서 23명(46.0%)으로 농촌에서는 노인 독신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99명(99.0%)의 노인이 응급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자가 

있었으며 비상연락자로는 대부분 노인들이 자녀(84.0%)라고 응답하 다. 또한 대

상자가 아플 때 간호해 줄 수발자가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 중 92명(92.0%)이 있

었고 수발자가 없는 노인도 8명(8.0%)이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발자가 있는 

노인이 도시와 농촌 각각 46명(92.0%), 수발자가 없는 노인이 각각 4명(4.0%)으로 

두 지역에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수발자로는 도시노인들은 배우자 31명

(62.0%), 자녀 13명(26.0%), 친척 2명(4.0%), 농촌노인들은 배우자 24명(48.0%), 자

녀 22명(44.0%)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노인의 수발자로 배우자가 우세한 비율을 차

지하 다.

   월수입에서 도시노인들의 월수입 평균은 103.8만원으로 농촌노인의 58.8만원 

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노인 중 51명(51.0%)의 노인이 50

만원이하, 27명(27.0%)의 노인은 51-100만원, 22명(22.0%)의 노인은 101만원이상의 

월수입을 나타내었다. 도시노인 중에서도 50만원이하의 월수입을 가진 노인의 비

율이 36.0%로 51-100만원 32.0%와 101만원이상 32.0%보다 많았고, 농촌에서도 50

만원이하의 월수입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주요 수입원에서 연구 대상자 중 48명(48.0%)의 노인이 주요 수입원으로 연금/

예치금을 응답하 고 39명(39.0%)은 가족에 의존, 13명(13.0%)은 직장이나 일로 인

한 수입으로 응답하 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주요 수입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도시노인들에서는 연금/예치금(68.0%)이었고, 농촌노인들에서는 가족

에 의존(4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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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중 52명(52.0%)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보통’으로 응답하 고 

29명(29.0%)은 ‘어려운 편’, 19명(19.0%)은 ‘넉넉한 편’으로 응답하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보통이다’(60.0%, 44.0%)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

장 많았으며 ‘넉넉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와 농촌노인들은 각각 24.0%, 14.0%, 

‘어려운 편이다’는 도시와 농촌노인 각각 16.0%, 42.0%로 도시노인들이 자신의 생

활수준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85명(85.0%)은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는 41명(82.0%), 

농촌에서는 44명(88.0%)의 노인들이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원/의원/한의원이 52명(52.0%)으로 가

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7명(37.0%), 공공기관이 11명(11.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서 도시노인들은 종합병원(54.0%)을 주로 많이 이용하 고, 농촌노인들은 병원/

의원/한의원(64.0%)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69명(69.0%)의 노인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 고 이 중 도시에서는 

37명(74.0%), 농촌에서는 32명(64.0%)의 노인이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환종류별로는 도시노인에서 고혈압이 15명(25.0%), 당뇨병과 소화기계 질환이 각

각 8명(각 13.3%), 디스크 5명(8.3%), 퇴행성 관절염 4명(6.7%)의 순으로 많았고, 

농촌노인들은 고혈압 9명(17.0%), 순환기계 질환 7명(13.2%), 소화기계 질환과 퇴

행성 관절염이 각각 6명(각 11.3%), 백내장 4명(7.5%)의 순으로 많았다.

   질병을 가진 대상자 중 36명(52.2%)은 1가지의 질병, 33명(47.8%)은 2가지이상

의 질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을 가진 전체 노인들 중 유병기간이 10년

미만인 노인은 39명(56.5%), 10년이상인 노인은 30명(43.5%)으로 10년미만인 노인

들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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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

특성 구분
도시 농촌

계(%)
빈도(%) 빈도(%)

성별
남 28(56.0) 22(44.0) 50(50.0)

여 22(44.0) 28(56.0) 50(50.0)

연령
65-74세 34(68.0) 38(76.0) 72(72.0)

75세이상 16(32.0) 12(24.0) 28(28.0)

종교
있음 40(80.0) 33(66.0) 73(73.0)

없음 10(20.0) 17(34.0) 27(27.0)

교육정도

무학 4(8.0) 17(34.0) 21(21.0)

초등졸/중졸 16(32.0) 26(52.0) 42(42.0)

고졸이상 30(60.0) 7(14.0) 37(37.0)

가구종류
부부가구 35(70.0) 27(54.0) 62(62.0)

독신가구 15(30.0) 23(46.0) 38(38.0)

비상

연락자

있음 49(98.0) 50(100.0) 99(99.0)

없음 1(2.0) 0(0.0) 1(1.0)

수발자
있음 46(92.0) 46(92.0) 92(92.0)

없음 4(8.0) 4(8.0) 8(8.0)

월수입

50만원이하 18(36.0) 33(66.0) 51(51.0)

51-100만원 16(32.0) 11(22.0) 27(27.0)

101만원이상 16(32.0) 6(12.0) 22(22.0)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1(2.0) 12(24.0) 13(13.0)

연금/예치금 34(68.0) 14(28.0) 48(48.0)

가족에 의존 15(30.0) 24(48.0) 39(39.0)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8(16.0) 21(42.0) 29(29.0)

보통이다 30(60.0) 22(44.0) 52(52.0)

넉넉한 편이다 12(24.0) 7(14.0) 19(19.0)

주거형태
자가 41(82.0) 44(88.0) 85(85.0)

비자가 9(18.0) 6(12.0) 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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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특성 구분
도시 농촌

계(%)
빈도(%) 빈도(%)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27(54.0) 10(20.0) 37(37.0)

병원/의원/한의원 20(40.0) 32(64.0) 52(52.0)

공공기관 3(6.0) 8(16.0) 11(11.0)

질병유무
있음 37(74.0) 32(64.0) 69(69.0)

없음 13(26.0) 18(36.0) 31(31.0)

질환종류

당뇨병 8(13.3) 3(5.7) 11(9.7)

고혈압 15(25.0) 9(17.0) 24(21.2)

순환기계 질환 5(8.3) 7(13.2) 12(10.6)

소화기계 질환 8(13.3) 6(11.3) 14(12.4)

뇌졸중 1(1.7) 2(3.8) 3(2.7)

골다공증 3(5.0) 1(1.9) 4(3.5)

퇴행성 관절염 4(6.7) 6(11.3) 10(8.9)

디스크 5(8.3) 2(3.8) 7(6.2)

천식 1(1.7) 2(3.8) 3(2.7)

전립선 비대증 2(3.3) 3(5.7) 5(4.4)

백내장 2(3.3) 4(7.5) 6(5.3)

기타 6(10.0) 8(15.0) 14(12.4)

질병수
1가지 19(51.4) 17(53.1) 36(52.2)

2가지이상 18(48.6) 15(46.9) 33(47.8)

유병기간
10년미만 20(54.1) 19(59.4) 39(56.5)

10년이상 17(45.9) 13(40.6) 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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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

구도, 적 간호요구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전체 간호요구도는 총 121점 만점에 평균 11.98점이었고, 이

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노인들의 간호요구도는 평균 10.74점, 농촌노인들은 

13.22점으로 농촌노인들의 간호요구도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상자의 역별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평

균평점 0.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 간호요구도 0.20점, 심리적 간호요구도 0.14

점,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0.10점, 신체적 간호요구도 0.08점,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0.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역별 간호요구도를 살펴보면, 먼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

도에서 총 9점 만점에 평균 0.05점이었고, 도시에서는 한사람도 이 역에서 간호

요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에서는 50명 중 2명의 노인이 개인위생 역

에서 평균 0.10점으로 간호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총 29점 만점에 평균 2.89점이었고, 그 중 도시

노인들은 평균 2.24점, 농촌노인들은 3.54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에서 도시노인은 평균 0.72점, 농촌노인은 

평균 1.6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2, p=0.00). 

   그리고 세부 역별 간호요구도 순위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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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 수발자의 역할 0.10점, 양관리 문제 0.09점, 가

정 내 안전문제 0.03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세부 역별 순위도 도시와 농촌을 합한 순위와 같게 나타났다.

   

   신체적 간호요구도는 총 69점 만점에 평균 5.78점이었고 그 중 도시노인은 평

균 5.24점, 농촌노인은 평균 6.32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호흡기계와 근골격계 역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는데 먼저 호흡기계에서 도시노인의 평균은 0.26점, 농촌노인의 평균은 0.70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t=-2.29, p<0.05), 근골격계에서도 도시노인의 평균은 

0.80점, 농촌노인의 평균은 1.7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5, 

p=0.00). 

   그리고 도시와 농촌노인의 신체적 간호요구도의 세부 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도시는 내분비계/혈액계와 감각기계에서 평균평점이 각각 0.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근골격계 0.10점, 소화기계와 순환기계에서 각각 0.07점, 생식기

계와 비뇨기계에서 0.06점, 호흡기계 0.0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농촌은 근골격계

에서 평균평점이 0.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계와 감각기계가 0.10점, 호흡기계 

0.09점, 순환기계 0.08점, 생식기계 0.07점, 내분비계/혈액계 0.06점, 비뇨기계 0.05

점, 소화기계 0.03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흡기계와 근골격계 역에서도 도시

와 농촌 간에 순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총 2점 만점에 평균 1.83점이었고, 도시노

인은 평균 1.68점, 농촌노인은 평균 2.00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75, p=0.00).

