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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전문 간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열심히 공부를 쫓
아 왔지만,돌이켜보니 제 마음속에 존재했던 배움의 열정을 다 채우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먼저,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베
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내내 저보다 더한 열정으로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위해 한주도

빠짐없이 늦은 시간까지 한자 한자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추상희 교수님께 마음을
다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논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항상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던 이정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임상에 계시면서 바쁜
업무들을 뒤로 하고 논문지도를 위해 애써주신 박정숙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논문이 잘 진행되어 가는지 항상 마음을 졸이시며 충고해주신 이경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공부에 잦은 실습일정으로 동료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따

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소중한 병동식구 혜영이,세리,연주,선정이 그리고
우리병동 최고의 자랑거리 수석 2년차 3인방 유진,수진,소라에게도 진심으로 고
마움을 전하며,분만 휴가 중에도 논문진행을 궁금해 했던 현정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도구 개발과 이론의 틀을 잡아가는데 함께 참
여해주신 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의 고석범 진료지원 부장님,김지연 과장님,나해
리 과장님 그리고 치료실의 박유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에 있어서 결정적 도움을 주셨고,논문진행의 방향과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신 이태연 과장님과 파킨슨 관련 연구논문에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주신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정선주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또한,쉽지 않은 질문지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모든 환자분들과 질
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 엄소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논문완성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보바스기념병원 간호부 성기



순 부장님,곽혜련 과장님,김규순 과장님,박미화 선생님,조아영 선생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챙겨주느라 애써준 사랑하는 이영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보바스기념병원 손성곤 원장님,권순용

전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그리고 같이 힘들어하고,지지해주며,동
고동락했던 연세대학교 노인전문간호 동기들인 김수진 선생님,김현화 선생님,허
정윤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통계를 전담하며 논문완성까지 도움을 준 친구 현욱이,그리고 지금은

멀리 호주에 있는 현옥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년 전 간호부 conference에서 파킨슨병은 진행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며,전문적 간호중재 마련의 의무감을 부여해주신 보바스기념병원
이정욱 부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딸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

지 기다리시다가 식사를 챙겨주셔야만 안심하고 주무셨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좋
은 논문 쓰라며 격려해 준 언니와 형부,동생 경원,수영과 효림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지원이와 성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7월
박 영 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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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간간간호호호교교교육육육요요요구구구도도도

본 연구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기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4월 9
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초기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외래 환자들 중 서울의 A병원
파킨슨센터 및 신경과 외래와 경기도의 B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는 자 200명
(H & Y stageI-III)에게 1:1면담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질문지
의 내용은 전체 50개 항목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질병관련 특성 8문항,
질병 인식 5문항,질병 지식 10문항,심리적 상태 4문항,신체적 상태 3문항,간호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특성은 평균 연령이 69.4세였고,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 이하가

94명(47.0%),고졸이하 33명(16.5),대학교 이상이 45명(22.5%)으로 조사되었다.최
초 이상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평균 5.9년(±5.2)전,이상증상을 자각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20개월(±22.2),이상증상을 자각 후 파킨슨병이라고 최초 진
단을 받는 데에는 26개월(±30.1)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증상으로는 진전
144명(72.0%),보행 장애 101명(50.5%),움직임이 느려짐 65명(32.5%)순으로 많았
고,이상증상 자각 후 가장 많이 방문한 기관은 한의원으로 107명(53.5%)이었다.
2.진단 전 인식에서는 중풍이라는 응답이 98명(49.0%)으로 가장 많았고,다음

으로는 수전증,디스크,동반질환의 합병증 순이었으며,진단 전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전혀 없었다 164명(82.0%),있었다 36명(18.0%)이었다.현재 파킨
슨 약물의 효과에서는 좋다 104명(52.0%),나쁘거나 없다는 각각 49명(24.5%),47
명(23.5%)순으로 나타났다.



- v -

3.지식은 10점 만점에서 평균7.5점(±1.3)이었고,H & Y stage가 진행될수록
(P=0.01),증상발현 후 병원을 조기에 방문할수록(p=0.04),진단 받은 지 오래될수
록 지식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p=0.02)
4.심리상태는 자주 불안하다/자주 우울하다/가정과 직장생활이 어렵다/주

위에 병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항목에서 각각 165명(82.5%)/160명(80.0%)/154명
(77.0%)/146명(73.0%)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높은 우울상태를 나타냈고,신체적
상태는 124명(62.0%)이 아직은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5.간호교육요구도는 총점 11점에 평균 8.1점(±2.1)이었고,치료 중 병원을 방
문해야 할 시기 192명(96.0%),합병증 190명(95.0%),약물정보 182명(91.0%),질병
진행과정 179명(89.0%)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6.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질병 수가 많을수록 (p=0.02),파

킨슨 치료약물 외 복용약물 수가 많을수록(p=0.02),최초 이상증상 발현 시기가 최
근일수록(p=0.04),신체적 장애가 적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p=0.00).

본 연구를 통해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앞으로 이러한 요구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를 위
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또한 파킨슨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노인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파킨슨병이 진
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간호요구도에 따른 적절한 간호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후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사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초기 파킨슨병,간호교육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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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2%로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2005년도에는 8.7%로 빠른 노인인구 증가를 보이면서 2019년
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도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는 실정이다.우리나라 노인 평균 수명도 2010년에는 77세,2030년에는 79세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2004).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여가문제,노인 방치문제,노인질병문제 등이 사회

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그 중에서도 장기
적인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하는 퇴행성질환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용석,2003)대표적인 질환들로는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과 같은 퇴행
성 신경계질환이며,그 중 파킨슨병은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퇴행성 질
환중의 하나이다(SchapiraAHV,1999).

미국의 경우 파킨슨 질환자는 수백 만 명으로 추산되며 발병빈도는 일 년에
10만 명당 10-405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Breteler& Hofman,1995),파킨슨병
환자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50세 이하는 15%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Fonda,1985).한국의 경우 전문가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150-250명이 파킨슨
질환자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약 10만 명 이상의 파킨슨 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임경춘,1997성인간호학회지).
한국의 파킨슨병 환자 연령비율을 보면 50세 미만에서 5%,65-75세 사이에서

14.9%,85세 이상이 52.4%로 분포되어 있어 파킨슨병은 65세 이상의 대상자들에
게 주로 발병되는 노인성 질환임을 알 수 있다.(서울아산병원 신경과,1994)
파킨슨병으로 인한 노인층의 사망률을 보면,2005년도 한국에서의 질환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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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수에서 전체 신경계통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4,133명,파킨슨병으로 인한 사망
은 1,188명이었고,1996년 전체 신경계통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127명,파킨슨병
으로 인한 사망자 220명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2005).
파킨슨병은 안정진전,운동완서,강직,자세반사 이상으로 특정 지워지는 퇴행

성 뇌 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이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파
킨슨병으로 진단하지만(GibbWRG,1988),아직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
은 이유로 진단을 받기까지 보통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서울아산병원,2006년 제10회 세계 파킨슨병의 날).
파킨슨병 환자들은 진전,보행 장애,통증,강직 등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내

과,정신과,정형외과,비뇨기과 등을 방문하여 우울증,중풍,목이나 허리 디스크,
관절염,전립선비대증 등의 잘못된 진단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가 많아 파킨슨병을 진단 받고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평균 3,141,667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선아 외 2인,2000).
1997년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제정하여 전 세계

적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보
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추세인데 비해,한국에서는 파
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조차 거의 없는 상태이며(서울아산병원,2006년 제10회
세계 파킨슨병의 날),간호학 분야에서도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다른 신경계 질환
에 관한 간호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간호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임경춘,1997).
영국의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병의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간호중재가 필요하고,적어도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1단계는 일
반적 간호가 제공되는 단계이고,2단계는 일반적인 간호와 전문적 간호가 필요로
되는 단계,3단계는 전문적 간호만 필요로 되는 단계라고 하였다(Y Ben-Shlomo,
1995).이처럼,파킨슨병은 병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임상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볼 때 파킨슨병 환
자들에 대한 간호중재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뇌졸중,치매에 이어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파킨슨병은 증상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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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말기에는 와병상태로 가는 퇴행성질환이라는 사실과 결국에는 치매증상
도 동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사회와 가족이 부담해야 할 직접적,간접적 사
회적 비용의 엄청난 발생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파킨슨병 초기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간호교육요구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초기 대상자들의 특성 및 간호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임상에서나 지역사
회에서 환자들에게 질병진행단계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가 제공 되어
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초기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의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들의 진단 후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파악한다.
3)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4)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다.

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 (((HHH&&&YYY ssstttaaagggeeeIII~~~IIIIIIIII)))

파킨슨병의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는 Hoehn& YahrScale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이는 1967년 Hoehn-Yahr가 발표한 범주형이며 비선형 계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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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Hoehn& YahrScale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진전,경직,혹은 운동완서의 중요 임상양상을 포함하는 일측성 침범

이며,2단계는 1단계 증상을 포함하며,그 밖에 언어장애,자세유지의 어려움,보행
장애가 일어나는 양측성 침범으로 기립반사는 유지된다.
3단계는 파킨슨병의 악화로 균형 잡기의 어려움이 일어나며,양측성이며 기립

반사가 손상되었으나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한 상태,4단계는 대상자가 일상생활
수행 시 상당한 도움이 필요로 되는 독자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5단계는
침대 또는 의자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질환의 말기 상태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라 함은 Hoehn& YahrScale에서 I단
계,II단계,III단계인 환자를 말한다.

222)))간간간호호호교교교육육육요요요구구구도도도

간호요구도란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
를 의미한다.(김진희,정문희,2000)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을 진단 받은 초기 대상자들의 파킨슨병에 관한 원인,

증상개선,진행과정,치료약물,수술정보,관련 합병증,운동치료,영양교육,치료
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때,환경관리방법,모임 및 프로그램에 관한 간호교육요
구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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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의의의 특특특성성성

파킨슨병은 특정신경세포들이 점차 파괴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퇴행성 중추신
경계장애로 흑색질 내의 도파민 결핍과 관련하여 발병하며,대부분 지적능력은 비
교적 정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진전,근육강직,서동증,움직임이 적음,균형유지
와 보행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1차 증상들이 먼저 나타난 후,질병이 경과 되면서
우울,노쇠함,체위이상,말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2차 증상들이 나타
나게 된다(유명희,1991).파킨슨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위에 기술한
운동장애가 점점 진행하여 걸음을 걷기가 어렵게 되고,정신증상 및 자율신경계
증상도 나타나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고,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
서운 질환이다.(KoplasPA,1999)
기존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거의 없었지만,1970년대 이후 엘도파(L-dopa)라

는 약물이 개발되어 뇌 안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엘도파 이후에도 새로운 치료약 및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요즘에는 병의 초기
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최일생,
1989).
신경보호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고려하기 전에 파킨슨병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도파민 신경원이 현저하게 소실된 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임
상적으로 확실한 파킨슨병의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최소한 60%,많게는 90%
정도의 흑질 도파민 신경원이 소실된다(CalneDB,1986).그러므로 임상증상이 나
타나기 전에 신경보호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질환 초기에 선택하는 약물,투여시기,용량,그리고 투약순서는 환자의 예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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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 예로,아직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초기 파킨슨병 환자들
에게 항산화제인 Deprenyl과 tocophrol을 투여한 DATATOP(DeprenylAnd
TocophrolAntioxidativeTherapyOfParkinsonism)연구에서 엘도파 제제의 사
용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houlsonI,1989).이처럼 초기에 약물치료
를 받은 파킨슨병 대상자들은 시설에 입소해서 받게 될 장기간의 치료를 보다 뒤
로 늦출 수 있다(BrooksDJ,2004).
최근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므로 초기에 질환을 발견하여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파킨슨병의 조기진단은 신경과 전문의의 면밀한 관찰과 신체사정
을 통하여 가능하기도 하며(SageJI,1990),다른 기술적 방법으로는 방사선을 이
용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 PET(PositronEmissionTomography)등을 이용
하여 무증상인 대상자들에게도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HuMT,2001).
파킨슨병의 약물치료 목표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증상과 징후는 가장 적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며,약물치료는 대개 4-6년간은 좋은 효과를 보인다(Hoehn
MM,1967).이러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흑색질 신경세포의 변성은 서서히 진
행하므로 처음에 시작하였던 약물치료가 어느 시점에서는 효과가 떨어져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이러한 경우 약물의 용량을 변화시키거나 약물의 종류
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즉 파킨슨병의 치료는 한 번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최일생,
이명식,1989).
따라서 정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를 상담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환자와 의사가 같이 찾아나가는 것이 이 병을 극복하는 최선
의 방법인 것이다.그러나 치료를 아무리 잘하여도 장애는 점점 심해지고 많은 환
자들에게 운동성 동요와 이상 운동증과 같은 만성운동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HuttonJT,1988).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울에 대한 연

구로는 하지마비 환자의 사회적 역할갈등에 따른 우울(DeJong& Hughes,1982),
죽음과 공포에 직면한 암환자의 우울(태영숙,1985),양로원에 기거하는 노인들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신재신,1985)등이 보고되고 있으며,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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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우울은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나고 있
다(Fridman& Hart,1984).
파킨슨병 환자에서 정상 군에 비해 우울증의 유병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그 빈도는 25%에서 90%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다.
보통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우울증은 병자체에 의한 기능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파킨슨병 외에 다른 질환에서 발생하는 우울
증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다(Asnis,1977).
파킨슨병 환자들은 진단을 받기 몇 년 전부터 우울,과불안정감과 정신적 불안

정이 의미 있게 나타나며,발병 후 우울은 매우 흔한 문제가 된다(Fonda D,
1985).파킨슨병에서 우울증의 이환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만성적인 질병경과에
의한 반응성일 가능성과,둘째로는 파킨슨병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체계의 이상
으로 인한 내인성일 가능성이 있다(Gotham AM,1986).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약물에 대한 반응의 변동이 심한 중증의 파킨슨병 환

자에서 레보도파 약효가 소실되었을 때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으
며(Helen,1995),파킨슨병 환자에서 서동과 경직이 심한 경우에 우울증이 흔하게
발견되며,또한 보행 장애와 체위의 변화가 주증상인 환자에서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고 하였고(Huber,1995),이는 우울증의 정도와 신체장애의 정도가 비례한다
는 것을 말해준다(Mayeux,1981).
이준홍(1995)의 연구에서는 파킨슨 유병기간이 길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이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운동장애가 심해질 뿐 아니라 뇌의 퇴행
성 변화도 심해지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우울증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면,몇
몇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고 하였고,기능장애 정
도가 심할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RG,1988).
파킨슨병의 운동 장애에 대한 치료약물은 우울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항

콜린성 제제는 경한 황홀감은 주나 항 우울효과는 거의 없으며,아만타딘 역시 항
우울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mmings,1992).엘도파 제제는 항
우울효과가 거의 없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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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oodwin,1971).
일부 환자에서는 우울증이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하는 증상과 연관되어 나타나

는 경우도 있고,우울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의 치료가 파킨슨병 자체의
치료보다도 더 중요하며,우울증이 치료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서울중앙병원 신경과,1994).우울은 파킨슨병의 신체적 장
애 심각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반응하며,질병 후기에는 증상들이 악화되고 의존성
이 증가하면서 심한 우울이 유발되기도 한다(Brown& Jahanshahi,1995).
결론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은 그들이 행동적인 제약에 당면했을 때,종종 우

울감을 느끼게 되고,이로 인해 병태생리적인 과정과 관련된 정서적 장애의 형태
로 악화되어진다(Taylor,1986).