   심리적 간호요구도는 총 6점 만점에 평균 0.84점이었고, 도시노인은 평균 0.74

점, 농촌노인은 평균 0.9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적 간호요구도는 총 6점 만점에 평균 1.23점이었고, 그 중 도시노인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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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점, 농촌노인은 평균 1.12점으로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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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각 역별 간호요구도                                       (N=100)

                                                                  *p<0.05    

역 및 구분
문항

수

도시 농촌 계

t p
M±SD

평균

평점
M±SD

평균

평점
M±SD

평균

평점

일상생활수행능력

에대한 간호요구도

  개인위생 7 0.00±0.00  ‧   0.10±0.50  0.01 0.05±0.35 0.00 -1.40 0.16

  기동성 2 0.00±0.00  ‧   0.00±0.00 ‧ 0.00±0.00 ‧ ‧ ‧

소 계 9   0.00±0.00 ‧ 0.10±0.50 0.01 0.05±0.35 0.00 -1.40 0.16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주수발자의 역할 5 0.50±1.51 0.10 0.50±1.51 0.10 0.50±1.50 0.10 0.00 1.00

  재정적 문제 5 0.72±1.42 0.14 1.64±1.91 0.33 1.18±1.74 0.24 -2.72 0.00*

  가정내 안전문제 19 0.48±0.93 0.03 0.84±1.90 0.04 0.66±1.50 0.03 -1.19 0.23

  양관리 문제 6 0.54±0.64  0.09 0.56±0.95 0.09 0.55±0.80 0.09 -0.12 0.90

소 계 29 2.24±3.02 0.08 3.54±3.99 0.12 2.89±3.58 0.10 -1.83 0.06

신체적 간호요구도

  신경계 14 1.06±1.64 0.08 1.40±2.13 0.10 1.23±1.90 0.09 -0.89 0.37

  내분비계/혈액계 2 0.24±0.47 0.12 0.12±0.32 0.06 0.18±0.41 0.09 1.46 0.14

  호흡기계 8 0.26±0.69 0.03 0.70±1.16 0.09 0.48±0.97 0.06 -2.29 0.02*

  근골격계 8 0.80±1.29 0.10 1.74±1.66 0.22 1.27±1.55 0.16 -3.15 0.00*

  소화기계 10 0.72±1.29 0.07 0.32±0.79 0.03 0.52±1.08 0.05 1.86 0.06

  순환기계 5 0.36±0.77 0.07 0.40±0.75 0.08 0.38±0.76 0.08 -0.26 0.79

  생식기계 3 0.18±0.38 0.06 0.20±0.40 0.07 0.19±0.39 0.06 -0.25 0.80

  비뇨기계 10 0.58±0.83 0.06 0.54±0.90 0.05 0.56±0.86 0.06 0.22 0.81

  감각기계 9 1.04±0.94 0.12 0.90±0.73 0.10 0.97±0.84 0.11 0.82 0.41

소 계 69 5.24±5.00 0.08 6.32±5.34  0.09 5.78±5.18 0.08 -1.04 0.30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질병지식 2 1.68±0.67 0.84 2.00±0.00 1.00 1.83±0.51 0.91 -2.75 0.00*

심리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요구 6 0.74±1.65 0.12 0.94±1.54 0.16 0.84±1.59 0.14 -0.62 0.53

적 간호요구도

  적 요구 6 1.34±1.57 0.22 1.12±1.43 0.19 1.23±1.50 0.20 0.73 0.46

총 계 121 10.74±7.89 0.09 13.22±9.13 0.11 11.98±8.58 0.10 -1.4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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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체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체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을 Fisher's LSD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3>.

   전체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 교육정도, 가구종류, 수발

자, 질병유무, 월수입, 주관적 생활수준이었고,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간호요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75세이상의 도시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15.56점으로 

가장 높았고, 65-74세의 농촌노인(13.31점), 65-74세의 도시노인(8.47점)의 순으로 간

호요구도가 높았다.

   교육정도에서 무학인 농촌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19.1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무학인 도시노인(16.00점), 초등졸/중졸인 도시노인(12.62

점), 초등졸/중졸인 농촌노인(10.69점), 고졸이상인 도시노인(9.03점), 고졸이상인 

농촌노인(8.2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종류에서 농촌의 독신가구 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16.65점

으로 가장 높았고, 도시의 독신가구 노인(14.60점), 농촌의 부부가구 노인(10.29점), 

도시의 부부가구 노인(9.08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대상자가 아플 때 간호해 줄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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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점수는 2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발자가 있는 농촌노인(12.36점), 수발자가 있

는 도시노인(10.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질병이 있는 농촌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14.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질병이 있는 도시노인(12.21점), 질병이 없는 도시노인(6.53점)

의 순이었다.

  

   월수입에서 50만원이하의 농촌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15.18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50만원이하인 도시노인(13.61점), 101만원이상인 도시노

인(7.50점), 101만원이상인 농촌노인(6.33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전체 간호요구도

의 평균점수는 20.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

(19.47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9.59점), 도시노인(8.93점), ‘넉넉한 편이

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8.91점), 농촌노인(5.85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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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간호요구도                      (N=100)

    * Fisher's LSD 검정 p<0.05

특성 구분       지역
도시 농촌

F p
M±SD(N) M±SD(N)

성별
 남 10.50±7.71(28) 10.40±8.35(22)

2.19 0.09
 여 11.04±8.27(22) 15.42±9.25(28)

연령
 65-74세 8.47±6.07(34)* 13.31±9.04(38)*

3.41 0.02
 75세이상 15.56±9.26(16)* 12.91±9.82(12)

종교
 있음 11.85±7.99(40) 13.87±9.23(33)

2.06 0.11
 없음 6.30±5.88(10) 11.94±9.06(17)

교육정도

 무학 16.00±9.76(4) 19.11±11.53(17)*

4.21 0.00 초등졸/중졸 12.62±9.09(16)* 10.69±5.92(26)*

 고졸이상 9.03±6.61(30)* 8.28±5.05(7)*

가구종류
 부부가구 9.08±6.11(35)* 10.29±7.77(27)*

4.93 0.00
 독신가구 14.60±10.21(15)* 16.65±9.57(23)*

비상

연락자

 있음 10.83±7.94(49) 13.22±9.13(50)
1.20 0.30

 없음 6.00±․(1) 0.00±․(0)

수발자
 있음 10.08±7.56(46)* 12.36±8.60(46)*

4.02 0.01
 없음 18.25±8.73(4) 23.00±10.67(4)*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9.62±7.32(27) 14.80±11.89(10)

1.28 0.27 병원/의원/한의원 11.15±7.85(20) 13.56±8.72(32)

 공공기관 18.00±12.00(3) 9.87±6.91(8)

질병유무
 있음 12.21±7.49(37)* 14.81±9.21(32)*

3.34 0.02
 없음 6.53±7.75(13)* 10.38±8.50(18)

질병수
 1가지 10.00±6.74(19) 12.47±9.67(17)

2.57 0.06
 2가지이상 14.55±7.70(18) 17.46±8.17(15)

유병기간
 10년미만 12.80±7.60(20) 14.78±10.75(19)

0.61 0.61
 10년이상 11.52±7.52(17) 14.84±6.78(130

월수입

 50만원이하 13.61±10.05(18)* 15.18±8.44(33)*

2.75 0.02 51-100만원 10.75±7.03(16) 11.09±11.47(11)

 101만원이상 7.50±4.25(16)* 6.33±2.42(6)*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4.00±․(1) 14.83±12.40(12)

2.08 0.07 연금/예치금 9.38±6.42(34) 9.42±4.61(14)

 가족에 의존 14.26±9.98(15) 14.62±8.93(24)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20.25±8.97(8)* 19.47±10.24(21)*

9.84 0.00 보통이다 8.93±6.30(30)* 9.59±4.62(22)*

 넉넉한 편이다 8.91±6.57(12)* 5.85±2.79(7)*

주거형태
 자가 9.63±6.79(41) 13.50±9.54(44)

2.15 0.09
 비자가 15.77±10.74(9) 11.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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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하여 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을 Fisher's LSD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표 4>.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정

도, 가구종류, 수발자, 월수입, 주요 수입원, 주관적 생활수준, 주거형태 다.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농촌의 여자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4.64점

으로 가장 높았고, 도시 여자노인(2.40점), 농촌 남자노인(2.13점), 도시 남자노인

(2.1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75세이상의 농촌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5.58점으로 가장 높았고, 65-74세의 농촌노인(2.89점), 65-74세의 도시노인(1.73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교육정도에서 무학인 농촌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5.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졸/중졸인 농촌노인(3.03점), 초등졸/중졸인 도시노인

(2.43점), 고졸이상인 도시노인(2.00점), 고졸이상인 농촌노인(0.57점)의 순이었다.

   가구종류에서 농촌의 독신가구 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

수는 5.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도시의 독신가구 노인(4.06점), 농촌의 부

부가구 노인(1.85점), 도시의 부부가구 노인(1.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27 -

   대상자가 아플 때 간호해 줄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

요구도의 평균점수는 11.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발자가 없는 도시노인(9.50점), 

수발자가 있는 농촌노인(2.82점), 수발자가 있는 도시노인(1.60점)의 순으로 나타났

다.