BBB...간간간호호호교교교육육육요요요구구구도도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의 영역을 나누어 보면,일상생활수행능력,가정
환경,질병관련 정보,신체적,심리적,영적 간호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일상생
활수행능력으로는 개인위생,기동성이 있고,가정환경은 주 수발자의 역할,재정
적 문제,가정 내 안전의 문제,영양문제 등이 있다.신체적 간호요구에서는 신경
계,내분비계,혈액계,호흡기계,근골격계,소화기계,순환기계,생식기계,비뇨기
계,감각기계에 관한 요구도를 포함한다.(이금숙,2004)
노인과 관련된 간호요구 연구들을 보면,김명숙(2002)의 뇌졸중 환자의 간호요

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교육적 영역이 가장 높은 간호요구영역으로 나타났고,
입원환자의 간호요구에서는 치료와 관련된 간호요구와 교육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다(고현주,1999).
김은경(2002)의 종합병원 입원노인환자들의 간호요구에서는 교육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독거노인의 간호요구도(이명숙,2003)에서는 교육 및 상담영
역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와 농촌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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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요구 조사에서는 모두 질병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신체적 간호요구보다 높
게 나타났고(이금숙,2004),일반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에서도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유정순,2006).
만성질환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원 입소노인 간호요구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아질수록 신체적 간호요구는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질병 수
가 많을수록,연령이 많을수록,신체기능 장애가 많이 나타날수록 신체적 직접간
호와 전문적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원경임,2004).
영국의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병의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간호중재가 필요하고,적어도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1단계는 일
반적 간호가 제공되며,일상생활에 대한 교육과 질환관련 지식을 제공,2단계는
일반적인 간호와 전문적 간호가 필요로 되며,신체적 직접 간호중재가 도입,3단
계는 전문적 간호가 필요로 되는 단계로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신
체간호와 증상 및 합병증 조절을 위한 간호가 요구된다(Y Ben-Shlomo,1995).
김시연과 장진경(2001)의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서는 치매환자의 증상이 가벼울수록 가족의 의학적 정보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능적 증상이 심해질수록 정보영역에서의 요구도는 낮아지고,부양자의 우울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의 신체기능이 저하될수록 문제 행동정도의 감
소로 부양자의 부담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교육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았고,중증의 신체적 장애를

동반한 만성질환 노인들은 신체적 간호요구가 간호교육요구보다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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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기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
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진행초기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로
서울의 A병원 파킨슨센터 및 신경과외래와 경기도의 B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
중인 자 200명(H & Y stageI-III)을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합당한 자로 표출하
였다.

1.파킨슨 진단을 받고 병원외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
2.H & Y stageI-III인 자
3.파킨슨병 외에는 다른 뇌신경계 질환이 없는 자
3.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5.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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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질문지의 내용은 전체 50개 항목으
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질병관련 특성 8문항,질병 인식 5문항,질병 지
식 10문항,심리적 상태 4문항,신체적 상태 3문항,간호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11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과 과거력은 이금숙(2004)의 도구를 일부 수정보완 하였고,질병
관련 인식은 송영희(2002)의 도구를 일부 수정보완 하였으며,지식은 이신섭(2001)
의 도구를 일부 수정보완 하였다.대상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간호요구도에 대
한 항목들은 간호학과 교수 및 신경과 전문의들의 자문과 임상실무가들의 자문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신경과 전문의 4인과 간호학 교수 2인,임상실
무전문가 4인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50개의 문항을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일반적 특성에 관

한 9개 항목에서는 86%,대상자의 질병특성을 사정하는 8개 항목에서는 87%,질
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5개 항목에서 85%,질병에 대한 지식을 묻는 10개 항
목에서 82%,심리적 상태를 사정하는 4개 항목에서는 85%,신체적 상태를 알아보
는 3개 항목에서는 79%,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를 묻는 11개 항목에서는 각각
84%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전체 평균 84%이상의 내용타당도를 인정받고 사
용되었다.

대상자들의 지식을 묻는 10개 문항은 총점 10점을 기준으로 맞으면 1점,틀리
면 0점으로 하여 점수화 하였으며,간호교육요구도를 묻는 11개 문항에 대해서는
예,아니오를 기준으로 예는 1점,아니오는 0점으로 하여 총점 11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간호교육요구도에 대한 11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alpha는 0.79로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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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하였다.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파킨슨병 초기로 등록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질문지를 이용하여 1:1면접을 실
시하였다.1인당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환관련 인식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대상자의 질환관련 특성,질병지식,심리적 상태,신체적 상태,간호교육요구도
는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대상자의 특성과 간호교육요구도는 비교분석,상관분석,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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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구성되었고,일반적 특성은 성별,연령,비만
도,흡연과 음주 경험 유무,최종학력,직업유무,결혼상태,월 소득으로 조사하였
으며,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102명(51.0%),남자 98명(49.0%)이었다.평균 연령은 69.4세(±8.46)

로 나타났고,최소 연령은 43세 최고 연령은 95세였다.연령분포를 보면 43세에서
64세까지의 대상자는 49명(25.0%)이었고,65세 이상자는 151명(75.0%)이었다.키와
체중을 반영한 비만도는 평균 23.0(±3.30)이었고,저체중 27명(15.5%),정상 131명
(63.5%),과체중 42명(21.0%)으로 정상체중이 많았다.흡연은 흡연 중이다 8명
(4.0%),금연 한다 71명(35.5%),흡연경험 없다 121명(60.5%)으로 흡연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많게 나타났고,음주는 음주 중이다 29명(14.5%),금주 한다 73명
(36.5%),음주경험 없다 98명(49.0%)으로 음주경험이 있다는 대상자가 많았다.
최종학력은 무학이 18명(9.0%),초등 졸 76명(38.0%),중 졸 28명(14.0%),고등

학교 졸 33명(16.5%),대학교 졸업 이상이 45명(22.5%)으로 초등학교 졸 이하인
수가 94명(47.0%)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현재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가 20명(10.0%),없다는 응답자가 180명

(90.0%)으로 무직인 대상자가 많았다.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는 자영업,농
사,사업 등이 있었고,과거의 직업으로는 농사,교사,공무원,자영업,행정업무,
사업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결혼 상태는 미혼 1명(0.5%),기혼 168명
(84.0%),사별 30명(15.0%),이혼 1명(0.5%)으로 정상적인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월 소득은 100만 원 이하 49명(24.5%),100-200만 원 이하
69명(34.5%),200-300만 원 이하 36명(18.0%),300-400만 원 이하 13명(6.5%),400
만 원 이상 33명(16.5%)으로,200만 원 이하인 대상자가 118명(69.0%)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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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대상자의 동거인으로는 배우자가 151명(75.5%)으로 가장 많았고,혼자서
생활하는 자도 16명(8.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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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0)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빈빈빈도도도(((%%%)))

성성성별별별 남남남
여여여

999888(((444999...000)))
111000222(((555111...000)))

연연연령령령 666444세세세 이이이하하하
666555세세세 이이이상상상

444999(((222555...000)))
111555111(((777555...000)))

비비비만만만도도도 222000미미미만만만
222000이이이상상상~~~222444...999미미미만만만

222555이이이상상상

222777(((111555...555)))
111333111(((666333...555)))
444222(((222111...000)))

흡흡흡연연연 흡흡흡연연연경경경험험험이이이 있있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777999(((333999...555)))
111222111(((666000...555)))

음음음주주주 음음음주주주경경경험험험이이이 있있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111000222(((555111...000)))
999888(((444999...000)))

최최최종종종학학학력력력 초초초등등등학학학교교교 이이이하하하
중중중학학학교교교
고고고등등등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교교교 이이이상상상

999444(((444777...000)))
222888(((111444...000)))
333333(((111666...555)))
444555(((222222...555)))

직직직업업업 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222000(((111000...000)))
111888000(((999000...000)))

결결결혼혼혼 미미미혼혼혼
결결결혼혼혼
사사사별별별
이이이혼혼혼

111(((000...555)))
111666888(((888444...000)))
333000(((111555...000)))
111(((000...555)))

월월월 소소소득득득 111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 하하하
111000000~~~222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 하하하
222000000~~~333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 하하하
333000000~~~444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 하하하
444000000만만만원원원 이이이 상상상

444999(((222444...555)))
666999(((333444...555)))
333666(((111888...000)))
111333(((666...555)))
333333(((11166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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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특성은 H & Y stage,파킨슨병 외 동반 질병 수,파
킨슨 치료약물외 복용약물 수,신경질환의 유무,처음으로 자각하게 된 이상증상,
최초 이상증상이 나타난 시기,증상 발현 후 최초 방문기관,증상 발현 후 처음 병
원방문 시기,증상발현 후 최초 파킨슨병 진단 시기 등으로 조사하였고,결과는
<표 2>와 같다.
H & Y stage에서는 I단계가 47명(23.5%),II단계 81명(40.5%),III단계 72명

(36.0%)으로 II단계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파킨슨병 외 동반질병의 수는 없다
는 응답이 73명(36.5%),1-2개는 94명(47.0%),3개 이상은 33명(16.5%)으로 파킨슨
병 외에도 다른 질병이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파킨슨 치료약물외
복용약물 수는 없다 77명(38.5%),1개 이상 123명(61.5%)으로 파킨슨 치료약물 외
에도 1개 이상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많았고,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
하는 자도 21명(10.5%)으로 조사되었다.대상자의 과거 신경계 질환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모두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이들 중 13명(6.5%)만이 가스
중독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자각한 최초의 이상증상들로는 진전 144명(72.0%),보행 장애 101명

(50.5%),서동증 65명(32.5%),강직,발음장애,피로감,무표정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최초 이상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현재로부터 평균 5.9년(±5.2)전으로,1년 미
만이 5명(2.5%)이었고,1년 이상 5년 미만이 92명(4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10년 이상 된 대상자도 42명(21.0%)이었다.
대상자들이 이상증상을 자각한 후 최초로 방문한 기관은 전체 대상자 중 107

명(53.5%)이 한의원을 방문했고,의원 46명(23.0%),종합병원을 바로 방문한 경우
는 44명(22.0%)으로 조사되어 한의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자가
이상증상 발현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0(±22.2)개월 즉,1년 8개
월이 걸렸고,1년 미만이 29명(14.5%),1년 이상 5년 미만이 102명(51.0%)으로 가
장 많았으며,10년 이상 걸린 대상자도 25명(12.5%)으로 조사되었다.대상자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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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현 후 최초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기까지는 평균 26(± 30.1)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고,1년 미만이 50명(25.0%),1년 이상 5년 미만이 102명(51.0%)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10년 이상인 자도 19명(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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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N=200)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H H H H & & & & Y Y Y Y stagestagestagestage IIII     47(23.5)47(23.5)47(23.5)47(23.5)

IIIIIIII     81(40.5)81(40.5)81(40.5)81(40.5)

IIIIIIIIIIII     72(36.0)72(36.0)72(36.0)72(36.0)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외 외 외 외 동반동반동반동반 없다없다없다없다     73(36.5)73(36.5)73(36.5)73(36.5)

    질병 질병 질병 질병 수수수수 1~21~21~21~2개개개개     94(47.0)94(47.0)94(47.0)94(47.0)

3333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33(16.5)33(16.5)33(16.5)33(16.5)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치료약물 치료약물 치료약물 치료약물 외  외  외  외  없다없다없다없다     77(38.5)77(38.5)77(38.5)77(38.5)

복용 복용 복용 복용 약물 약물 약물 약물 수수수수 1~21~21~21~2개개개개     89(44.5)89(44.5)89(44.5)89(44.5)

3~43~43~43~4개개개개     13 13 13 13 (6.5)(6.5)(6.5)(6.5)

5555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21(10.5)21(10.5)21(10.5)21(10.5)

최초 최초 최초 최초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5( 5( 5( 5( 2.5)2.5)2.5)2.5)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92(46.0)92(46.0)92(46.0)92(46.0) 5.9(5.9(5.9(5.9(±±±±    5.2)5.2)5.2)5.2)년년년년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61(30.5)61(30.5)61(30.5)61(30.5)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42(21.0)42(21.0)42(21.0)42(21.0)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최초최초최초최초 한의원한의원한의원한의원 107(53.5)107(53.5)107(53.5)107(53.5)

방문기관방문기관방문기관방문기관 종합병원종합병원종합병원종합병원     44(22.0)44(22.0)44(22.0)44(22.0)

기타기타기타기타     49(24.5)49(24.5)49(24.5)49(24.5)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처음 처음 처음 처음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29(14.5)29(14.5)29(14.5)29(14.5)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102(51.0)102(51.0)102(51.0)102(51.0) 20(20(20(20(±±±±    22.2)22.2)22.2)22.2)개월개월개월개월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44(22.0)44(22.0)44(22.0)44(22.0)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25(12.5)25(12.5)25(12.5)25(12.5)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최초 최초 최초 최초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50(25.0)50(25.0)50(25.0)50(25.0)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102(51.0)102(51.0)102(51.0)102(51.0) 26(26(26(26(±±±±    30.1)30.1)30.1)30.1)개월개월개월개월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29(14.5)29(14.5)29(14.5)29(14.5)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19 19 19 19 (9.5)(9.5)(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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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질질질병병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파킨슨병을 진단받기 전 처음 의
심한 질병,진단 전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유무 및 정보 경로,진단 후 파킨슨병 진
행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유무,대상자가 현재 느끼는 약물의 효과와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정도,대상자의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조사하였고,결과는
<표 3>과 같다.
파킨슨병 진단 전,처음 의심한 질병은 신경계질환이 181명(77.5%),기타 질환

이 19명(22.5%)이었으며,그 중 중풍이 98명(49.0%)으로 가장 많았다.그 밖에 수
전증,디스크,치매,우울증,노화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고,파킨슨병이라고 응답
한 자도 3명(1.5%)으로 조사되었고,이 중 1명은 전직 치과의사였다.파킨슨병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유무는 있었다는 응답이 36명(18.0%)이었고,없었다는 응답이
164명(82.0%)으로 인식이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다.인식이 있었다는 대상자 36명
의 정보경로는 TV가 24명,신문이 7명,인터넷이 1명,가족이나 친척이 4명,친구
를 통해서가 5명으로 조사되었고,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 진단 후 진행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유무에서는 설명이 있었다

는 138명(69.0%)이고,없었다는 62명(31.0%)으로 설명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상자가 현재 느끼는 약물의 효과는 나쁘다 49명(24.5%),변화 없다 47명(23.5%),
좋다 104명(52.0%)으로 현재 약물의 효과는 좋다라는 응답이 많았다.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는 대상자가 147명(73.5%)으로 건강하다는 53명(26.5%)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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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                          

                                                                       (N=200)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중풍중풍중풍중풍 98(49.0)98(49.0)98(49.0)98(49.0)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의심한 의심한 의심한 의심한 질병질병질병질병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신경계질환신경계질환신경계질환신경계질환 67(28.5)67(28.5)67(28.5)67(28.5)

기타기타기타기타 45(22.5)45(22.5)45(22.5)45(22.5)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전 전 전 전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인지 인지 인지 인지 있다있다있다있다     36(18.0)36(18.0)36(18.0)36(18.0)

없다없다없다없다 164(82.0)164(82.0)164(82.0)164(82.0)

진단 진단 진단 진단 후 후 후 후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진행에 진행에 진행에 진행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유무유무유무유무

있다있다있다있다 138(69.3)138(69.3)138(69.3)138(69.3)

없다없다없다없다     62(31.0)62(31.0)62(31.0)62(31.0)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약물효과 약물효과 약물효과 약물효과 정도정도정도정도 나쁘다나쁘다나쁘다나쁘다         49(24.5)49(24.5)49(24.5)49(24.5)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없다없다없다없다         47(23.5)47(23.5)47(23.5)47(23.5)

좋다좋다좋다좋다     104(52.0)104(52.0)104(52.0)104(52.0)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건강하다건강하다건강하다건강하다                 1(0.5)1(0.5)1(0.5)1(0.5)

인식인식인식인식 건강하다건강하다건강하다건강하다         52(26.0)52(26.0)52(26.0)52(26.0)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21(60.5)121(60.5)121(60.5)121(60.5)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6(13.0)26(13.0)26(13.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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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질질질병병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대상자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지식은 파킨슨병의 원인,연령과의 관계,유전적
영향의 유무,증상이해,장기적 치료 이해,전염성 유무,불치병인지에 대한 대상자
의 인식,약물치료에 대한 중요성,치매와의 연관성 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고,10점을 만점으로,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게 하였다.각 문항별 정답율과
평균치는 <표 4-1>과 같다.
대상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7.5점(±1.3)이었고,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

은 파킨슨병의 전염 유무를 알아보는 질문으로 195명(97.5%)이 파킨슨병은 전염성
이 없다고 정답 하였으며,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파킨슨병과 도파민과
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항목으로 125명(62.5%)이 관련 없다고 오답하였다.
그 밖의 문항에서는 파킨슨병의 장기적 치료 이해에서 185명(92.5%),주 증상

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보행 장애를 묻는 항목에서 171명(85.5%),진전에
서는 153명(76.5%),약물치료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171명(85.5%)의 높
은 정답률을 보였고,노인질환이라는 개념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84명(42.0%),
치매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131명(65.5%)이 정답률을 보였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식점수는 여자가 평균 7.75점(±1.36)으로 남자의 평

균 7.27점(±1.3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2.57,P=0.01),다른 일반적인 특
성들은 질병관련 지식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는 <표
4-2>와 같다.대상자의 질병특성에 따른 지식점수에서는 H & Y stageI에서는
7.02점(±1.43),II에서는 7.58점(±1.31),III에서는 7.76점(±1.30)으로 질병이 진행
될수록 지식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증상발현 후 처음 병원방문 시기는
1년 미만이 7.95점(±1.65),1년 이상 5년 미만이 7.89점(±1.86),5년 이상 10년 미
만이 7.45점(±1.34),10년 이상은 7.20점(±1.45)으로 증상발현 후 병원을 빨리
방문한 대상자일수록 지식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p=0.04)대상자의 증상발현 후
진단 시기와 지식점수를 보면 1년 미만이 7.02점(± 1.34),1년 이상 5년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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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점(±1.23),5년 이상 10년 미만이 7.86점(±1.65),10년 이상은 8.24점(±2.30)
으로 진단 받은 시기가 오래 된 대상자일수록 지식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2),결과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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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지식
                       (N=200)

                                                                           

                                                                            

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 구분구분구분구분

정답정답정답정답 정답률정답률정답률정답률(%)(%)(%)(%)

1. 1. 1. 1.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전염되는 전염되는 전염되는 전염되는 병이라고 병이라고 병이라고 병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195(97.5)195(97.5)195(97.5)195(97.5)

2. 2. 2. 2.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오래 오래 오래 오래 걸리지 걸리지 걸리지 걸리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않는다고 않는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185(92.5)185(92.5)185(92.5)185(92.5)

3. 3. 3. 3.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유전적 유전적 유전적 유전적 요인이 요인이 요인이 요인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173(86.5)173(86.5)173(86.5)173(86.5)

4. 4. 4. 4.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약물이 약물이 약물이 약물이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예예예예 171(85.5)171(85.5)171(85.5)171(85.5)

5. 5. 5. 5.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보행보행보행보행((((걸음걸음걸음걸음))))이 이 이 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예예예예 171(85.5)171(85.5)171(85.5)171(85.5)

6. 6. 6. 6.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예예예예 165(82.5)165(82.5)165(82.5)165(82.5)

7. 7. 7. 7.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움직일 움직일 움직일 움직일 때보다 때보다 때보다 때보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을 있을 있을 있을 때 때 때 때 떨리는 떨리는 떨리는 떨리는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예예예예 153(76.5)153(76.5)153(76.5)153(76.5)

        심하다고 심하다고 심하다고 심하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8. 8. 8. 8.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되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예예예예 131(65.5)131(65.5)131(65.5)131(65.5)

9. 9. 9. 9.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연령과 연령과 연령과 연령과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84(42.0)84(42.0)84(42.0)84(42.0)

10. 10. 10. 10.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물질과 물질과 물질과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예예예예 75(37.5)75(37.5)75(37.5)75(37.5)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   )   )   7.5(7.5(7.5(7.5(±±±±    1111.3).3).3).3)



- 24 -

표 4-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점수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지식점수지식점수지식점수지식점수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남남남남

여여여여

    98(49.0)98(49.0)98(49.0)98(49.0)

102(51.0)102(51.0)102(51.0)102(51.0)

7.27(7.27(7.27(7.27(±±±±    1.32)1.32)1.32)1.32)

7.75(7.75(7.75(7.75(±±±±    1.36)1.36)1.36)1.36)
0.010.010.010.01

                    

연령연령연령연령 64646464세 세 세 세 이하이하이하이하

65656565세 세 세 세 이상이상이상이상

    49(25.0)49(25.0)49(25.0)49(25.0)

151(75.0)151(75.0)151(75.0)151(75.0)

7.50(7.50(7.50(7.50(±±±±    1.24)1.24)1.24)1.24)

7.52(7.52(7.52(7.52(±±±±    1.40)1.40)1.40)1.40) 0.920.920.920.92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20202020미만미만미만미만

20202020이상이상이상이상~24.9~24.9~24.9~24.9미만미만미만미만

25252525이상이상이상이상

    27(15.5)27(15.5)27(15.5)27(15.5)

131(63.5)131(63.5)131(63.5)131(63.5)

    42(21.0)42(21.0)42(21.0)42(21.0)

7.52(7.52(7.52(7.52(±±±±    1.28)1.28)1.28)1.28)

7.39(7.39(7.39(7.39(±±±±    1.32)1.32)1.32)1.32) 0.110.110.110.11

7.90(7.90(7.90(7.90(±±±±    1.48)1.48)1.48)1.48)

흡연흡연흡연흡연 흡연경험이 흡연경험이 흡연경험이 흡연경험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79(39.5)79(39.5)79(39.5)79(39.5)

121(60.5)121(60.5)121(60.5)121(60.5)

7.35(7.35(7.35(7.35(±±±±    1.44)1.44)1.44)1.44)

7.62(7.62(7.62(7.62(±±±±    1.30)1.30)1.30)1.30)

0.170.170.170.17

음주음주음주음주 음주경험이 음주경험이 음주경험이 음주경험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102(51.0)102(51.0)102(51.0)102(51.0)

    98(49.0)98(49.0)98(49.0)98(49.0)

7.47(7.47(7.47(7.47(±±±±    1.36)1.36)1.36)1.36)

7.56(7.56(7.56(7.56(±±±±    1.37)1.37)1.37)1.37)

0.640.640.640.64

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하이하이하이하

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이상이상이상이상

    94(47.0)94(47.0)94(47.0)94(47.0)

    28(14.0)28(14.0)28(14.0)28(14.0)

    33(16.5)33(16.5)33(16.5)33(16.5)

    45(22.5)45(22.5)45(22.5)45(22.5)

7.44(7.44(7.44(7.44(±±±±    1.38)1.38)1.38)1.38)

7.57(7.57(7.57(7.57(±±±±    1.26)1.26)1.26)1.26)

7.52(7.52(7.52(7.52(±±±±    1.27)1.27)1.27)1.27)

7.64(7.64(7.64(7.64(±±±±    1.46)1.46)1.46)1.46)

0.850.850.850.85

직업직업직업직업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20(10.0)20(10.0)20(10.0)20(10.0)

180(90.0)   180(90.0)   180(90.0)   180(90.0)   

7.40(7.40(7.40(7.40(±±±±    1.42)1.42)1.42)1.42)

7.53(7.53(7.53(7.53(±±±±    1.36)1.36)1.36)1.36)
0.690.690.690.69

결혼결혼결혼결혼 미혼미혼미혼미혼

결혼결혼결혼결혼

사별사별사별사별

이혼이혼이혼이혼

        1( 1( 1( 1( 0.51)0.51)0.51)0.51)

168(84.05)168(84.05)168(84.05)168(84.05)

    30(15.06)30(15.06)30(15.06)30(15.06)

        1( 1( 1( 1( 0.51)0.51)0.51)0.51)

    9.00(9.00(9.00(9.00(±±±±    .   .   .   .   ))))

    7.53(7.53(7.53(7.53(±±±±    1.34)1.34)1.34)1.34)

    7.37(7.37(7.37(7.37(±±±±    1.47)1.47)1.47)1.47)

    8.00(8.00(8.00(8.00(±±±±    .   .   .   .   ))))

0.640.640.640.64

월 월 월 월 소득소득소득소득 1001001001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100~200100~200100~200100~2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200~300200~300200~300200~3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300~400300~400300~400300~4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4004004004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상상상상

49(24.5)49(24.5)49(24.5)49(24.5)

    69(34.5)69(34.5)69(34.5)69(34.5)

    36(18.0)36(18.0)36(18.0)36(18.0)

    13( 13( 13( 13( 6.5)6.5)6.5)6.5)

    33(16.5)33(16.5)33(16.5)33(16.5)

7.10(7.10(7.10(7.10(±±±±    1.41)1.41)1.41)1.41)

7.74(7.74(7.74(7.74(±±±±    1.06)1.06)1.06)1.06)

7.44(7.44(7.44(7.44(±±±±    1.61)1.61)1.61)1.61)

7.46(7.46(7.46(7.46(±±±±    1.50)1.50)1.50)1.50)

7777....77776666((((±±±±    1.41)1.41)1.41)1.41)

0.110.11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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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대상자의 질병특성에 따른 지식점수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지식점수지식점수지식점수지식점수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H H H H & & & & Y Y Y Y stagestagestagestage IIII     47(23.5)47(23.5)47(23.5)47(23.5) 7.02(7.02(7.02(7.02(±±±±    1.43)1.43)1.43)1.43)