   월수입에서 50만원이하인 농촌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

는 4.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50만원이하인 도시노인(3.61점), 51-100만원인 

도시노인(2.18점), 농촌노인(1.45점), 101만원이상인 도시노인(0.75점), 농촌노인(0.16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6.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

답한 도시노인(5.25점), ‘넉넉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1.91점),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도시노인(1.56점), 농촌노인(1.54점), ‘넉넉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

인(0.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도시의 비자가 노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

수가 5.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촌의 자가 노인(3.59점), 도시의 자가 노인(1.48점)

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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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N=100)

   * Fisher's LSD 검정 p<0.05

특성 구분       지역
도시 농촌

F p
M±SD(N) M±SD(N)

성별
 남 2.10±2.60(28)* 2.13±2.47(22)*

3.36 0.02
 여 2.40±3.54(22)* 4.64±4.61(28)*

연령
 65-74세 1.73±2.24(34)* 2.89±3.43(38)*

3.81 0.01
 75세이상 3.31±4.11(16) 5.58±5.03(12)*

종교
 있음 2.55±3.22(40) 3.57±4.25(33)

1.63 0.18
 없음 1.00±1.56(10) 3.47±3.53(17)

교육정도

 무학 3.25±2.62(4) 5.52±4.86(17)*

3.19 0.01 초등졸/중졸 2.43±3.89(16)* 3.03±3.21(26)*

 고졸이상 2.00±2.57(30)* 0.57±1.13(7)*

가구종류
 부부가구 1.45±1.80(35)* 1.85±2.14(27)*

9.09 0.00
 독신가구 4.06±4.35(15)* 5.52±4.73(23)*

비상

연락자

 있음 2.16±3.00(49) 3.54±3.99(50)
2.26 0.10

 없음 6.00±‧(1) 0.00±‧(0)

수발자
 있음 1.60±1.96(46)* 2.82±2.99(46)*

25.61 0.00
 없음 9.50±3.87(4)* 11.75±5.31(4)*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1.74±3.36(27) 4.00±5.35(10)

1.93 0.09 병원/의원/한의원 2.35±2.23(20) 3.81±3.93(32)

 공공기관 6.00±2.00(3) 1.87±1.35(8)

질병유무
 있음 2.54±3.32(37) 3.71±3.34(32)

1.53 0.21
 없음 1.38±1.75(13) 3.22±5.03(18)

질병수
 1가지 2.00±2.60(19) 2.70±3.36(17)

2.25 0.09
 2가지이상 3.11±3.93(18) 4.86±3.02(15)

유병기간
 10년미만 2.60±2.90(20) 2.94±2.57(19)

1.56 0.20
 10년이상 2.47±3.84(17) 4.84±4.07(13)

월수입

 50만원이하 3.61±3.94(18)* 4.84±4.13(33)*

5.42 0.00 51-100만원 2.18±2.56(16)* 1.45±2.42(11)*

 101만원이상 0.75±1.00(16)* 0.16±0.40(6)*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0.00±‧(1) 3.33±2.77(12)

2.71 0.02 연금/예치금 2.23±2.58(34) 1.35±1.90(14)

 가족에 의존 2.40±3.97(15) 4.91±4.82(24)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5.25±1.66(8)* 6.80±4.00(21)*

13.43 0.00 보통이다 1.56±2.96(30)* 1.54±1.68(22)*

 넉넉한 편이다 1.91±2.77(12)* 0.00±0.00(7)*

주거형태
 자가 1.48±2.01(41)* 3.59±4.11(44)*

5.01 0.00
 비자가 5.66±4.41(9)* 3.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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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을 Fisher's LSD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5>.

   신체적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 교육정도, 주관적 생활

수준이었고,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간호요

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75세이상의 도시노인의 신체적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8.06점으로 

가장 높았고, 65-74세의 농촌노인(6.63점), 65-74세의 도시노인(3.91점)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정도에서 무학인 농촌노인의 신체적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9.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졸/중졸인 도시노인(6.00점), 고졸이상인 농촌노인(4.71점), 초등

졸/중졸인 농촌노인(4.65점), 고졸이상인 도시노인(4.43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신체적 간호요구

도의 평균점수는 10.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

인(8.52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5.13점), 도시노인(4.53점), ‘넉넉한 편이

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3.83점), 농촌노인(3.42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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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간호요구도                    (N=100)

   * Fisher's LSD 검정 p<0.05  

특성 구분       지역
도시 농촌

F p
M±SD(N) M±SD(N)

성별
 남 5.57±5.13(28) 5.40±5.39(22)

0.85 0.47
 여 4.81±4.91(22) 7.03±5.29(28)

연령
 65-74세 3.91±4.29(34)* 6.63±5.51(38)*

3.06 0.03
 75세이상 8.06±5.35(16)* 5.33±4.86(12)

종교
 있음 5.62±5.07(40) 6.57±5.20(33)

0.80 0.49
 없음 3.70±4.64(10) 5.82±5.74(17)

교육정도

 무학 8.25±5.67(4) 9.52±7.22(17)*

2.94 0.01 초등졸/중졸 6.00±5.57(16)* 4.65±2.85(26)*

 고졸이상 4.43±4.54(30)* 4.71±3.98(7)*

가구종류
 부부가구 4.94±4.78(35) 5.33±4.96(27)

1.20 0.31
 독신가구 5.93±5.58(15) 7.47±5.64(23)

비상

연락자

 있음 5.34±4.99(49) 6.32±5.34(50)
1.06 0.34

 없음 0.00±‧(1) 0.00±‧(0)

수발자
 있음 5.15±5.05(46) 6.10±5.39(46)

0.73 0.53
 없음 6.25±4.92(4) 8.75±4.64(4)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4.85±4.78(27) 8.10±7.03(10)

0.73 0.60 병원/의원/한의원 5.45±5.04(20) 6.15±4.87(32)

 공공기관 7.33±8.08(3) 4.75±4.89(8)

질병유무
 있음 6.00±5.15(37) 7.25±5.96(32)

2.44 0.06
 없음 3.07±3.94(13) 4.66±3.61(18)

질병수
 1가지 4.52±4.43(19) 5.88±6.10(17)

2.03 0.11
 2가지이상 7.55±5.52(18) 8.80±5.59(15)

유병기간
 10년미만 6.70±5.47(20) 7.57±7.35(19)

0.56 0.63
 10년이상 5.17±4.78(17) 6.76±3.19(13)

월수입

 50만원이하 5.94±6.07(18) 6.69±4.91(33)

0.78 0.56 51-100만원 5.75±5.48(16) 6.45±7.43(11)

 101만원이상 3.93±2.69(16) 4.00±2.75(6)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1.00±‧(1) 7.00±7.48(12)

0.97 0.43 연금/예치금 4.61±4.55(34) 5.14±3.39(14)

 가족에 의존 6.93±5.77(15) 6.66±5.13(24)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10.00±5.29(8)* 8.52±6.74(21)*

3.73 0.00 보통이다 4.53±4.65(30)* 5.13±3.42(22)*

 넉넉한 편이다 3.83±4.06(12)* 3.42±2.93(7)*

주거형태
 자가 5.09±4.86(41) 6.63±5.56(44)

0.87 0.45
 비자가 5.88±5.88(9) 4.0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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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을 Fisher's LSD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표 6>.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비상 연락자, 

수발자, 주 이용 의료기관, 질병수, 유병기간, 주요 수입원, 주관적 생활수준이었

고,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발자가 있는 농촌노인과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발자가 있는 도시노인

(1.77점), 수발자가 없는 도시노인(1.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 이용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병원/의원/한의원, 공공기관을 이용

하는 농촌노인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2.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병원/의원/한의원을 이용하는 도시노인(1.84점), 종합병원

을 이용하는 도시노인(1.73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도시노인(0.66점)의 순으로 간

호요구도가 높았다.

   질병을 가진 대상자 중 1가지의 질병을 가진 농촌노인과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농촌노인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가지의 질병을 가진 도시노인(1.5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가진 대상자 중 유병기간이 10년미만인 농촌노인과 10년이상인 농촌노

인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2.00점으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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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년이상인 도시노인(1.93점), 10년미만인 도시노인(1.44점)의 순이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넉넉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과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

구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

(1.84점), ‘넉넉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1.11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

았다.