IIIIIIII     81(40.5)81(40.5)81(40.5)81(40.5) 7.58(7.58(7.58(7.58(±±±±    1.31)1.31)1.31)1.31) 0.010.010.010.01

IIIIIIIIIIII     72(36.0)72(36.0)72(36.0)72(36.0) 7.76(7.76(7.76(7.76(±±±±    1.30)1.30)1.30)1.30)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외 외 외 외 동반동반동반동반 없다없다없다없다     73(36.5)73(36.5)73(36.5)73(36.5) 7.49(7.49(7.49(7.49(±±±±    1.27)1.27)1.27)1.27)

    질병 질병 질병 질병 수수수수 1~21~21~21~2개개개개     94(47.0)94(47.0)94(47.0)94(47.0) 7.49(7.49(7.49(7.49(±±±±    1.31)1.31)1.31)1.31) 0.850.850.850.85

3333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33(16.5)33(16.5)33(16.5)33(16.5) 7.64(7.64(7.64(7.64(±±±±    1.69)1.69)1.69)1.69)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치료약물 치료약물 치료약물 치료약물 외  외  외  외  없다없다없다없다     77(38.5)77(38.5)77(38.5)77(38.5) 7.12(7.12(7.12(7.12(±±±±    1.45)1.45)1.45)1.45)

복용 복용 복용 복용 약물 약물 약물 약물 수수수수 1~21~21~21~2개개개개     89(44.5)89(44.5)89(44.5)89(44.5) 7.23(7.23(7.23(7.23(±±±±    1.76)1.76)1.76)1.76) 0.050.050.050.05

3~43~43~43~4개개개개     13 13 13 13 (6.5)(6.5)(6.5)(6.5) 7.67(7.67(7.67(7.67(±±±±    1.50)1.50)1.50)1.50)

5555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21(10.5)21(10.5)21(10.5)21(10.5) 7.98(7.98(7.98(7.98(±±±±    2.13)2.13)2.13)2.13)

최초 최초 최초 최초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5( 5( 5( 5( 2.5)2.5)2.5)2.5) 7.33(7.33(7.33(7.33(±±±±    1.20)1.20)1.20)1.20)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92(46.0)92(46.0)92(46.0)92(46.0) 7777....44445555((((±±±±    1.33)1.33)1.33)1.33)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61(30.5)61(30.5)61(30.5)61(30.5) 7.89(7.89(7.89(7.89(±±±±    1.67)1.67)1.67)1.67) 0.040.040.040.04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42(21.0)42(21.0)42(21.0)42(21.0) 8.00(8.00(8.00(8.00(±±±±    2.01)2.01)2.01)2.01)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최초최초최초최초 한의원한의원한의원한의원 107(53.5)107(53.5)107(53.5)107(53.5) 7.67(7.67(7.67(7.67(±±±±    1.87)1.87)1.87)1.87)

방문기관방문기관방문기관방문기관 종합병원종합병원종합병원종합병원     44(22.0)44(22.0)44(22.0)44(22.0) 7.45(7.45(7.45(7.45(±±±±    1.60)1.60)1.60)1.60) 0.760.760.760.76

기타기타기타기타     49(24.5)49(24.5)49(24.5)49(24.5) 7.31(7.31(7.31(7.31(±±±±    1.04)1.04)1.04)1.04)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처음 처음 처음 처음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29(14.5)29(14.5)29(14.5)29(14.5) 7.95(7.95(7.95(7.95(±±±±    1.65)1.65)1.65)1.65)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102(51.0)102(51.0)102(51.0)102(51.0) 7777....88889999((((±±±±    1.86)1.86)1.86)1.86)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44(22.0)44(22.0)44(22.0)44(22.0) 7.45(7.45(7.45(7.45(±±±±    1.34)1.34)1.34)1.34) 0.040.040.040.04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25(12.5)25(12.5)25(12.5)25(12.5) 7777....22220000((((±±±±    1.45)1.45)1.45)1.45)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최초 최초 최초 최초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50(25.0)50(25.0)50(25.0)50(25.0) 7.02(7.02(7.02(7.02(±±±±    1.34)1.34)1.34)1.34)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102(51.0)102(51.0)102(51.0)102(51.0) 7777....44442222((((±±±±    1.23)1.23)1.23)1.23) 0.020.020.020.02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29(14.5)29(14.5)29(14.5)29(14.5) 7.86(7.86(7.86(7.86(±±±±    1.65)1.65)1.65)1.65)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19 19 19 19 (9.5)(9.5)(9.5)(9.5) 8.24(8.24(8.24(8.24(±±±±    2.30)2.30)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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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E. E. 초기 초기 초기 초기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진단 진단 진단 진단 후 후 후 후 심리적심리적심리적심리적, , , ,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상태상태상태상태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는 파킨슨병 진단 후 불안,우울,가정과 직장생활의 어
려움,주위에 알리고 싶은지의 여부를 알아보았고,신체적 상태는 ADL정도,말하
기,글쓰기,보행과 균형 장애 유무로 조사되었으며,결과는 <표 5-1>과 같다.
심리적 상태는 각 항목을 1점으로 우울의 최고치를 4점으로 했을 때,평균 3.1

점(±1.1)의 우울상태를 보였고 자주 불안하다고 답한 대상자는 165명(82.5%),자
주 우울하다고 답한 대상자는 160명(80.0%),가정과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답한 대
상자는 154명(77.0%),주위에 파킨슨병임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대상자는 146명
(7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상태는 각 항목을 1점으로 하여 장애의 최고치를 3점으로 했을 때,평

균 2.1점(± 0.9)의 장애를 보였으며,일상생활수행이 혼자서 가능한 자는 124명
(62.0%)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76명(38.0%)보다 많았고,말하고 글쓰기가 어렵
다는 응답이 159명(79.5%),보행과 균형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181명(90.5%)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는 H & Y stage에서 I그룹은 2.77(±1.22),II그룹은

3.21(±1.03),III그룹은 3.26(±1.10)으로 질병이 진행될수록 우울상태는 유의하게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3),신체적 상태는 H & Y stage에서 I그룹은
1.70(±0.77),II그룹은 1.77(±0.89),III그룹은 2.68(±0.64)로 병이 진행될수록 신
체적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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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대상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N=200)

                                                         * * * * 중복응답중복응답중복응답중복응답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심리적심리적심리적심리적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인해 인해 인해 인해 불안하다불안하다불안하다불안하다 165(82.5)*165(82.5)*165(82.5)*165(82.5)*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인해 인해 인해 인해 우울하다우울하다우울하다우울하다 160(80.0)*160(80.0)*160(80.0)*160(80.0)*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 진단 진단 진단 후 후 후 후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수행의 수행의 수행의 수행의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있다있다있다 154(77.0)*154(77.0)*154(77.0)*154(77.0)*

파킨슨병을 파킨슨병을 파킨슨병을 파킨슨병을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싶지 싶지 싶지 싶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46(73.0)*146(73.0)*146(73.0)*146(73.0)*

                                                                ((((총점총점총점총점: : : : 4444점점점점)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 ) ) 3.1(3.1(3.1(3.1(±±±±    1.1)1.1)1.1)1.1)

신체적신체적신체적신체적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수행이 수행이 수행이 수행이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76(38.0)*76(38.0)*76(38.0)*76(38.0)*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글쓰기가 글쓰기가 글쓰기가 글쓰기가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159(79.5)*159(79.5)*159(79.5)*159(79.5)*

보행이 보행이 보행이 보행이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균형 균형 균형 균형 잡기가 잡기가 잡기가 잡기가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181(90.5)*181(90.5)*181(90.5)*181(90.5)*

                                                            ((((총점총점총점총점: : : : 3333점점점점)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 ) ) 2.1(2.1(2.1(2.1(±±±±    0.9)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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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H & Y stage에 따른 심리,신체적 상태

H H H H & & & & Y Y Y Y stagestagestagestage
심리상태심리상태심리상태심리상태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1111

        

        2.77(2.77(2.77(2.77(±±±±    1.22)1.22)1.22)1.22)

    

        1.70(1.70(1.70(1.70(±±±±    0.77)0.77)0.77)0.77)

IIIIIIII         3.21(3.21(3.21(3.21(±±±±    1.03)1.03)1.03)1.03)                         0.030.030.030.03 1.77(1.77(1.77(1.77(±±±±    0.89)0.89)0.89)0.89)                         0.000.000.000.00

IIIIIIIIIIII 3.26(3.26(3.26(3.26(±±±±    1.10)1.10)1.10)1.10) 2.68(2.68(2.68(2.68(±±±±    0.64)0.64)0.6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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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F. 초기 초기 초기 초기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도간호교육요구도간호교육요구도간호교육요구도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의 내용으로는 질병관련 정보제공적인
내용으로 파킨슨병의 원인,증상개선을 위한 방법,병의 진행과정,약물에 대한 정
보,수술에 대한 정보,합병증에 대한 정보,운동치료,영양교육,치료 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정보,대상자를 위한 환경관리,파킨슨병 대상자들을 위한 모임 및
프로그램을 알고자하는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고,각 항목을 1점으로
하여 총점 11점을 최고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
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는 평균 8.1점(±2.1)이었고,치료 중 병원에 꼭 방문

해야 할 때를 알고 싶다는 192명(96.0%)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파킨
슨병과 관련 된 합병증은 190명(95.0%),파킨슨 약물에 관한 정보는 182명(91.0%)
으로 높게 조사되었고,수술에 관한 정보는 83명(41.5%),모임이나 프로그램에 대
한 정보는 79명(39.5%)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그 외에 질환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158명(79.0%),증상개선에 관한 정보는 178명(89.0%),질병 진행과정의 정
보는 179명(89.5%),운동치료에 대한 정보는 144명(72.0%),영양교육은 115명
(57.5%),대상자를 위한 환경관리는 119명(59.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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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                          

                                                                  (N=200)

                                                                          

간호요구 간호요구 간호요구 간호요구 내용내용내용내용 빈도빈도빈도빈도(%)(%)(%)(%)

1. 1. 1. 1.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중 중 중 중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꼭 꼭 꼭 꼭 방문해야 방문해야 방문해야 방문해야 할 할 할 할 때를 때를 때를 때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92(96.0)192(96.0)192(96.0)192(96.0)

2. 2. 2. 2.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으로 파킨슨병으로 파킨슨병으로 파킨슨병으로 인한 인한 인한 인한 합병증에 합병증에 합병증에 합병증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90(95.0)190(95.0)190(95.0)190(95.0)

3. 3. 3. 3.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치료약물과 치료약물과 치료약물과 치료약물과 부작용에 부작용에 부작용에 부작용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82(91.0)182(91.0)182(91.0)182(91.0)

4. 4. 4. 4.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79(89.5)179(89.5)179(89.5)179(89.5)

5. 5. 5. 5.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증상개선을 증상개선을 증상개선을 증상개선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78(89.0)178(89.0)178(89.0)178(89.0)

6. 6. 6. 6.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원인에 원인에 원인에 원인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58(79.0)158(79.0)158(79.0)158(79.0)

7. 7. 7. 7.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운동치료에 운동치료에 운동치료에 운동치료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44(72.0)144(72.0)144(72.0)144(72.0)

8. 8. 8. 8.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19(59.5)119(59.5)119(59.5)119(59.5)

9. 9. 9. 9.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영양교육에 영양교육에 영양교육에 영양교육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115(57.5)115(57.5)115(57.5)115(57.5)

10. 10. 10. 10.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수술에 수술에 수술에 수술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83(41.5)83(41.5)83(41.5)83(41.5)

11. 11. 11. 11.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모임모임모임모임, , , ,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79(39.5)79(39.5)79(39.5)79(39.5)

                총점 총점 총점 총점 (11(11(11(11점점점점)       )       )       )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     )     )     8.1(8.1(8.1(8.1(±±±±    2.1)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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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초초초기기기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간간간호호호교교교육육육요요요구구구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
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들들들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특성과 간호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남자의 간호교육요구도는 7.90(±2.13),여자는
8.23(±2.14)으로 여자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연령은 64세
이하는 8.82(±2.33)이고,65세 이상은 7.90(±2.10)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그 밖에 다른 일반적 특성들도 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표 7>과 같이 나타났다.질환관련 특성은 대상자가 파킨슨병
외 동반된 질병의 수가 없는 경우 간호교육요구도는 7.56(±2.08),1-2개인 경우
8.36(±2.14),3개 이상인 경우는 8.52(±2.04)로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간호교육요
구도는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
대상자의 파킨슨 치료약물 외복용 약물 수에서는 복용약물 없다는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는 7.95(± 1.71),1-2개복용은 8.12(± 2.43),3-4개복용은 8.15(±
2.19),5개 이상 복용은 8.92(±2.81)로 복용 약물 수가 많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는
유의하게 높았다.(p=0.02)최초 이상증상 발현 시기는 1년 미만이 8.90(±2.79),1년
이상 5년 미만은 8.67(±2.32),5년 이상 10년 미만은 8.15(±2.04),10년 이상은
7.45(±1.78)로 기간이 짧은 대상자일수록 유의하게 간호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
다.(p=0.04)증상 나타난 후 처음 병원 방문시기,증상이 나타난 후 최초 파킨슨병
진단 시기는 그 기간이 짧았던 대상자들이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
질병에 대한 인식과 간호교육요구도에서는 처음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중풍

이라고 인식한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는 8.65(± 1.75),기타 신경계 질환은
8.13(±1.98),기타 질환은 7.65(±2.36)로 나타나 중풍으로 인식한 대상자의 간호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조사되었다.(p=0.04)파킨슨병이라고 진
단 받기 전 파킨슨병을 알고 있었던 대상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대상자들보다 간
호교육요구도가 높았고,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대상자보다 듣지 못한 대상자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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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현재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대상자들보다 간호교육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표 9>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간호교육요구도는 파킨슨병의 발병원인,파킨슨