- 33 -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N=100)

   * Fisher's LSD 검정 p<0.05 

특성 구분       지역
도시 농촌

F p
M±SD(N) M±SD(N)

성별
 남 1.66±0.68(18) 2.00±0.00(14)

2.10 0.10
 여 1.70±0.68(17) 2.00±0.00(16)

연령
 65-74세 1.66±0.70(24) 2.00±0.00(23)

2.12 0.10
 75세이상 1.72±0.64(11) 2.00±0.00(7)

종교
 있음 1.70±0.65(30) 2.00±0.00(19)

2.14 0.10
 없음 1.60±0.89(5) 2.00±0.00(11)

교육정도

 무학 1.75±0.50(4) 2.00±0.00(11)

1.25 0.29 초등졸/중졸 1.71±0.72(14) 2.00±0.00(14)

 고졸이상 1.64±0.70(17) 2.00±0.00(5)

가구종류
 부부가구 1.72±0.63(22) 2.00±0.00(17)

2.23 0.09
 독신가구 1.61±0.76(13) 2.00±0.00(13)

비상

연락자

 있음 1.73±0.61(34) 2.00±0.00(30)
11.10  0.00

 없음 0.00±․(1) 0.00±․(0)

수발자
 있음 1.77±0.56(31)* 2.00±0.00(28)*

5.63 0.00
 없음 1.00±1.15(4)* 2.00±0.00(2)*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1.73±0.65(19)* 2.00±0.00(7)*

4.99 0.00 병원/의원/한의원 1.84±0.37(13)* 2.00±0.00(18)*

 공공기관 0.66±1.15(3)* 2.00±0.00(5)*

질병유무
 있음 1.67±0.68(34) 2.00±0.00(28)

2.23 0.09
 없음 2.00±․(1) 2.00±0.00(2)

질병수
 1가지 1.52±0.79(17)* 2.00±0.00(14)*

3.08 0.03
 2가지이상 1.82±0.52(17) 2.00±0.00(14)*

유병기간
 10년미만 1.44±0.85(18)* 2.00±0.00(17)*

5.29 0.03
 10년이상 1.93±0.25(16)* 2.00±0.00(11)*

월수입

 50만원이하 1.70±0.68(17) 2.00±0.00(20)

2.01 0.09 51-100만원 1.44±0.88(9) 2.00±0.00(5)

 101만원이상 1.88±0.33(9) 2.00±0.00(5)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2.00±․(1) 2.00±0.00(5)

2.92 0.02 연금/예치금 1.52±0.79(23) 2.00±0.00(11)

 가족에 의존 2.00±0.00(11) 2.00±0.00(14)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2.00±0.00(7)* 2.00±0.00(13)*

5.91 0.00 보통이다 1.84±0.50(19)* 2.00±0.00(13)*

 넉넉한 편이다 1.11±0.92(9)* 2.00±0.00(4)*

주거형태
 자가 1.65±0.68(26) 2.00±0.00(27)

2.23 0.09
 비자가 1.77±0.66(9) 2.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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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을 Fisher's LSD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7>.

   심리적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주 이용 의료기관과 주관적 

생활수준이었고,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간

호요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주 이용 의료기관으로 공공기관인 도시노인의 심리적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병원/의원/한의원인 농촌노인(1.25점), 

병원/의원/한의원인 도시노인(1.05점), 종합병원인 농촌노인(0.40점), 공공기관인 

농촌노인(0.37점), 종합병원인 도시노인(0.25점)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의 심리적 간호요구

도의 평균점수는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

(1.52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0.54점), 도시노인(0.43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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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간호요구도                    (N=100)

   * Fisher's LSD 검정 p<0.05 

특성 구분       지역
도시 농촌

F p
M±SD(N) M±SD(N)

성별
 남 0.57±1.45(28) 0.81±1.65(22)

0.43 0.72
 여 0.95±1.88(22) 1.03±1.47(28)

연령
 65-74세 0.58±1.49(34) 1.13±1.66(38)

1.22 0.30
 75세이상 1.06±1.94(16) 0.33±0.88(12)

종교
 있음 0.92±1.80(40) 0.96±1.44(33)

1.04 0.37
 없음 0.00±0.00(10) 0.88±1.76(17)

교육정도

 무학 1.25±2.50(4) 1.47±1.84(17)

1.12 0.35 초등졸/중졸 1.12±2.09(16) 0.61±1.29(26)

 고졸이상 0.46±1.22(30) 0.85±1.46(7)

가구종류
 부부가구 0.40±1.14(35) 0.88±1.62(27)

1.97 0.12
 독신가구 1.53±2.32(15) 1.00±1.47(23)

비상

연락자

 있음 0.75±1.66(49) 0.94±1.54(50)
0.30 0.74

 없음 0.00±․(1) 0.00±․(0)

수발자
 있음 0.71±1.64(46) 0.91±1.53(46)

0.21 0.88
 없음 1.00±2.00(4) 1.25±1.89(4)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0.25±0.94(27)* 0.40±0.96(10)*

2.84 0.02 병원/의원/한의원 1.05±1.95(20)* 1.25±1.72(32)*

 공공기관 3.00±2.64(3)* 0.37±1.06(8)*

질병유무
 있음 0.78±1.70(37) 0.84±1.56(32)

0.26 0.84
 없음 0.61±1.55(13) 1.11±1.52(18)

질병수
 1가지 1.00±1.76(19) 1.05±1.81(17)

0.43 0.72
 2가지이상 0.55±1.65(18) 0.60±1.24(15)

유병기간
 10년미만 0.80±1.67(20) 0.94±1.74(19)

0.06 0.97
 10년이상 0.76±1.78(17) 0.69±1.31(13)

월수입

 50만원이하 1.05±2.09(18) 0.96±1.44(33)

0.87 0.49 51-100만원 0.50±1.36(16) 1.36±2.06(11)

 101만원이상 0.62±1.36(16) 0.00±0.00(6)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0.00±․(1) 1.25±2.00(12)

1.18 0.32 연금/예치금 0.44±1.23(34) 0.64±1.27(14)

 가족에 의존 1.46±2.26(15) 0.95±1.45(24)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2.00±2.77(8)* 1.52±1.83(21)*

2.45 0.03 보통이다 0.43±1.13(30)* 0.54±1.18(22)*

 넉넉한 편이다 0.66±1.55(12) 0.42±1.13(7)

주거형태
 자가 0.63±1.44(41) 0.93±1.56(44)

0.46 0.71
 비자가 1.22±2.43(9) 1.0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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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적 간호요구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적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을 Fisher's LSD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8>.

   적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종교와 주요 수입원이었고,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 간호요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가 있는 농촌노인의 적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는 1.54점으로 가장 높았

고, 종교가 있는 도시노인(1.47점), 종교가 없는 농촌노인(0.29)의 순으로 간호요구

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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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 간호요구도                       (N=100)

   * Fisher's LSD 검정 p<0.05 

특성 구분       지역
도시 농촌

F p
M±SD(N) M±SD(N)

성별
 남 1.17±1.54(28) 0.63±1.09(22)

1.82 0.14
 여 1.54±1.62(22) 1.50±1.57(28)

연령
 65-74세 1.05±1.36(34) 1.31±1.54(38)

2.41 0.07
 75세이상 1.93±1.84(16) 0.50±0.79(12)

종교
 있음 1.47±1.64(40)* 1.54±1.52(33)*

3.56  0.01
 없음 0.80±1.13(10) 0.29±0.77(17)*

교육정도

 무학 1.50±1.73(4) 1.11±1.53(17)

0.35 0.87 초등졸/중졸 1.56±1.75(16) 1.23±1.39(26)

 고졸이상 1.20±1.49(30) 0.71±1.49(7)

가구종류
 부부가구 1.20±1.53(35) 0.77±1.08(27)

1.55 0.20
 독신가구 1.66±1.67(15) 1.52±1.70(23)

비상

연락자

 있음 1.36±1.57(49) 1.12±1.43(50)
0.66 0.51

 없음 0.00±․(1) 0.00±․(0)

수발자
 있음 1.41±1.61(46) 1.19±1.46(46)

1.12 0.34
 없음 0.50±0.57(4) 0.25±0.50(4)

주 이용 

의료기관

 종합병원 1.55±1.55(27) 0.70±0.67(10)

0.67 0.64 병원/의원/한의원 1.10±1.61(20) 1.12±1.56(32)

 공공기관 1.00±1.73(3) 1.62±1.59(8)

질병유무
 있음 1.35±1.61(37) 1.09±1.57(32)

0.18 0.90
 없음 1.30±1.49(13) 1.16±1.20(18)

질병수
 1가지 1.10±1.41(19) 0.88±1.45(17)

0.66 0.57
 2가지이상 1.61±1.81(18) 1.33±1.71(15)

유병기간
 10년미만 1.40±1.66(20) 1.26±1.52(19)

0.33 0.80
 10년이상 1.29±1.61(17) 0.84±1.67(13)

월수입

 50만원이하 1.38±1.33(18) 1.39±1.63(33)

0.85 0.51 51-100만원 1.50±1.96(16) 0.63±0.80(11)

 101만원이상 1.12±1.45(16) 0.50±0.54(6)

주요 

수입원

 직장이나 일 1.00±․(1) 2.16±1.89(12)

2.68 0.02 연금/예치금 1.05±1.45(34) 0.71±1.26(14)

 가족에 의존 2.00±1.73(15) 0.83±1.00(24)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이다 1.25±1.48(8) 1.23±1.84(21)

0.31 0.90 보통이다 1.23±1.50(30) 1.09±1.15(22)

 넉넉한 편이다 1.66±1.87(12) 0.85±0.89(7)

주거형태
 자가 1.36±1.65(41) 1.04±1.41(44)

0.49 0.68
 비자가 1.22±1.20(9) 1.6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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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부만 생활하거나 또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단독가구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당면하게 될 노인문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독가구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증진을 돕기 위해 