병의 증상으로 보행 장애,약물치료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정답을 한 대상자
와 오답자간의 간호교육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임상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그 밖의 다른 지식관련 문항들은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
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는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간호교육요구도는 7.94(±2.11),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61(±2.14)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그 밖에 다른 항목들은 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상태는 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결과를 보였다.신체적 상태는 말하고 글쓰기가 어렵다는 대상자의 간호교육
요구도는 7.83(±2.14),어려움이 없다는 대상자는 9.12(±1.77)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고(p=0.00),보행이 어렵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99(±2.11),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11(±2.07)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3)
신체적 상태와 간호교육요구도는 신체적 장애가 많이 나타난 대상자일수록 간

호교육요구도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p=0.00)<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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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교육요구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0.280.280.280.28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남남남남

여여여여

7.90(7.90(7.90(7.90(±±±±    2.13)2.13)2.13)2.13)

8.23(8.23(8.23(8.23(±±±±    2.14)2.14)2.14)2.14)

                    

연령연령연령연령 64646464세 세 세 세 이하이하이하이하

65656565세 세 세 세 이상이상이상이상

8.82(8.82(8.82(8.82(±±±±    2.33)2.33)2.33)2.33)            
0.610.610.610.61

7.9(7.9(7.9(7.9(±±±±    2.10)2.10)2.10)2.10)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20202020미만미만미만미만

20202020이상이상이상이상~24.9~24.9~24.9~24.9미만미만미만미만

25252525이상이상이상이상

    8.10(8.10(8.10(8.10(±±±±    2.13)2.13)2.13)2.13)        

0.880.880.880.88    8.15(8.15(8.15(8.15(±±±±    1.97)1.97)1.97)1.97)

    8.09(8.09(8.09(8.09(±±±±    2.07)2.07)2.07)2.07)

흡연흡연흡연흡연 흡연경험이 흡연경험이 흡연경험이 흡연경험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8.18(8.18(8.18(8.18(±±±±    2.10)2.10)2.10)2.10)

    8888....00002222((((±±±±    2.16)2.16)2.16)2.16)
0.610.610.610.61

음주음주음주음주 음주경험이 음주경험이 음주경험이 음주경험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8.21(8.21(8.21(8.21(±±±±    2.06)2.06)2.06)2.06)

    7777....99994444((((±±±±    2.19)2.19)2.19)2.19)
0.260.260.260.26

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하이하이하이하

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이상이상이상이상

8.06(8.06(8.06(8.06(±±±±    2.07)2.07)2.07)2.07)

8.14(8.14(8.14(8.14(±±±±    1.97)1.97)1.97)1.97)

8.18(8.18(8.18(8.18(±±±±    2.61)2.61)2.61)2.61)

8.07(8.07(8.07(8.07(±±±±    2.03)2.03)2.03)2.03)

0.990.990.990.99

직업직업직업직업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8.90(8.90(8.90(8.90(±±±±    2.33)2.33)2.33)2.33)

7.99(7.99(7.99(7.99(±±±±    2.09)2.09)2.09)2.09)

0.490.490.490.49

결혼결혼결혼결혼 미혼미혼미혼미혼

결혼결혼결혼결혼

사별사별사별사별

이혼이혼이혼이혼

7.00(7.00(7.00(7.00(±±±±    .).).).)

    8888....11114444((((±±±±    2.05)2.05)2.05)2.05)

    8888....22223333((((±±±±    2.43)2.43)2.43)2.43)

6666....00002222((((±±±±    .).).).)

0.730.730.730.73

월 월 월 월 소득소득소득소득 1001001001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100~200100~200100~200100~2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200~300200~300200~300200~3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300~400300~400300~400300~4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하하하하

4004004004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 이 이 이 상상상상

8.33(8.33(8.33(8.33(±±±±    2.24)2.24)2.24)2.24)

8.14(8.14(8.14(8.14(±±±±    1.70)1.70)1.70)1.70)

7.51(7.51(7.51(7.51(±±±±    2.55)2.55)2.55)2.55)

7.98(7.98(7.98(7.98(±±±±    2.21)2.21)2.21)2.21)

8.30(8.30(8.30(8.30(±±±±    2.15)2.15)2.15)2.15)

0.530.530.530.53



- 34 -

 표 8.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과 간호교육요구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간호요구도간호요구도간호요구도간호요구도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H H H H & & & & Y Y Y Y stagestagestagestage IIII 8.36(8.36(8.36(8.36(±±±±    2.00)2.00)2.00)2.00) 0.110.110.110.11

IIIIIIII 8.13(8.13(8.13(8.13(±±±±    2.18)2.18)2.18)2.18)

IIIIIIIIIIII 7.78(7.78(7.78(7.78(±±±±    2.23)2.23)2.23)2.23)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외 외 외 외 동반동반동반동반 없다없다없다없다

1~21~21~21~2개 개 개 개 

7.56(7.56(7.56(7.56(±±±±    2.08)2.08)2.08)2.08)

8.36(8.36(8.36(8.36(±±±±    2.14)2.14)2.14)2.14)

    0.020.020.020.02

    질병 질병 질병 질병 수수수수 3333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8.52(8.52(8.52(8.52(±±±±    2.04)2.04)2.04)2.04)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치료약물 치료약물 치료약물 치료약물 외  외  외  외  없다없다없다없다 7.95(7.95(7.95(7.95(±±±±    1111.71).71).71).71)     0.020.020.020.02

복용 복용 복용 복용 약물 약물 약물 약물 수수수수 1~21~21~21~2개개개개 8.12(8.12(8.12(8.12(±±±±    2.43)2.43)2.43)2.43)

3~43~43~43~4개개개개 8.15(8.15(8.15(8.15(±±±±    2.19)2.19)2.19)2.19)

5555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8.92(8.92(8.92(8.92(±±±±    2222.81).81).81).81)

최초 최초 최초 최초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8.90(8.90(8.90(8.90(±±±±    2.79)2.79)2.79)2.79)

8.67(8.67(8.67(8.67(±±±±    2.32)2.32)2.32)2.32)

7.80(7.80(7.80(7.80(±±±±    2.01)2.01)2.01)2.01)

7.54(7.54(7.54(7.54(±±±±    2.04)2.04)2.04)2.04)

    0.040.040.040.04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최초최초최초최초 한의원한의원한의원한의원 8.44(8.44(8.44(8.44(±±±±    2.01)2.01)2.01)2.01) 0.090.090.090.09

방문기관방문기관방문기관방문기관 병원병원병원병원 8.67(8.67(8.67(8.67(±±±±    2.34)2.34)2.34)2.34)

기타기타기타기타 8.15(8.15(8.15(8.15(±±±±    2.02)2.02)2.02)2.02)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처음 처음 처음 처음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8.66(8.66(8.66(8.66(±±±±    2.44)2.44)2.44)2.44)     0.210.210.210.21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8.60(8.60(8.60(8.60(±±±±    2.38)2.38)2.38)2.38)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8.15(8.15(8.15(8.15(±±±±    2.04)2.04)2.04)2.04)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7.45(7.45(7.45(7.45(±±±±    1.78)1.78)1.78)1.78)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증상발현 후 후 후 후 최초 최초 최초 최초 111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8.89(8.89(8.89(8.89(±±±±    2.65)2.65)2.65)2.65)     0.140.140.140.14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시기시기시기시기 111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8.45(8.45(8.45(8.45(±±±±    2.43)2.43)2.43)2.43)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10~10~10~10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7777....77775555((((±±±±    1.65)1.65)1.65)1.65)

10101010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7.15(7.15(7.15(7.15(±±±±    1.07)1.07)1.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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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간호교육요구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간호요구도간호요구도간호요구도간호요구도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의심한 의심한 의심한 의심한 질병질병질병질병 중풍중풍중풍중풍 8.65(8.65(8.65(8.65(±±±±    1.75)1.75)1.75)1.75) 0.040.040.040.04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신경계질환신경계질환신경계질환신경계질환 8.13(8.13(8.13(8.13(±±±±    1.98)1.98)1.98)1.98)

기타기타기타기타 7.65(7.65(7.65(7.65(±±±±    2.36)2.36)2.36)2.36)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전 전 전 전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인지 인지 인지 인지 있다있다있다있다 8.67(8.67(8.67(8.67(±±±±    2.36)2.36)2.36)2.36) 0.070.070.070.07

없다없다없다없다 7.97(7.97(7.97(7.97(±±±±    2.06)2.06)2.06)2.06)

진단 진단 진단 진단 후 후 후 후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진행에 진행에 진행에 진행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유무유무유무유무

있다있다있다있다 7.99(7.99(7.99(7.99(±±±±    2.22)2.22)2.22)2.22) 0.310.310.310.31

없다없다없다없다 8.32(8.32(8.32(8.32(±±±±    1.92)1.92)1.92)1.92)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약물효과 약물효과 약물효과 약물효과 정도정도정도정도 나쁘다나쁘다나쁘다나쁘다 7.84(7.84(7.84(7.84(±±±±    2.12)2.12)2.12)2.12) 0.120.120.120.12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없다없다없다없다 8.64(8.64(8.64(8.64(±±±±    2.21)2.21)2.21)2.21)

좋다좋다좋다좋다 7.97(7.97(7.97(7.97(±±±±    2.08)2.08)2.08)2.08)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건강하다건강하다건강하다건강하다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8.30(8.30(8.30(8.30(±±±±    2222.23).23).23).23) 0.410.410.410.41

8.02(8.02(8.02(8.02(±±±±    2.10)2.1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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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간호교육요구도

   

            

                                                                                                                                                                                                                                

문항
간호요구도 평균(표준편차)

P
정답자 오답자

1. 1. 1. 1.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전염되는 전염되는 전염되는 전염되는 병이라고         병이라고         병이라고         병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8.07(8.07(8.07(8.07(±±±±    2.12)2.12)2.12)2.12) 9999....22220000((((±±±±    2.49)2.49)2.49)2.49) 0.240.240.240.24

2. 2. 2. 2.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오래 오래 오래 오래 걸리지        걸리지        걸리지        걸리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8.09(8.09(8.09(8.09(±±±±    2.16)2.16)2.16)2.16) 8888....22220000((((±±±±    1.85)1.85)1.85)1.85) 0.840.840.840.84

3. 3. 3. 3.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유전적 유전적 유전적 유전적 요인이 요인이 요인이 요인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 . . 

7.99(7.99(7.99(7.99(±±±±    2.15)2.15)2.15)2.15) 8888....77778888((((±±±±    1.90)1.90)1.90)1.90) 0.280.280.280.28

4. 4. 4. 4.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약물이 약물이 약물이 약물이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7.97(7.97(7.97(7.97(±±±±    2.05)2.05)2.05)2.05) 8888....88883333((((±±±±    2.49)2.49)2.49)2.49) 0.040.040.040.04

5. 5. 5. 5.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보행보행보행보행((((걸음걸음걸음걸음))))이 이 이 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 . . 

8.23(8.23(8.23(8.23(±±±±    2.11)2.11)2.11)2.11) 7777....33331111((((±±±±    2.14)2.14)2.14)2.14) 0.030.030.030.03

6. 6. 6. 6.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8.07(8.07(8.07(8.07(±±±±    2.00)2.00)2.00)2.00) 8888....22223333((((±±±±    2.69)2.69)2.69)2.69) 0.730.730.730.73

7. 7. 7. 7.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움직일 움직일 움직일 움직일 때보다 때보다 때보다 때보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을  있을  있을  있을  

            때 때 때 때 떨리는 떨리는 떨리는 떨리는 증상이심하다고 증상이심하다고 증상이심하다고 증상이심하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8.10(8.10(8.10(8.10(±±±±    2.10)2.10)2.10)2.10) 8888....00006666((((±±±±    2.25)2.25)2.25)2.25) 0.900.900.900.90

8. 8. 8. 8.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되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8.15(8.15(8.15(8.15(±±±±    2.10)2.10)2.10)2.10) 7777....99999999((((±±±±    2.20)2.20)2.20)2.20) 0.600.600.600.60

9. 9. 9. 9.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연령과 연령과 연령과 연령과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7.90(7.90(7.90(7.90(±±±±    2.08)2.08)2.08)2.08) 8888....22223333((((±±±±    2.16)2.16)2.16)2.16) 0.280.280.280.28

10. 10. 10. 10.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물질과     물질과     물질과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8.55(8.55(8.55(8.55(±±±±    2.36)2.36)2.36)2.36) 7777....88882222((((±±±±    1.94 1.94 1.94 1.94 )))) 0.020.02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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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대상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와 간호교육요구도

                

                                                                                                                                                                                                            

            

        구분구분구분구분 내용내용내용내용((((중복응답중복응답중복응답중복응답))))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PPPP (r)(r)(r)(r)

예예예예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심리적심리적심리적심리적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인해 인해 인해 인해 불안하다불안하다불안하다불안하다 8888....00003333((((±±±±    2.15)2.15)2.15)2.15) 8888....44440000((((±±±±    2.06)2.06)2.06)2.06)         0.350.350.350.35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진단으로 인해 인해 인해 인해 우울하다우울하다우울하다우울하다 8888....00004444((((±±±±    2.06)2.06)2.06)2.06) 8888....33330000((((±±±±    2.42)2.42)2.42)2.42)         0.49 0.49 0.49 0.49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 진단 진단 진단 후 후 후 후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수행이 수행이 수행이 수행이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7777....99994444((((±±±±    2.11)2.11)2.11)2.11) 8888....66661111((((±±±±    2.14)2.14)2.14)2.14)         0.040.040.040.04

파킨슨병을 파킨슨병을 파킨슨병을 파킨슨병을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싶지 싶지 싶지 싶지 않다않다않다않다 8888....11112222((((±±±±    2.09)2.09)2.09)2.09) 8888....00002222((((±±±±    2.26)2.26)2.26)2.26)         0.750.750.750.75

    0.250.250.250.25 (-0.08)(-0.08)(-0.08)(-0.08)