이들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독가구 노인의 특성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65-74세의 노인(72.0%)

이 75세이상의 노인(28.0%)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의 용

이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또한 각 복지회관 노인들의 주 연령대가 60, 70대로 파악

되었다. 박충선과 남정림(1996)의 연구에서도 도시지역의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

로 노인정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한 결과 65-74세의 노인(50.6%)이 

75세이상 노인(18.6%)보다 훨씬 많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분포에서는 종교를 가진 노인(73.0%)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단독가구 노

인을 연구대상자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강미선, 1991; 박충선, 남정

림, 1996; 김미 , 1997; 이 자, 1999; 김기련, 2000).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로 뚜렷이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무

학인 도시노인이 8.0%, 농촌노인이 34.0% 으며, 고졸이상인 도시노인이 60.0%, 

농촌노인이 14.0%로 도시노인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시지역 대상자의 과거직업으로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았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과 상업이 많았던 것이 교육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대도

시의 단독가구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경란 등(1995)의 연구에서 무학이 

25.9%, 고졸이 17.6%로 나타나 본 연구의 도시노인들보다 교육정도가 낮았고, 농

촌의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경혜(1996)의 연구에서는 무학이 49.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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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이상이 5.5%로 나타나 본 연구의 농촌노인들보다 교육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선행연구들이 약 10년 전에 수행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 

당시의 노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적인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해

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노인 단독가구 내에서 가구 형태별 구성비율을 보면, 도시와 농촌지역 전체에

서 독신가구가 38.0%, 부부가구가 62.0%로 나타나 부부가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와도 유사하다(이가옥, 

권중돈, 1989; 정경희 외, 1999).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은 응급시 연락할 비상 연락자(99.0%)가 있었으며, 비상 

연락자로는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서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 중 아들을 꼽았다.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할 때 대상자를 수발해 줄 수발자로 도시와 농촌지역

에서 대부분 노인이 있었으며(92.0%) 수발자로는 도시노인들은 2/3정도가 배우자

를 선택하 고, 농촌노인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반반씩 정도로 선택하 는데 자녀

로는 며느리와 딸이 포함되었다. 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기련(2000)의 연

구에서 간호제공자로 딸(2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단독가구 노인들

에서는 그들의 장남부부와 가장 자주 접촉(49.7%)하며 그 다음이 딸부부(22.4%)이

며 장남의 책임감과 딸의 친 감이 단독가구 노인의 자녀접촉 유형의 근저에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독신가구 일 경우에 결혼한 딸과의 접촉이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한경혜, 1996).  

   월수입은 50만원이하의 노인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월수입이 많은 노인들이 더 많았다. 이는 김기련(2000)의 연구에서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월수입으로 11-20만원인 노인이 76.7%로 가장 높게 나와 일반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서 월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들

의 경제적 어려움도 짐작할 수 있었다.

   주요 수입원으로 본 연구에서 도시노인들은 젊은 시절 축적해 놓은 재산이나 

이자소득인 연금/예치금이 68.0%로 가장 많았고 농촌노인들은 가족에 의존(48.0%)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경희(1999)의 연구에서 도시노인(2.0%)에 비해 농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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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24.0%)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박충선과 남정림(1996)의 연구에서도 도시노인

들 중에서 주요 수입원으로 개인의 축적된 재산소득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농촌노인들은 직접적인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에서는 정년

퇴직이나 은퇴라는 개념이 없이 노동가능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노인들 스스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연구 대상자의 52.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단독

가구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자(1999)의 연구에서도 ‘보통이다’가 52.9%로 가

장 많았다. 그리고 단독가구 농촌 노인들의 경제수준도 ‘중’이 47.6%로 가장 많았

는데(한경혜, 1996), 이와 같이 중간수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 중의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의 성격이 극단적인 표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중립적인 성향이 있어 ‘보통’이나 ‘중’에 응답자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들의 주 이용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37.0%의 노인이 종합

병원을 이용하고 11.0%의 노인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

활보호대상 독거노인들의 종합병원 이용이 11.1%, 보건소 이용이 18.9%인 연구(김

기련, 200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단독가

구 노인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좀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자의 69.0%가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고혈압(21.2%)이 가장 많았고 소

화기계 질환(12.4%), 순환기계 질환(10.6%), 당뇨병(9.7%), 퇴행성 관절염(8.9%), 디

스크(6.2%), 백내장(5.3%), 전립선비대증(4.4%), 골다공증(3.5%), 뇌졸중(2.7%)과 천

식(2.7%)의 순이었다. 이들 질환을 가진 대상자 중 반 정도가 1가지의 질병(52.2%)

을 가졌고, 10년미만의 유병기간(56.5%)을 가졌다. 

   김인순(1998)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의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관절염과 천식이었으며, 김기련(2000)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은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 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자료에 따르면 관절염이 노인들에게 가

장 많았고, 요통/좌골통, 고혈압 순이었다. 외국의 경우, Huang & Lin(2002)의 연

구에서 대만의 타이페이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부분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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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으며 빈도 높은 질환으로 관절염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골다공증 순이었으

며, Mokgele & du Rand(1999)의 연구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인들의 만성

질병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절질환이었으며, Yu(1995)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요인으로 만성질병의 수, 

간호제공자, 연령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독가구 노인들을 위해 간호

중재 마련 시 고혈압, 순환기계 질환, 관절염 등과 같이 본 연구에서 언급된 빈도 

높은 질병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체 간호요구도는 총 121점 만점에 평균 11.98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측정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생

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기련(2000)의 연구에서는 평균 30.33점, 

세민지역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금희(1998)의 연구에서는 평균 38.87점으로 

단독가구 일반노인 보다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간호요구도가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온 이유로는, 연

구자가 연구 수행의 용이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단독가구 노인

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즉, 노인복지회관에 다

니는 단독가구 노인들 대부분은 중증의 질병없이 활동이 자유로웠다는 점이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 고 이들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취약계층인 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으므로 이

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의  간호요구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간호요구도 측정도구는 주로 대

상자의 질병에 많은 초점을 두고 간호요구도를 측정하 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단독가구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도구의 초점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도

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중에서 도시노인들은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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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가정환경

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신체적 간호요구도,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순이었고, 농촌노인들은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

았고, 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순으로 도시노인의 간호요구도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한 김기련(2000)의 

연구와는 차이가 나는데 즉,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적 간

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의사소통 및 건강지식에 관한 

간호요구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순이었다. 또한 세민지역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금희(1998)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가 가장 높았고, 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사회 및 지식학습에 대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순으로 나타났고, 양승희 등(2001)도 세민과 독

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적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가정환경에 대

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의사소통 및 정보에 대한 간호요구도, 일상생

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순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에서는 가정환경에 대

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

구도가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일반노

인을 대상으로 한 이광옥(1998)의 연구에서도 건강상담에 대한 가정간호요구가 가

장 높은 것과 농촌지역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연환과 송미순(1995)의 가정

간호요구도 연구에서 노인들의 교육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건강관

리와 건강유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그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도와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에 대

한 간호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여자 노인군이 남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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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다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의 평균수

명이 남자에 비해 길어 여자노인 독신가구의 비율이 높고 여자 가구주의 취업율

(42.6%)도 남자 가구주의 취업율(69.4%)보다 낮아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가옥, 권중돈, 1989; 이가옥 외, 1994; 조애저, 1999). 그

리고 본 연구에서 질병 시 간호해 줄 수발자가 없는 노인들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서 각각 8.0%씩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경희

(2002)의 실태조사에서는 신체적 부양 수혜율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79.2%,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81.0%로 높은 반면, 독거노인의 경

우 30.3%로 낮아 단독가구 노인들 중 특히 독거노인의 신체적 부양에 관심을 두

어야 함을 시사하 다. 

   연령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75세이상의 농촌노인의 가정환경

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생활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신체적 간호요구도와 전체 

간호요구도에서는 도시의 75세이상 노인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는데, 선행연구

들에서도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혜, 1989; 최금희, 1998; 김기련, 2000). 

   종교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적 간호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종교가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군에서 간호요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김기련(2000)과 양승희 등(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종교가 없는 노인들보다 적 간호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순(1998)은 독거노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를 위하

여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앙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교생활을 하면서 마

음을 닦는 것을 중시한다고 했다. 

   교육정도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

구도,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농촌지역의 무학

인 노인이 가정환경, 신체적,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

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금희(1998)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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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간호요구도와 사회 및 지식학습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도 유사함을 보 다. 최 희 등(1990)은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의 신체건강 점

수가 낮음을 보고하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곧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은 생계를 위해 신체의 체력을 많이 소모해 왔

고 건강관리에도 소홀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으며, 그의 연구를 통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들이 건강식품

이나 보약을 통해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박충선

과 남정림(1996)에 의하면 단독가구 노인들의 건강관리 전략도 교육수준, 거주지

역,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인의 교육정도는 이들

의 경제적 능력향상과 노후생활의 운용능력 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

로 사회교육 재훈련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종류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전체 간호요

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의 독신가구 노인들은 부부가

구 노인들보다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전체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그 중에서도 농촌의 독신가구 노인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Ahn & Kim(2004)의 연구에서 농촌의 일반 독거노인들은 양상태가 불

량했으며 재정적인 지지를 원하 고, 일반 독거노인의 거택환경을 조사한 김진희

와 정문희(2000)의 연구에서는 실내온도와 실내습도는 적정 범위에 있었으나 실내

사용조도는 평균 43.61Lux로 빛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 단독가구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송점호, 1994)에서 대상자의 

46.3%는 주택형태가 신체적 조건과 거동에 대단히 불리하고 불편한 재래식 스레

트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단독가구 노

인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시 부부가구보다는 독신가구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비상 연락자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비교되는 한 집단에서 대상자가 1명으로 사후검정이 

불가능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알 수 없었으나 비상 연락자가 있는 농촌지역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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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인순(1998)의 연구에서 독거노인

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

담감 때문에 건강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올바른 건강행위가 아닌 약물의 지나친 복용이나 잘못된 복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감안해 볼 때, 질병의 예방차원이나 더 악화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들이 올바른 건강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

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수발자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는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질병관련 지식

에 대한 간호요구도,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

는데,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수

발자가 없는 노인들에게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농촌지역의 수발

자가 없는 노인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김기련(2000)의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간호요구도에서도 간호제공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가정환경에 대한 간

호요구도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 수발자

가 없는 대부분 노인들은 독신노인이거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며, 노인 

자신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상태도 좋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

는 차상위 계층의 노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 계층의 노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

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에도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체계

적으로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수입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전체 간호요구

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월수입이 50만원이하인 농촌지역 노

인의 가정환경과 전체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옥 등(1994)

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약한 편

이지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거노인들은 생활비가 

적을수록 불안과 우울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정문희, 2000). 

   주요 수입원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질병관련 지

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적 간호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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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승희 등(2001)의 연구에서는 기타 수입원과 자

녀로부터 수입원을 가진 대상자에서 신체적, 심리적, 적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군에서 주요 수입원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노인들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높았는데, 

현 세대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주역으로서 젊어서 생계와 자녀교육

에 수입을 다 써버리고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노인부양 실태조사에서 자녀에게 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이 

50%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3%에 그

치고 있어(이가옥 외, 1994) 노인들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 수입원이 직장이나 일인 농촌지역 노인들에서 

적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도시지역 노인들에서는 가족에 의존

하는 노인들의 적 간호요구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노인들에서 심적으로 안정과 위안을 찾기 위해 종교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인순(1998)의 연구에서 독거노인들은 종교

단체의 사람들을 통해 금전적, 물질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보답행

위로 그 종교단체에 참석하며 아주 적은 돈이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호요구도, 전체 간호요구

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

고 응답한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에서 언급된 각각의 역에서 간호요구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즉, 단독가구 노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주거환경, 양상태, 경제상태가 나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질병과 관련된 지식

수준이 낮고,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노인 단독가구의 전형적인 어려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일반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마련과 국가차원의 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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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태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는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비자가’인 도시노인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처럼 도시의 ‘비자가’ 노인이 농촌의 ‘비자가’ 노인보다 간호요구도가 더 

높은 것은 두 지역간의 경제수준의 차이로 해석되며,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연

구대상자로 한 김기련(2000)의 연구에서 사 세 집에 사는 노인의 가정환경에 대

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 의료기관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는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와 심리적 간호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농촌

노인군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기관

을 이용하는 농촌지역의 노인들보다 도시지역의 노인들에게서 심리적 간호요구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단독가

구 노인들은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단독가구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력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인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단독가구 노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신적인 고독감, 우울, 

불안 등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송점호, 1994). 한편, 독거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보다 우울이 3.3배 더 많았고 도시거주 노인들이 시골거주 

노인들보다 3.8배 더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Schulman et al., 2002). 그러나 최

근 국내 연구에서는 도시노인보다 농촌노인에서 우울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심미경, 박정모, 2002). 

   질병유무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는 전체 간호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질병이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적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계층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

원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수와 유병기간에 따른 간호요구도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질병을 가진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유병기간이 10년미만인 농촌노인과 10년이상인 농촌노인이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두 변수에 대해 농촌지역의 노인군에서 도시지역의 노

인군보다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 도시노인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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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이 농촌노인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교육정도가 건강지식에 향을 미친

다는 이응창과 남철현(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당뇨병 환자들에서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당뇨병에 대한 지식과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한경아, 민경완, 1999)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간

호전략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하 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해 보면, 지금까지는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요구도 조사 연구가 연구대상자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주로 선택되어졌고 연구의 방향

은 대상자의 질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

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간호요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질병중심의 측정도구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단독가구 일반노인

의 간호요구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

이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들은 

재정적인 면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으나 단

독가구 일반노인들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간호중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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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단

독가구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마련과 노인복지정책

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4년 3월 29일부터 3월31일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질

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광역시와 인근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의 단독가구 노인을 지역별로 각각 50명씩 총 100명

을 의도 표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UTMB의 Home Health Agency에서 사용하는 가정간호요구 사정

표를 김기련(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고, 간호요구도의 내용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도, 가정환경에 대

한 간호요구도, 신체적 간호요구도,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 심리적 간

호요구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 간호요구도는 김기련(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을 포함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

분율로 분석하고, 간호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고,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

도와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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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연령이 71.58세로 전체노인 중 65-74세 노인이 

72명(72.0%)으로 많았고, 교육정도에서 도시노인은 고졸이상이 30명(60.0%), 농촌

노인은 초등졸/중졸이 26명(52.0%)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노인 중 51명(51.0%)의 

노인이 50만원이하의 월수입이었으며, 주요 수입원으로 도시노인은 연금/예치금

(68.0%), 농촌노인은 가족에 의존(48.0%)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체노인 중 69명

의 노인이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도시노인에서는 고혈압(13.2%), 소화기계 질

환과 당뇨병(각각 7.1%), 순환기계 질환과 디스크(각각 4.4%) 순이었고, 농촌노인

에서는 고혈압(8.0%), 소화기계 질환과 퇴행성 관절염(각각 5.3%), 백내장(3.5%) 순

이었다. 

   2. 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전체 간호요구도는 총 121점 만점에 평균 11.98점이었고, 이 

중 도시노인의 간호요구도는 평균 10.74점, 농촌노인은 13.22점으로 차이가 있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역별 전체 간호요구도에

서는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평균평점 0.9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총 29점 만점에 평균 2.89점이었고, 도시노인

은 평균 2.24점, 농촌노인은 3.54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 역인 재정적 문제에서 도시노인은 평균 0.72점, 농촌노인

은 평균 1.6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2, p=0.00). 

   3) 신체적 간호요구도는 총 69점 만점에 평균 5.78점이었고, 도시노인은 평균 

5.24점, 농촌노인은 평균 6.32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 역인 호흡기계와 근골격계 역에서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는데, 호흡기계에서 도시노인의 평균은 0.26점, 농촌노인의 평균은 

0.7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t=-2.29, p<0.05), 근골격계에서도 도시노인의 평

균은 0.80점, 농촌노인의 평균은 1.7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15, p=0.00). 

   4)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총 2점 만점에 평균 1.83점이었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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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평균 1.68점, 농촌노인은 평균 2.0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2.75, p=0.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 교육정도, 가구종류, 

수발자, 질병유무, 월수입, 주관적 생활수준이었다. 즉, 75세이상의 도시노인, 독신

가구로 생활하는 농촌노인,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 질병이 있는 농촌노인, 월수

입이 50만원이하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

노인에서 전체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2)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

정도, 가구종류, 수발자, 월수입, 주요 수입원, 주관적 생활수준, 주거형태 다.   

즉, 여자 농촌노인, 75세이상의 농촌노인, 무학인 농촌노인, 독신가구로 생활하는  

농촌노인,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 월수입이 50만원이하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

수준을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촌노인, 비자가 농촌노인에서 가정환경에 대

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3) 신체적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 교육정도, 주관적 생

활수준이었다. 즉, 75세이상의 도시노인, 무학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

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에서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4)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비상 연락

자, 수발자, 주 이용 의료기관, 질병수, 유병기간, 주요 수입원, 주관적 생활수준이

었다. 즉, 수발자가 있는 농촌노인과 수발자가 없는 농촌노인, 종합병원, 병원/의

원/한의원, 공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각각의 농촌노인, 1가지의 질병을 가진 농

촌노인과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농촌노인, 유병기간이 10년미만인 농촌노인과 

10년이상인 농촌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넉넉한 편

이다’라고 응답한 각각의 농촌노인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5) 심리적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주 이용 의료기관과 주관

적 생활수준이었다. 즉, 공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도시노인, 주관적 생활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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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시노인에서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6) 적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종교와 주요 수입원이었다. 

즉, 종교가 있는 농촌노인에서 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독가구 일반노인에게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이나 신체적 측면의 간호요구보다는 질병과 관련된 지식 측면, 적 측면, 심리적 

측면의 간호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독가구 일반노인

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신체적 질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건강관리나 건강유지․

증진에 중점을 둔 지지적인 간호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

상자의 연령이 높고 주관적 생활수준을 어렵다고 인지하는 도시노인, 교육정도가 

낮고 독신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농촌노인, 수발자가 없고 질병이 있으며 월수입이 

적은 농촌노인에서 전반적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세민이

나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간호요구도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단독가구 일반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인 지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

인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B. 제언   

1.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단독가구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 노인복지회관에도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

2.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질병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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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의 단독가구 노

인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제언한다.