신체적신체적신체적신체적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수행이 수행이 수행이 수행이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7777....88888888((((±±±±    2.23)2.23)2.23)2.23) 8888....22223333((((±±±±    2.06)2.06)2.06)2.06)     0.270.270.270.27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글쓰기가 글쓰기가 글쓰기가 글쓰기가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7777....88883333((((±±±±    2.14)2.14)2.14)2.14) 9999....11112222((((±±±±    1.77)1.77)1.77)1.77)     0.000.000.000.00

보행이 보행이 보행이 보행이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균형 균형 균형 균형 잡기가 잡기가 잡기가 잡기가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7777....99999999((((±±±±    2.11)2.11)2.11)2.11) 9999....11111111((((±±±±    2.07)2.07)2.07)2.07)     0.030.030.030.03

    0.000.000.000.00 (-0.20)(-0.20)(-0.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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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상자의 파킨슨병 외 동반된 질병,파킨슨 치료 약물 외 복용하는
약물 ,이상증상발현 시기,진단 전 인식했던 질병,심리적 상태,신체적 상태,질
병에 대한 지식이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조
사되었다.질병유무,파킨슨 치료약물 외 복용약물 유무 .이상증상 발현 5년 이상
과 5년 미만,진단 전 인식했던 질병이 중풍과 그 외 질환,심리적,신체적,질병지
식을 7개 예측변수로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았고,분석결과 7개의 예측변수 중 파킨슨병 외 동반

된 질병,파킨슨 치료 약물 외 복용하는 약물 ,이상증상발현 시기,신체적 상태 4
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즉,동반 된 질병 수가 많을수록,파
킨슨 치료 약물 외 복용하는 약물수가 많을수록,이상증상 발현시기가 짧은 대상
자일수록,신체적 장애가 낮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승산비(OddsRatio;OR)를 통해 간호교육요구도를 분석해 보면,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3.64배(OR=3.64,95% CI=1.27~4.01),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군이 복용 안하는 군에 비해 2.07배(OR=2.07,95% CI=0.87~3.45),이상증
상발현시기가 5년 미만이 5년 이상에 비해 2.87배(OR=2.87,95% CI=0.98~4.22),중
풍으로 인식한 대상이 기타질환으로 인식한 대상자보다 1.89배(OR=3.64,95%
CI=0.90~3.41)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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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간호교육요구도의 영향요인

변수변수변수변수 BBBB S.ES.ES.ES.E WaldWaldWaldWald PPPP OROROROR
95% 95% 95% 95% CICICICI

LowerLowerLowerLower UpperUpperUpperUpper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상태상태상태상태 -0.15-0.15-0.15-0.15 0.060.060.060.06 0.340.340.340.34 0.250.250.250.25 2.072.072.072.07 0.450.450.450.45 2.982.982.982.98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상태상태상태상태 -0.47-0.47-0.47-0.47 0.120.120.120.12 5.675.675.675.67 0.000.000.000.00 2.872.872.872.87 0.560.560.560.56 3.023.023.023.02

질병지식질병지식질병지식질병지식 -0.48-0.48-0.48-0.48 0.230.230.230.23 3.453.453.453.45 0.960.960.960.96 0.850.850.850.85 0.890.890.890.89 1.191.191.191.19

동반질병동반질병동반질병동반질병

없다 없다 없다 없다 1.081.081.081.08 0.470.470.470.47 0.330.330.330.33 0.010.010.010.01 1111 0.450.450.450.45 2.782.782.782.78

있다있다있다있다 0.790.790.790.79 0.440.440.440.44 3.013.013.013.01 0.020.020.020.02 3.643.643.643.64 1.271.271.271.27 4.014.014.014.01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파킨슨 치료치료치료치료

외 외 외 외 복용약물복용약물복용약물복용약물

없다없다없다없다 0.780.780.780.78 0.330.330.330.33 0.300.300.300.30 0.030.030.030.03 1111 0.660.660.660.66 2.012.012.012.01

있다있다있다있다 0.340.340.340.34 0.230.230.230.23 2.672.672.672.67 0.040.040.040.04 2.072.072.072.07 0.870.870.870.87 3.453.453.453.45

이상증상발현시기이상증상발현시기이상증상발현시기이상증상발현시기

5555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0.450.450.450.45 0.270.270.270.27 0.450.450.450.45 0.010.010.010.01 1111 0.570.570.570.57 1.991.991.991.99

5555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0.560.560.560.56 0.330.330.330.33 3.063.063.063.06 0.040.040.040.04 2.872.872.872.87 0.980.980.980.98 4.224.224.224.22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전 전 전 전 인식했던인식했던인식했던인식했던

병명병명병명병명

기타기타기타기타 0.340.340.340.34 0.230.230.230.23 0.770.770.770.77 0.060.060.060.06 1111 0.460.460.460.46 2.012.012.012.01

중풍중풍중풍중풍 0.460.460.460.46 0.560.560.560.56 2.782.782.782.78 0.120.120.120.12 1.891.891.891.89 0.900.900.900.90 3.413.413.413.41

(constant)(constant)(constant)(constant) 0.460.460.460.46 0.980.980.980.98 0.120.120.120.12 0.890.890.890.89 0.850.850.8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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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파킨슨병 초기 대상자들의 특성 및 간호교육요구도를 조사하고,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임상에서나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게
질병진행단계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가 제공 되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파킨슨병의 유병율은 65세 이상에서는 1-1.6% 정도로 추정되며,나이가 들면

서 유병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SchapiraAHV,1999)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2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51명(75.0%)이었고, 평균 연령은 69.4세였다.
Hernan(2002)의 연구에서 담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파킨슨 발병률이 약
40% 정도 적다고 하였는데,본 연구의 흡연상태는 흡연 경험이 있다는 79명
(39.5%),흡연 경험이 없다는 121명(60.5%)으로,흡연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
았으나,여자의 경우 98명 중 흡연자는 5명이었으며,남자는 98명 중 74명이 흡연
자로 조사되어 흡연이 한국인의 파킨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좀 더 많은 파킨슨병질환자를 포함한 대규모의 역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는 33명(16.5%)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대학교 이상 졸

업자도 45명(22.5%)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원경임(2004)의 간호요양원 이용 노인의
간호요구도 조사에서 대상자 91명 중 고졸이상 25명(27.5),대학교 이상이 13명
(14.3%),유정순(2006)의 저소득 독거노인과 일반가족 동거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
요구도 조사에서 전체 209명 중 고졸 이상이 11명(5.3%),이인자(2001)의 일반노인
의 치매지식정도 조사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 171명 중 34명(19.9%),대
학교 졸업 이상이 6명(3.5%)인 교육수준과 비교해 볼 때,본 연구의 파킨슨병 대
상자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상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가 최초로 자각한 이상증상으로는 진전이 144명(72.0%),보행 장애가

101명(50.5%), 움직임의 느려짐이 65명(32.5%) 순으로 많았고, 이는 Ca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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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1986)의 연구결과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상으로 진전이 가장 많았고,다음
이 보행 장애 순이었다는 연구 보고와 일치하였다.
대상자들의 이상증상발현기간은 평균 5.9년(±5.2)이었고,증상발현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20개월(±22.2)이 걸렸고,이상증상발현 후 파킨슨병을 진단
받기까지는 26개월(±30.1)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병원을 방문한 후에도 평균 6개
월이 지나서야 파킨슨병이라고 진단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신경과 외래환
자 35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증상이 처음 나타나 병원을 찾기까
지 평균 18개월의 시간이 걸리고,전체 환자 중 133명(37.1%)이 증상이 나타나고
도 1년 후에나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서울아
산병원 파킨슨센터,2006)파킨슨병 환자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치매의 경우 조기 발견 시 증상의 완화와 질병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1/3(송영희,2002)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치매발병 후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이 56.2%로 나타나
(이은희 외,2000)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질환에 있어 조기진단의 어려움
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가 이상증상을 자각 후 최초 방문했던 기관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한의

원이 107명(53.5%),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90명(45.0%)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대상
자가 많았고,최선아,김진호(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102명 중 51명(53.9%)
이 병원을 방문했고,47명(46.1%)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많은 수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처음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한다는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다.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처음에 의심했던 질환으로는 중풍이 98명(49.0%)으
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수전증,디스크,추간판 탈출증,우울증,동반질병 합병
증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최선아,김진호(2000)의 연구에서는 신경과 이외의
다른 과를 방문했던 환자들이 추간판 탈출증,우울증,뇌졸중,디스크 등으로 오진
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경과가 아닌 타과의료인의 파킨슨병에 대
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진단 전 파킨슨병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도
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64명(82.0%)으로,들어본 적 있다는 36명
(18.0%0보다 많게 조사되었으며,이는 환자 10명 중 4명은 증상을 몰라서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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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병을 방치해 심각하게 병을 키운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는 보고(서울아산병원
파킨슨센터,2006)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즉,연구에 참여한 초기 파킨슨병 대상
자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전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상 증상발현 후에도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진단 받고 약물치료를 하기보다는 증상을 방치하거나 한의원 등을 찾는 것

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향상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36명 대상자의 정보경로는 대부분 대중

매체를 통해서였으며 의료인이 정보경로가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파킨슨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나 간호사들의 노력이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약물의 효과로는 좋다가 104명(52.0%), 변화 없다는 47명(23.5%), 나

쁘다는 49명(24.5%)으로 좋다는 응답이 많았고, H & Y stage로 구분해서 보면 

I,II 그룹 128명 중 81명이 약물 효과는 좋다고 응답했고 17명이 나쁘다고 하였

다. III그룹 72명에서는 32명이 약물효과는 나쁘다고 하였고, 23명이 좋다고 응

답하여 Koplas PA(1999)의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환

자는 소량의 약물로 증상이 잘 조절되지만,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계속 장애가 

증가되어 약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최일생, 

이명식(1989)의 연구에서도 약물치료 후 1년까지는 증상의 호전과 함께 안정성을 

보이다가 1년 반 내지 2년 후부터는 치료실패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4년 후에는 

치료자의 53.5%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지식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서 7.5점(± 1.3)으로 

나타났고, 질병특성에 따른 지식점수에서는 H & Y stage I 에서는 7.02점(± 

1.43), II 에서는 7.58점(± 1.31), III에서는 7.76점(± 1.30)으로 질병이 진행될

수록 지식점수는 유의하게 높았고(P=0.01), 증상발현 후 처음 병원방문 시기는 1

년 미만이 7.95점(± 1.65), 1년 이상 5년 미만이 7.89점(± 1.8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45점(± 1.34), 10년 이상은 7.20점(± 1.45)으로 증상발현 후 병원을 

빨리 방문한 대상자일수록 지식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 대상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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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현 후 진단 시기와 지식점수를 보면 1년 미만이 7.02점(± 1.34), 1년 이상 5

년 미만이 7.42점(± 1.23),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86점(± 1.65), 10년 이상은 

8.24점(± 2.30)으로 진단 받은 시기가 오래 된 대상자일수록 지식 점수는 유의하

게 높았다(P=0.02). 이는 진단 후 의료진의 설명 유무를 조사하는 본 연구의 결

과에서 설명이 있었다는 응답이 138명(69.3%)으로 설명이 없었다는 62명(31.0%)

보다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진단 후에는 의료진을 통해 대부분의 대상자들

이 질병관련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

경계질환인 치매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신섭(2001)의 알쯔하이머 치매

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연구에서 100점 만점에서 71.61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조사

된바 있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초기 대상자들이 진단 전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조차 없는 대상자가 전체 200명 중 164명(82.0%)인 점을 비교해 볼 때, 일반인들

의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의 낮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는 총점 4점을 우울의 최고치로 했을 때, 평균 3.1점(± 

1.1)으로 우울상태는 높게 나타났고, H & Y stage I 그룹은 2.77(± 1.22), II 그

룹은 3.21(± 1.03), III 그룹은 3.26(± 1.10)으로 질병이 진행될수록 우울상태는 

유의하게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이는 임경춘, 박광옥(1997)의 연구

에서 일상생활동작의존도가 높을수록(p=0.00), 질병단계가 높을수록(p=0.00) 우

울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준홍, 이명식(1995)의 연구에서

는 정상군과 초기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초기 파킨슨병 환자들

이 44.1%로 정상군 18.6%보다 우울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파킨슨병의 높

은 우울상태를 알 수 있다. 신체적 상태는 총 3점을 신체장애의 최고치로 했을 

때, 평균 2.1점(± 0.9)으로 나타났고, H & Y stage I 그룹은 1.70(± 0.77), II 

그룹은 1.77(± 0.89), III 그룹은 2.68(± 0.64)로 병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장애

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 이는 최일생, 이명

식(1989)의 연구에서 H & Y stage가 진전 될수록 약물효과가 떨어지고 일상생활

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결과와 같았다.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도는 총 11점 중  평균 8.1점(± 2.1)으로 간호교육요

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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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질환관련 특성에서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간호교육요구도는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파킨슨 치료약물 외복용 약물 수는 많을

수록 간호교육요구도는 유의하게 높았고(p=0.02), 최초 이상증상 발현 시기는 기

간이 짧은 대상자일수록 유의하게 간호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p=0.04). 질

병에 대한 인식은 처음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중풍이라고 인식한 대상자의 간

호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조사되었고(p=0.04), 질병관련 지식과 

간호교육요구도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지는 못했으나 대상자의 적극
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요하는 운동치료,영양교육,모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와 수술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이희범,장인성(1997)의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에 관한 연
구에서 노인은 신체활동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
타나 인식변화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심리적 상태에서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대상자가 유의하게 간호교
육요구도가 높았고(p=0.04),신체적 상태는 장애가 많이 나타날수록 간호교육요구
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

났으나,병이 진행될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유은정(1995)의 노
인성 치매환자 가족의 초기 간호요구에서 정보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김
은경(2002)의 연구에서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초기간호요구는 치료적 간호요
구와 교육적 간호요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환초기 노
인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김성렬(2005)의 연구
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신체적 간호의 비중이 커진다는
조사결과를 통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질환후기 간호요구는 정보적 간호
요구보다 신체적 간호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 노인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파킨슨병 대상자들이 초기에는 간호교
육요구도가 높았으나,병이 진행되면서 신체적 장애의 증가로 간호교육요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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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 병의 진행과정에 따른 차별화 된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해 보면,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파킨슨병 환자

를 대상으로 간호교육요구도 조사를 하였으며,초기 파킨슨병 환자들의 특성,질병
관련 인식 및 지식,진단까지의 과정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에 의의
를 가질 수 있다.향후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를 위한 간
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적 간호
요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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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기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이 69.4세로 전체대상자 2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51명(75.0%)으로 많았고,흡연상태는 흡연경험 없다가 121명(60.5%)
으로 흡연경험이 있다는 수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음주는 음주경험이 있다
가 102명(51.0%),음주경험 전혀 없다가 98명(49.0%)으로 음주경험이 있다는 수가
더 많았다.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 이하인 수가 94명(47.0%)으로 비율이 가장 높
았고,직업은 현재 직업이 없다는 응답이 180명(90.0%)으로 많았으며,월 소득정도
는 200만 원이하가 118명(5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대상자의 동거인
으로는 배우자가 151명(75.5%)으로 가장 많았으며,혼자서 생활하는 자도 16명
(8.0%)으로 조사되었다.
2.대상자의 질환관련 특성에서는 최초 이상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평균 5.9년

(±5.2)전 이었고,이상증상을 자각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0개월(±22.2)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대상자가 이상증상을 자각하고 병
원에서 파킨슨병이라고 최초 진단을 받는 데에는 26개월(±30.1)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병원 방문 후에도 6개월이 지나서야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증상 자각 후 가장 많이 방문한 기관은 한의원으로 107명
(53.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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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에서는 처음에 중풍으로 인식했다는 응답이 98
명(49.0%)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수전증,디스크,동반질환의 합병증 순이
었다.진단 전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대상자가 164명(82.0%)으로
인식이 있었다는 36명(18.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현재 복용중인 파킨슨 약
물의 효과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104명(52.0%)이 약물효과가 좋다고 하였으며,약
물효과가 나쁘다와 약물효과 없다는 각각 49명(24.5%),47명(23.5%)순으로 조사되
었다.건강상태인식은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147명(73.5%)으로 건강하다는 53명
(26.5%)보다 많았다.

4.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10개 문항에서는 평균 정답률 7.5
점(±1.3)을 보였다.질병특성에 따른 지식점수에서는 H & Y stageI에서는 7.02
점(±1.43),II에서는 7.58점(±1.31),III에서는 7.76점(±1.30)으로 질병이 진행될
수록 지식점수는 유의하게 높았고(P=0.01),증상발현 후 처음 병원방문 시기는 1년
미만이 7.95점(±1.65),1년 이상 5년 미만이 7.89점(±1.86),5년 이상 10년 미만이
7.45점(±1.34),10년 이상은 7.20점(±1.45)으로 증상발현 후 병원을 빨리 방문한
대상자일수록 지식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대상자의 증상발현 후 진단
시기와 지식점수를 보면 1년 미만이 7.02점(±1.34),1년 이상 5년 미만이 7.42점(±
1.23),5년 이상 10년 미만이 7.86점(±1.65),10년 이상은 8.24점(±2.30)으로 진단
받은 시기가 오래 된 대상자일수록 지식 점수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파킨슨병 진단 후 대상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총점 4점을 우울의 최고치로
했을 때,평균 3.1점(±1.1)으로 우울상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H & Y stageI
그룹은 2.77(±1.22),II그룹은 3.21(±1.03),III그룹은 3.26(±1.10)으로 질병이 진
행될수록 우울상태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신체적 상태는
총 3점을 신체장애의 최고치로 했을 때,평균 2.1점(±0.9)으로 나타났고,H & Y
stageI그룹은 1.70(±0.77),II그룹은 1.77(±0.89),III그룹은 2.68(±0.64)로 병
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장애가 증가되었다(p=0.00).
6.간호교육요구도는 11개 항목에서 평균 8.1점(±2.1)이었고,치료 중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할 때를 알고 싶다는 응답이 192명(96.0%)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파킨슨병과 관련 된 합병증은 190명(95.0%),파킨슨 약물에 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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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91.0%)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수술에 관한 정보는 83명(41.5%),모임이
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79명(39.5%)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그 외에 질환
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158명(79.0%),증상개선에 관한 정보는 178명(89.0%),질병
진행과정의 정보는 179명(89.5%),운동치료에 대한 정보는 144명(72.0%),영양교육
은 115명(57.5%),대상자를 위한 환경관리는 119명(59.5%)으로 나타났다.

7.간호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질병관련 특성에서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간호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2),파킨슨 치료약물 외복용 약물
수가 많을수록 간호요구도는 유의하게 높았다(p=0.02).최초 이상증상 발현 시기는
기간이 짧은 대상자일수록 유의하게 간호요구도는 높게 나타났고(p=0.04),질병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도에서는 처음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중풍으로 인식한 대
상자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조사되었다(p=0.04).질병관련 지
식과 심리적 상태는 간호요구도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지 못했으며,
신체적 상태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많이 나타날수록 간호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다
(p=0.00).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의 간호교육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간호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는 동반 질
병 수,파킨슨 치료약물 외 복용약물 수.이상증상발현 시기,진단 전 인식했던 질
병,신체적 상태로 나타났다.

BBB...제제제언언언

1.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상증상 발현 후 병원
을 찾아 진단을 받기까지 26개월(±30.1)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근거
로 노인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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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연구에서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들의 간호교육요구도는 11개 항목에서 평
균 8.1점(±2.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앞으로 이러한 요구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초기 파킨슨병 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3.본 연구에서 H & Y stage가 높을수록,신체 장애정도가 클수록 간호교육
요구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이는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적
교육적 요구도보다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따라서 대부분 시설에 입소중인 후기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적요구도를 포함한 간호요구도 조사를 하여,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간
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제언한다.



- 50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고현주(1999).일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호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고려대
학교

김성렬,정선주,임주혁,이명종(2005).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서울아산병원 신경과.JKoreanNeuroAssoc.Vol23

김은경(2002).종합병원 입원 노인환자의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연세대학교 보건대
학원

김진희,정문희(2000).독거노인의 거택환경과 기분상태,일상생활활동 및 간호요
구도에 관한 연구.한국보건간호학회지,14(1),26-40

김명숙(2002).입원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차이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김명호 (1986).한국의 파킨슨병.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대한신경
과학회 Vol.4,No.1

민순,주애란 (2002).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제.한국노인
복지학회

박종한,박영남 (1994).유병율 연구에서 치매 의심 혹은 경도 치매로 진단된 노
인들의 1년 반 후 추시.JKoreanNeuropsychiatrAssocVol33,No.1

송영희 (2002).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
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신재신(1985).노인의 근관절 운동이 자가간호 활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연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애영 (2000).파킨슨병과 파킨슨증후군.군자출판사
이대희 (2005).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범문사
이용석(2003).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한국보험학회 Vol.66
이인자 (2001).일반노인의 치매지식정도 조사연구.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은정(1995).노인성 치매환자 가족의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정순 (2005).저소득 독거노인과 일반 가족 동거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요구도



- 51 -

조사.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금숙 (2004).단독가구 노인의 간호요구 조사.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
사학위논문

이준홍,이명식 (1995).특발성 파킨슨증에서 우울증의 빈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요소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대한신경과학회 Vol.13,No.3

임효남 (2004).입원초기 노인환자의 간호요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유명희(1991).파킨슨병 환자의 간호사례.대한간호,30(5),56-60
이윤휘 (2005).장기재원환자의 특성 및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중앙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원경임 (2004).간호요양원 이용 노인의 간호요구도 조사연구.연세대학교 보건
환경대학원 보건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윤기운 (2004).파킨슨질환자의 예측타이밍에 관한 연구.한국체육학회지,제 43
권,제 4호,pp.181-191

임경춘,박광옥,김복자(1997).파킨슨질환자에서의 사회적지지와 일상생활동작
의존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성인간호학회지,Vol9,No.3

이신섭 (2001).알쯔하이머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연구.목원대학교 산업정
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희범,장인성 (1997).노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에 관한 연
구.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학술저널 87-96

이인수 (2002).뇌졸중 노인에 대한 심리교육 집단개입의 효과성 연구.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Vol161-169

이은희,박경일,김춘희(2000).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양과업 수행상의 애로 결
정요인 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

정선주,김성렬,성영희,임주혁,이명종(2005).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J Korean Neuro
Assoc.Vol23

최일생,이명식 (1989).파킨슨병에 있어서 약물치료 효과.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52 -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대한신경과학회 Vol.7,No.1
최일생,최영철 (1993).파킨슨병에 있어서 Levodopa장기치료효과.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대한신경과학회 Vol.11,No.2

최철희,이준홍 (1997).파킨슨병에서 levodopa 치료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뇌연구소.대한신경과학회 Vol.15,No.4

최선아,김진호,이명식 (2000).한국 파킨슨병 환자의 진단 전 상황.연세대학교의
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대한신경
과학회 8(6): 87-693

하민숙 (2001).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선영 (1999).치매시설 조호자의 치매에 관한 지식,태도 및 조호활동실천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석경,박경원,차재관 (2002).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정신과학교실.대한신경과학회지 20(3):227-233

태영숙(1985).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Asnis(1977).Parkinson's disease,depression and ECT.American journalof
psychiatry134(2),191-195

Breteler,M,Hofman,A(1995).PrevalenceofParkinson'sdiseaseintheelderly:
Therotterdam study.Neurology,45,2143-2146

Barbara Habermann,Linda Lindsey Davis (2005)Caring for Family with
Al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JournalofGerontological
Nursing:31,6:ProQuestMedicalLibrarypg.49

BrianJarman,BrianHurwitz,AdrianCook(2002)Effectsofcommunitybased
nurses specialising in Parkinson's Disease on health outcome and
costs:radomisedcontrolledtrial.BMJVol324

BrooksDJ(2004)Neuroimaging in Parkinson'sdisease.TheJournalofthe
AmericanSocietyforExperimentalNeuroTherapeutics.Vol.1,243-254



- 53 -

Brown.R& Jahanshahi,M(1995).DepressioninParkinson'sdisease.Advanced
inNeurology,65,61-84

Brown RG(1988). Depression anddisability in Parkinson'sdisease.Psychol
Med18:49-55

ConstantinPotagas(2006).Phenomenologyandmanagementofcognitiveand
behavioral disorders in Parkinson's disease. Rise and logic of                

  dementiainParkinson'sdisease.AnnalsofGeneralPsychiatry5:12
CalneDB(1986).EarlyParkinsonism.ClinicalNeuropharmacology9:S3-8
CummingsJL (1992).Depression andParkinson'sdisease.Am J Psychiatry
149:443-454

DeJong,G & Hughes,J(1982).Independentliving:Methodologyformeasuring
longterm outcomes,Arch.Phys.Med.Rehabil,Feb:63,68-73

Daniel Weintraub (2006). Test Characteristics of the 15-Item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in Parkinson
Disease.Am JGeriatrPsychiatry14(2):169-175

DavidJones(2002).LifeafterParkinson's.BMJVol324
Fridman-Campbel & Hart(1984). Theoretical strategies and nursing
interventionstopromotepsychosocialadaptationtospinalcordinjuriessand
disability.JNeurosurgicalnursing,Dec:16(6),335-342

FIONA O'REILLY,FINOLA FINNAN,SHANE ALLWRIGHT (1996) The
effects of caring for a spouse with Parkinson's Disease on social,
psychologicalandphysicalwell-being.BritishJournalofGeneralPractice,
September
Fonda,D(1985).Parkinson'sdiseaseintheelderly:psychiatricmanifestations.
Geriatrics.Apr:40(4),109-114

Gotham.A.M(1986).DepressioninParkinson'sdisease.JournalofNeurology,
49(4),381-389

Gibb WRG(1988).TherelevanceoftheLewy body to thepathogenesisof



- 54 -

idiopathicParkinson'sdisease.JNeurolNeurosurgPsychiatry51:745-752
Goodwin FK(1971).Psychiatric Side Effects ofLevodopa in Man.JAMA
218:1915-1920

HelenS(1995).DepressioninParkinson'sdisease.AdvancesinNeurology.vol
65,49-60

Hernan,M.A(2001).CigaretteSmokingandtheIncidenceofParkinson'sdisease
inTwoProspectiveStudies,AnnalsofNeurologyVol.50No6

HoehnMM(1967).Parkinsonism :onset,progression,andmortality.Neurology
17:427-442

HuMT,WhiteSJ,HerlihyAH etal(2001)A comparisonof(18)F-dopaPET
and inversion recovery MRI in the diagnosis of Parkinson's disease.
Neurology56:1195-1200

Hutton JT(1988).Treatmentofchronic Parkinson's disease with controlled
releasecarbidopa/levodopa.ArchNeurol45:861-864

HuberSJ(1990).Thepatternofdepressivesymptomsvarieswithprogression
ofParkinson'sdisease.JNeurolNeurosurgPsychiatry53:275-278

JP Larsen(1991).Parkinson'sdiseaseascommunityhealthproblem:study
inNorwegiannursinghomes.BMJVol303:741-3

JayM.Gorrell(1996).TheroleoftheEnvironmentinParkinson'sDisease.
EnvironmentalHealthPerspectivesVol104,No6

Koplas PA(1999). Quality of life and Parkinson's disease. J Gerontol
54:197-202

LesleyRees(2002).LivingwithParkinson'sdisease.BMJVol:324
Lilienfeld DE (1990).Twodecadesofincreasing mortality from Parkinson's
diseaseamongUSelderly.ArchNeural47:731-734