- 54 -

참 고 문 헌

강미선 (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강혜 , 신유선 (1996). 일부 ‧호남지역의 도시‧농촌노인의 건강상태 비교연구. 

간호과학논집, 1, 105-123.

고 수 (1993). 혼자사는 노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주거환경, 경제, 건강  

및 정서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자순 (1986). 한국노인 건강보호 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노년학, 6, 13-25.

김건열 (1989). 노인성질환의 추세와 대책. 한국노년학, 9, 7-14.

김기련 (2000). 부산시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가정간호요구 조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  (1997). 독거노인의 건강기능상태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국보건간호학회지, 11(2), 94-105.

김인순 (1998).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자혜 (1992). 노부부 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계.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

국사회연구회.

김주성 (1999). 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2), 

227-239.

김진순 (1996). 노인가정간호사업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16(1), 

163-178.

김진희, 정문희 (2000). 독거노인의 거택환경과 기분상태, 일상생활활동 및 간호요

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1), 26-40.

박경란, 제미경, 오찬옥 (1995).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가

족‧소비‧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5(2), 117-139. 



- 55 -

박연환, 송미순 (1995). 일개 군 지역 노인의 가정간호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

학논문집. 9(1), 69-87.

박충선, 남정림 (1996). 노인단독가구의 생존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노인단

독가구의 제반 욕구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6(2), 81-101.

변용찬 (1999).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29), 30-40.

변용찬 (2001). 인구변동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통권(62), 5-15.

송점호 (1994).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

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추진, 윤가현 (1995). 재가서비스 수혜자인 독거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연구. 한국

노년학연구, 4, 47-66.

신유선 (1997). 일부 도시‧농촌노인의 건강상태 비교 연구-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

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237-249.

심미경, 박정모 (2002). 일부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 우울, 생활만족

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689-698.

안혜경 (1998). 노인의 건강상태 및 간호요구도 조사. 기본간호학회지, 5(1), 47-64.

양승희, 김신미, 김순이 (2001). 노인의 가정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1), 31-46.

우선혜 (1989). 의료보호 대상자의 가정간호요구 및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 숙 (1985).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혜  (1988). 한국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회의학적 비교분석 연구. 경희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가옥, 권중돈 (1989).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 인구보건논집, 9(2), 92-115.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가옥, 서미경, 김정석 (1994). 취약계층 노인의 부양실태 비교분석. 보건사회논집, 

14(2), 3-18.

이광옥 (1998).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기능상태, 삶의 질 및 가정간호요구에 관한 연



- 56 -

구. 간호과학, 10(2), 73-82.

이소우, 하양숙, 김금순 (1997). 한국 도시노인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연구. 간호

학논문집, 11(2), 206-229.

이 자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

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응창, 남철현 (1997). 노인의 건강지식 및 행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한국

노년학, 17(3), 117-143.

임종권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정경희, 조애저, 오 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9).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1999). 노인의 경제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29), 17-29.

정경희 (2002). 노인의 주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연구, 22(1), 

101-127.

정경희 (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68), 29-40.

조선화, 김병성, 김공현, 박형종 (1994). 재가노인의 가정간호요구도 및 일상생활능

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2), 125-145.

조유향 (1996). 노인간호. 서울: 현문사.

조애저 (1999). 노인가구의 제특성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29), 6-16.

조원정, 김용순, 김주희, 김진순, 연기순, 이광옥, 한경자 (1991). 가정간호사업의 수

요측정과 모형설정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 30(2), 54-75.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최금희 (1998). 도시 세민지역 재가노인의 가정간호요구.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순남 (1984). 현대사회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최 희, 김문실, 변 순, 원종순 (1990). 한국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간

호학회지, 20(3), 307-321. 

최 희 (1999). 노인과 건강. 서울: 현문사.



- 57 -

한경아, 민경완 (1999).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지식에 관한 

연구. 노인병, 3(3), 98.

한경혜 (1996).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8.

한경혜 (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

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46-58.

Alford, D. M., & Futrell, M. (1992). Wellness and health promotion of the 

elder. Nursing Outlook, Sep/Oct, 221-225.

Ahn, Y. H., & Kim, M. J. (2004). Health care needs of elderly in a rural 

community in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1(2). 153-161.

Huang, L. H., & Lin Y. C. (2002). The health state and needs of community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0(3), 227-236.

Mokgele, E., & du Rand, P. P. (1999). Health needs assessment of the elderly 

people of Mangaung. Curationis, 22(3), 100-105.

Schulman, E., Gairola, G., Kuder, L., & McCulloch, J. (2002), Depression and 

associated characteristics among community-based elderly people. 

Journal of Allied Health, 31(3), 140-146.

Seabrooks, P. A., Kahn, R., & Gero, G. (1987). Cross-cultural observ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47(4), s183-s190.

Yu, S. (1995). A study on functioning for independent living among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Public Health Nursing, 12(1), 41-40.



- 58 -

        

부     록



부록 1. 질문지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앞으로 단독가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증진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 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빕니다. 

                                                            2004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이금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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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에 기입 또는 "V"표 해 주십시오.

<일반적 사항>

1. 성별: ① 남 _____    ② 여 _____

2. 연령: 만 _______세

3. 종교: ① 불교____ ② 기독교____ ③ 천주교____ ④ 기타____ ⑤ 없음____ 

4. 교육정도: ① 무학___   ② 초등졸___   ③ 중졸___   ④ 고졸___ 

            ⑤ 전문대 또는 대졸이상___ 

5. 배우자와의 관계: ① 동거___ ② 사별___ ③ 이혼___ ④ 별거___ ⑤ 미혼___

6. 귀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   ② 없다____

   6-1. 만약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____   ② 아들____   ③ 딸_____   ④ 며느리_____ 

      ⑤ 친척_____    ⑥ 이웃____   ⑦ 타인(봉사자)_____  ⑧ 기타_____ 

7. 귀하가 편찮으실 때 간호해 줄 사람은 있습니까? ① 있다____   ② 없다____

   7-1. 만약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____   ② 아들____   ③ 딸_____   ④ 며느리_____ 

      ⑤ 친척_____    ⑥ 이웃____   ⑦ 타인(봉사자)_____  ⑧ 기타_____  

8.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① 종합병원____ ② 병원____ ③ 의원____ ④ 한의원____ ⑤ 보건소_____     

   ⑥ 보건진료소____ ⑦ 보건지소_____ ⑧ 약국_____  ⑨ 기타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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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평소 신체적으로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① 있다____   ② 없다____

   9-1. 만약 있다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2. 그렇다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   ② 없다____

10. 귀하는 현재 질병/질환을 갖고 계십니까?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10-1. 만약 있다면 어떤 질환이며 몇 년간 앓으셨습니까?

      질환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년간

      질환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년간

      질환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년간

      질환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년간

11. 귀하가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_____   ② 상업 또는 사업___   ③ 사무직_____   ④ 육체 노동자____

  ⑤ 전문직___   ⑥ 기술직______        ⑦ 주부_______   ⑧ 기타______

12. 귀하의 가정의 월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__________만원 정도

  

13. 귀하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① 직장이나 일(본인수입)_____  ② 연금(직장관련)_____  ③ 예치금(이자)_____  

  ④ 배우자에 의존_____  ⑤ 자녀에 의존_____  ⑥ 사회복지기금(동사무소)____  

  ⑦ 노인연금____ ⑧ 친구 및 지역사회후원회____ ⑨ 기타____

  

14. 현재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어렵다_____     ② 어려운 편이다_____   ③ 보통이다_____

  ④ 넉넉한 편이다_____   ⑤ 아주 넉넉하다_____

15.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은 어떤 것입니까?

  ① 자가_____         ② 전세_____       ③ 임대 아파트_____   

  ④ 사 세(월세)_____  ⑤ 기타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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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간호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십시오.

역별 

간호요구
간호요구 내용 예 아니오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요구

개인위생

1. 먹는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2. 옷 입는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3. 몸 치장(화장, 머리손질)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4. 목욕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5. 배변하기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6. 손씻기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7. 발씻기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기동성
1. 계단에서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2. 외출하여 밖에서 혼자 일을 볼 수 있습니까?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

주 수발자의 

역할

(다음은 

귀하가 

편찮으실 때 

당신을 주로 

돌봐주시는 

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주 수발자는 귀하의 개인위생(세수, 양치, 목욕)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2. 주 수발자는 귀하의 기동(움직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3. 주 수발자는 귀하가 약을 드시거나 바르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습니까?

4. 주 수발자는 귀하의 식사를 준비해 주거나 식사

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5. 주 수발자는 주위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정적 문제

1. 수입은 적당합니까?

2. 귀하의 의료보험은 의료비용 지불과 필요한 약품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3. 수입은 음식과 필수품을 사는데 적당합니까?

4. 수입은 병원이나 의원을 가기 위한 교통비(버스, 

택시)지불에 적당합니까?

5. 수입으로 필수품 외 다른 품목(술, 담배, 간식류)

을 살 수 있습니까? 

가정 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요구

1. 주택 구조물은 안전합니까?(벽의 균열이 있거나 

흔들거림이 있음)

2. 기능상 위험한 장애물(계단, 방의 출입 어려움)이 

있습니까?

3. 가구나 전기줄, 발깔게의 배치는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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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간호요구
간호요구 내용 예 아니오

가정환경에 

대한 

간호요구

가정 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요구

4. 열시설과 전기시설은 안전합니까?(전기난로 등이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있음)

5. 하수시설은 위생적 입니까?

6. 냉장시설은 안전합니까?((바닥이 편평하고 물이 

새지 않는 곳 등)

7. 잠자리가 좁거나 주위에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

까?

8. 환기시설은 충분합니까?

9. 가스시설은 안전합니까? 

10. 수돗물은 안전합니까? 

11. 조리시설은 적절합니까?

12. 기생해충(바퀴벌레, 이, 벼룩)이 집안에 있습니

까? 

13. 불안전한 이웃(약물중독자, 전과자, 정신 이상자 

등)이 있습니까?

양관리에 

대한 요구

1. 수분섭취(국, 물, 음료수: 2ℓ, 1되/1일)는 충분합

니까? 

2. 음식섭취(밥 한공기 500g/1끼 식사)는 충분합니

까?

3. 씹고 삼키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4. 치아결손이 있습니까? 

5. 최근 6개월 내 심각한 체중의 증가가 있었습니

까?(5kg 이상)

6. 최근 6개월 내 심각한 체중의 감소가 있었습니

까?(5kg 이상)

신체적 

간호요구
신경계

1. 지남력, 민첩성의 장애가 있습니까?

2. 경련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3. 떨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4. 불안정한 걸음걸이나 운동실조가 있습니까?

5. 신체의 균형장애가 있습니까? 

6. 두통이나 현기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7. 무의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특히 최근에)

8. 감각상실이 있습니까?

9. 신체부위에 통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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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간호요구
간호요구 내용 예 아니오

신체적 

간호요구

신경계

10. 사지마비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11. 기억력 상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12. 혼돈이나 혼수, 반혼수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

까? 

13. 실어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14. 두통이 있습니까?

내분비계/

혈액계

1. 다뇨(많은 양의 소변), 다갈(자주 목이 마름), 다

식(많은 양을 먹음)의 증상이 있습니까?

2. 멍이나 점상출혈의 증상이 있습니까?

호흡기계

1. 휴식하는 동안에 호흡하기가 힘드신 적이 있습니

까? 

2. 누워 계실 때 호흡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3. 기침을 자주 하십니까? 

4. 가래가 나옵니까?

5. 숨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6. 호흡곤란으로 산소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7. 호흡 보조기계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8. 기관절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골격계

1. 관절의 정상범위운동(ROM)에 제한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뼈와 관절에 이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사지에 경련 혹은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사지에 발적, 종창, 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5. 움직이거나 일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6. 사지에 절단된 부위가 있습니까?

7. 사지에 인공보철(핀이나 금속기계)을 사용하신 적

이 있습니까?

8. 보행 시 보조장비(지팡이, 목발)가 필요합니까?

소화기계

1.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

까?

2. 심한 복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비정상적인 대변 양상(대변이 검거나 피가 섞임)

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4. 설사나 변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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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간호요구
간호요구 내용 예 아니오

신체적 

간호요구

소화기계

5. 완화제를 남용하거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6. 대변 실금이 있습니까? 

7. 복강 내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습니까?

8. 평소에 복부 팽만감이 있습니까?

9. 관주 양(Enteral feeding)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

까?

10. 결장루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순환기계

1. 심계항진(가슴의 두근거림)을 자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2. 현기증, 어지러움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야간에 호흡곤란이 있습니까? 

4. 흉통(가슴의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5. 인공심박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식기계

1.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분비물이 있습니

까?

2. 자궁이나 전립선과 관련된 이상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3. 생식기(질, 음경)의 분비물이 있습니까? 

비뇨기계

1. 뇨실금이 있습니까? 

2. 자주 소변이 마렵습니까? 

3. 배뇨시 통증이나 열감이 있습니까?

4. 소변의 정체(소변이 방광에 차 있고 나오지 않음)

가 있습니까?

5. 야뇨증이 있습니까? 

6. 핍뇨증(소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소변이 잘 나오

지 않음)이 있습니까? 

7. 혈뇨(피섞인 소변)가 있습니까?

8. 외부적 인공도뇨관(External catheter)을 가지고 

있습니까? 

9. 유치 도뇨관(Indwelling catheter)을 가지고 있습

니까?

10. 소변에 이상한 냄새나 색깔, 찌꺼기 등이 섞여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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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간호요구
간호요구 내용 예 아니오

신체적 

간호요구
감각기계

1. 청각장애가 있습니까?

  1-1. 만약 “예”라면 보조장치(보청기)를 사용하십

니까? 

2. 시력장애가 있습니까?

  2-1. 만약 “예”라면 안경을 사용하십니까?

3. 귀속의 분비물이 있습니까?

4. 눈의 충혈, 가려움, 통증이 있습니까?

5. 귀나 눈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6. 읽고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7. 귀하의 의사전달에 장애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

까?

건강지식과 

관련된 

간호요구

건강지식

1. 복용하고 계시는 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복

용이유, 방법, 용량) 

2. 귀하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질병의 원

인, 증상, 치료, 예후 등) 

심리적 

간호요구

심리적 

간호요구

1. 자주 불안을 느끼십니까? 

2. 자주 슬픔을 느끼십니까?

3. 자주 우울을 경험하십니까?

4. 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이 있습니까?

5. 체형 변화로 인한 고민이 있습니까? 

6. 대인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적 

간호요구
적 간호요구

1.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2. 적 체험(기도응답, 계시, 선몽 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3.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나 교인들이 귀하의 

댁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4. 귀하는 신에게 분노나 절망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본 적

이 있습니까?

6. 천국(천당)이나 죽음에 관해 다른 사람과 말 을 

나누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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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vey of Nursing Needs of Elderly People

 Living Independently

                                                     Lee, Geum So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needs of elderly people 

living independently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of Korea. It was done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s to maintain, promote and manage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and to develop appropriate welfare polici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0 elderly people living independently, 

50 in the city of Taegu and 50 in a rural area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methodology was a descrip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at three senior 

welfare centers during March and April 2004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UTMB(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Home Health Agency health needs 

scale modified by Kim(200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ith 

the SPSS 11.0 for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verage age was 71.58, and 

72.0% were 65-74 years of age. For urban elderly people 60.0% ha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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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graduation or higher education and for rural elderly people, 52.0% had 

elementary or middle school education. For 51.0%, monthly income was below 

500,000 won. Income sources were mainly from pension or deposits(68.0%) for 

urban people and for rural people, from their families(48.0%). Sixty-nine 

percent reported having a diseas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diagnoses for 

urban people were hypertension(13.2%), digestive disease(7.1%) and 

diabetes(7.1%), and circulatory disease(4.4%) and disc problems(4.4%), while 

rural people reported hypertension(8.0%), digestive disease(5.5%) and 

degenerative arthritis(5.5%), and senile cataracts(3.5%).  

   2. Nursing needs of respondents;

   1) Mean score for total nursing need was 11.98, with 10.74 for urban people 

and 13.22 for rural people.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For nursing need 

domains, the need for disease related knowledge was highest.

   2) The total mean score of nursing need for disease related knowledge was 

1.83 or a possible 2. For urban elderly people it was 1.68 and for rural elderly 

people, 2.00.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t=-2.75, p=0.00). 

   3. The following nursing need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respondents.

   1) The highest scores for total nursing needs for urban people were for 

those who were over 75 years old and who reported their standard of living 

as difficult. For rural people, highest scores were for those who lived alone, 

who did not have a care provider, who had a disease and whose monthly 

income was below 500,000 won.

   2) The highest nursing needs scores related to home environment were for 

rural people who were over 75 years old, uneducated, living alone, living in 

rented housing, not having a care provider, whose monthly incom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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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won, and reporting standard of living as difficult

   3) The highest scores for physical nursing needs were for urban elderly 

people who were over 75 years old, who responded that their standard of 

living was difficult and for rural elderly people who were uneducated.

   4) The highest nursing needs scores for disease related knowledge were for 

rural elderly people who did not have a care provider, who frequently used  

a medical center, hospital/clinic/oriental clinic, or public health center.

   5) The highest scores for psychological nursing needs were for urban 

elderly people who frequently used public health centers and who responded 

that their standard of living was difficult.

   6) The highest scores for spiritual nursing needs were for rural elderly 

people who reported having a relig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disease related knowledge, spiritual 

and psychological nursing needs were higher th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needs or physical nursing needs.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for elderly 

people living independently should include supportive nursing care centered on 

health maintenance, promotion and management, and not just physical disease.  

High nursing need was especially evident for urban elderly people over 75 

years old, who responded that their standard of living was difficult, and for 

rural elderly people who had a low education, lived alone, did not have a 

care provider, had a disease and had low monthly income. In the futur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support for elderly people living 

independently is required in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if 

regional and respondent characteristics are to be met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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