LarsenT (1960).Essentialtremor.ActaPsychiatrNeuralScand36:1-176
Mayeux.R(1981).Depression,intellectualimpairment,andParkinson'sdisease.
Neurology,31(6),645-650



- 55 -

Morrish PK,Sawle GV,Brooks DJ (1995)Clinicaland (18F)dopa PET
findingsin early Parkinson'sdisease.J NeurolNeurosurg Psychiatry59:
597-600

Marco Cosentino, Emilia Martignoni (2005). Medical healthcare use in
Parkinson'sdisease:surveyincohortofambulatorypatientsinItaly.BMC
HealthServicesResearch

MichaelJ (1996).Parkinson's Disease:A progress Report.University of
California,SanFransiscoSchoolofMedicine,CA 94143-0114

Nina Heinrichs (2001).Cognitive-behaviraltreatment for socialphobia in
Parkinson'sdisease:A singlestudy.CognBehavPract8(4):328-335

PearceJMS (1987)ModerntreatmentofParkinson'sdisease.BrJHospMed
7;37:59-66

Pearce JMS (1989)Adrenaland nigraltransplants forParkinson's disease.
BrMed296:1211-2

ShoulsonI,Parkinsonstudygroup(1989)DATATOP:amulticentrecontrolled
clinicaltrialinearlyParkinson'sdisease.ArchNeurol46:1052-60

S.G.Mueller (2006).Evaluation of treatment effects in Alzheimer's and
otherneurodegenerativediseaseby MRIand MRS.NMR Biomed 19(6):
655-668

SamuelO Ogunbiyi(2005).ThediagnosticdilemmaofParkinson'sdiseaseas
acauseofcalf'Claudication'.BritishJournalofGeneralPractice55:132-133

SchapiraAHV(1999).Parkinson'sdisease.BMJ318:311-314
SageJI(1990).ClinicallyatypicalexpressionofpathologicallytypicalLewybody
Parkinsonism.ClinNeuropahrmacol13:36-47

Taylor.A.E(1986).Parkinson'sdiseaseanddepression.A criticalre-evaluation.
Brain109,279-292

YoavBen-Shlomo(1995).Idiopathicparkinsonsdisease:epidemiology,diagnosis
andmanagement.BritishJournalofGeneralPractice



- 56 -

부부부 록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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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저저저는는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대대대학학학원원원에에에 재재재학학학 중중중인인인 노노노인인인전전전공공공 학학학생생생으으으로로로
분분분당당당에에에 위위위치치치한한한 노노노인인인재재재활활활전전전문문문병병병원원원인인인 보보보바바바스스스기기기념념념병병병원원원에에에서서서 근근근무무무하하하고고고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지지지는는는 노노노인인인인인인구구구의의의 증증증가가가와와와 함함함께께께 늘늘늘어어어나나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파파파킨킨킨슨슨슨병병병 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간간간호호호교교교육육육요요요구구구도도도를를를 파파파악악악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함함함입입입니니니다다다...

이이이 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는는는 무무무기기기명명명으으으로로로 처처처리리리되되되며며며,,,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는는는 오오오로로로지지지 노노노인인인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학학학문문문적적적 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만만만 사사사용용용될될될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어어어려려려우우우시시시더더더라라라도도도 성성성의의의껏껏껏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시시시면면면
감감감사사사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설설설문문문작작작성성성에에에는는는 111000분분분 정정정도도도 소소소요요요됩됩됩니니니다다다...

222000000777년년년 444월월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대대대학학학원원원
노노노인인인전전전공공공 555학학학기기기
연연연구구구자자자 박박박 영영영 신신신

연연연락락락처처처:::ddduuudddtttlllsss111333000444@@@hhhoootttmmmaaaiiilll...cccooommm



- 58 -

1. 1. 1. 1.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갖고 갖고 갖고 갖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질병질병질병질병/ / / / 질환의 질환의 질환의 질환의 수는수는수는수는????

            ①①①①    없다 없다 없다 없다 ②②②②    1~21~21~21~2개  개  개  개  ③③③③    3~43~43~43~4개 개 개 개 ④④④④    5~65~65~65~6개 개 개 개 ⑤⑤⑤⑤    6666개 개 개 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 2. 2. 2. 파킨슨병과 파킨슨병과 파킨슨병과 파킨슨병과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없이 없이 없이 없이 복용하고 복용하고 복용하고 복용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약물의 수는수는수는수는????

            ①①①①    없다 없다 없다 없다 ②②②②    1~21~21~21~2개 개 개 개 ③③③③    3~43~43~43~4개 개 개 개 ④④④④    5555개 개 개 개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 3. 3. 3. 과거 과거 과거 과거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 질환을 질환을 질환을 질환을 경험한 경험한 경험한 경험한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사항 사항 사항 사항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 . . . 

            ①①①①    뇌염 뇌염 뇌염 뇌염 ②②②②    가스중독 가스중독 가스중독 가스중독 ③③③③    중풍 중풍 중풍 중풍 ④④④④    치매 치매 치매 치매 ⑤⑤⑤⑤    기타기타기타기타(       (       (       (       ))))

4. 4. 4. 4.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처음 처음 처음 처음 느낀 느낀 느낀 느낀 이상증상은이상증상은이상증상은이상증상은?     ?     ?     ?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

            ①①①①    피로감 피로감 피로감 피로감 ②②②②    몸의 몸의 몸의 몸의 강직 강직 강직 강직 ③③③③    신체 신체 신체 신체 일부의 일부의 일부의 일부의 떨림 떨림 떨림 떨림 ④④④④    동작이 동작이 동작이 동작이 느려짐느려짐느려짐느려짐

            ⑤⑤⑤⑤    발음장애 발음장애 발음장애 발음장애 ⑥⑥⑥⑥    보행장애  보행장애  보행장애  보행장애  ⑦⑦⑦⑦    무표정한 무표정한 무표정한 무표정한 안면 안면 안면 안면 ⑧⑧⑧⑧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

5. 5. 5. 5.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이상증상이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 ? ? ? 

            ①①①①    6666개월 개월 개월 개월 전 전 전 전 ②②②②    1111년 년 년 년 전 전 전 전 ③③③③    2222년 년 년 년 전 전 전 전 ④④④④    3333년 년 년 년 전 전 전 전 ⑤⑤⑤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년 년 년 년 전전전전

6. 6. 6. 6.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전 전 전 전 치료를 치료를 치료를 치료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방문했던 방문했던 방문했던 방문했던 곳은곳은곳은곳은????

            ①①①①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②②②②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③③③③    약국 약국 약국 약국 ④④④④    의원 의원 의원 의원 ⑤⑤⑤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

7. 7. 7. 7.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후 후 후 후 처음 처음 처음 처음 병원을 병원을 병원을 병원을 방문한 방문한 방문한 방문한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

                (          (          (          (          ) ) ) ) 

8. 8. 8. 8.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이라고 최초로 최초로 최초로 최초로 진단받은 진단받은 진단받은 진단받은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언제입니까????

                (          (          (          (          ) ) ) ) 

9. 9. 9. 9.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받기 진단받기 진단받기 진단받기 전 전 전 전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생각했던 생각했던 생각했던 생각했던 병명은병명은병명은병명은?  ?  ?  ?  

            ①①①①    치매 치매 치매 치매 ②②②②    중풍 중풍 중풍 중풍 ③③③③    암 암 암 암 ④④④④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⑤⑤⑤⑤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⑥⑥⑥⑥    기타기타기타기타(         (         (         (         ))))

10. 10. 10. 10.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발병하기 발병하기 발병하기 발병하기 전 전 전 전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들으신 들으신 들으신 들으신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   ?   ?   

            ①①①①    있다     있다     있다     있다     ②②②②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 , ,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통해서 통해서 통해서 통해서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들으셨습니까들으셨습니까들으셨습니까들으셨습니까? ? ? ?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

            ①①①①    TV TV TV TV ②②②②    신문 신문 신문 신문 ③③③③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 , , PC PC PC PC 통신 통신 통신 통신 ④④④④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친척 친척 친척 친척 ⑤⑤⑤⑤    친구친구친구친구

            ⑥⑥⑥⑥    의사 의사 의사 의사 ⑦⑦⑦⑦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⑧⑧⑧⑧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⑨⑨⑨⑨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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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1. 11.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후 후 후 후 병의 병의 병의 병의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설명을 설명을 설명을 들은 들은 들은 들은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 ? ? 

            ①①①①    예       예       예       예       ②②②②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12. 12. 12. 12. 파킨슨약물에 파킨슨약물에 파킨슨약물에 파킨슨약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효과는 효과는 효과는 효과는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입니까정도입니까정도입니까정도입니까? ? ? ?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좋다좋다좋다좋다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건강상태는건강상태는건강상태는건강상태는? ? ? ? 

            ①①①①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②②②②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③③③③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 않다 않다 않다 ④④④④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3. 13. 13. 13.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환자에 환자에 환자에 환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부양의 부양의 부양의 부양의 책임은 책임은 책임은 책임은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보십니까보십니까보십니까보십니까????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체크하세요체크하세요체크하세요체크하세요....

                ①①①①    가족 가족 가족 가족 ②②②②    국가 국가 국가 국가 ③③③③    사회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  

                ④④④④    가족가족가족가족, , , , 국가국가국가국가, , , , 사회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 공동의 공동의 공동의 공동의 책임 책임 책임 책임 ⑤⑤⑤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

14. 14. 14. 14.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및 및 및 및 나이는나이는나이는나이는?  ?  ?  ?  ( ( ( ( 여자   여자   여자   여자   /   /   /   /   남자   남자   남자   남자   ,     ,     ,     ,     만 만 만 만                                             세 세 세 세 )  )  )  )  

15. 15. 15. 15.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키와 키와 키와 키와 체중은체중은체중은체중은?    ?    ?    ?    키  키  키  키  (         (         (         (         )            )            )            )            체중  체중  체중  체중  (         (         (         (         ))))

16. 16. 16. 16.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흡연상태는흡연상태는흡연상태는흡연상태는?   ?   ?   ?   

            ①①①①    흡연 흡연 흡연 흡연 한다 한다 한다 한다 ②②②②    금연 금연 금연 금연 한다 한다 한다 한다 ③③③③    흡연경험 흡연경험 흡연경험 흡연경험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17. 17. 17. 17.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음주상태는음주상태는음주상태는음주상태는?   ?   ?   ?   

            ①①①①    음주 음주 음주 음주 한다 한다 한다 한다 ②②②②    금주 금주 금주 금주 한다 한다 한다 한다 ③③③③    음주경험 음주경험 음주경험 음주경험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18. 18. 18. 18.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최종 최종 최종 최종 학력은학력은학력은학력은????

            ①①①①    무학 무학 무학 무학 ②②②②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 졸 졸 졸 ③③③③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졸 졸 졸 졸 ④④④④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 졸 졸 졸 ⑤⑤⑤⑤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졸이상졸이상졸이상졸이상

19. 19. 19. 19.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직업은직업은직업은직업은?    ?    ?    ?    

            ①①①①    있다      있다      있다      있다      ②②②②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 , ,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거 과거 과거 과거 (            (            (            (            )  )  )  )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



- 60 -

20. 20. 20. 20.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결혼 결혼 결혼 결혼 상태는상태는상태는상태는????

        ①①①①    미혼 미혼 미혼 미혼 ②②②②    기혼 기혼 기혼 기혼 ③③③③    사별 사별 사별 사별 ④④④④    별거별거별거별거, , , , 이혼 이혼 이혼 이혼 ⑤⑤⑤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

21. 21. 21. 21. 귀하 귀하 귀하 귀하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월 월 월 월 소득정도는 소득정도는 소득정도는 소득정도는 ????

            ①①①①    1001001001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②②②②    100-200100-200100-200100-2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③③③③    200-300200-300200-300200-3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④④④④    300-400300-400300-400300-4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⑤⑤⑤⑤    400400400400만원이상만원이상만원이상만원이상

22. 22. 22. 22.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동거하고 동거하고 동거하고 동거하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 ? ?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체크하세요체크하세요체크하세요체크하세요....

        ①①①①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②②②②아들아들아들아들, , , ,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 ③③③③딸딸딸딸, , , , 사위 사위 사위 사위 ④④④④    미혼자녀 미혼자녀 미혼자녀 미혼자녀 ⑤⑤⑤⑤    혼자 혼자 혼자 혼자 ⑥⑥⑥⑥기타기타기타기타(       (       (       (       ))))

*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표 표 표 표 안의 안의 안의 안의 내용을 내용을 내용을 내용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칸에 칸에 칸에 칸에 V V V V 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체크해주세요....

문항문항문항문항 내용내용내용내용 예예예예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23232323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물질과 물질과 물질과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24242424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연령과 연령과 연령과 연령과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25252525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유전적 유전적 유전적 유전적 요인이 요인이 요인이 요인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26262626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움직일 움직일 움직일 움직일 때 때 때 때 보다 보다 보다 보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을 있을 있을 있을 때 때 때 때 떨리는 떨리는 떨리는 떨리는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심하다고 심하다고 심하다고 심하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27272727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보행보행보행보행((((걸음걸음걸음걸음))))이 이 이 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28282828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오래 오래 오래 오래 걸리지 걸리지 걸리지 걸리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  .  .  

29292929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전염되는 전염되는 전염되는 전염되는 병이라고 병이라고 병이라고 병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30303030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31313131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치료는 약물이 약물이 약물이 약물이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32323232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되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치매증상이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긴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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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후 후 후 후 자주 자주 자주 자주 불안감을 불안감을 불안감을 불안감을 경험한다경험한다경험한다경험한다

34343434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후 후 후 후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우울을 우울을 우울을 우울을 경험한다경험한다경험한다경험한다....

35353535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파킨슨병진단 후 후 후 후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직장생활이 직장생활이 직장생활이 직장생활이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36363636 파킨슨병이라는 파킨슨병이라는 파킨슨병이라는 파킨슨병이라는 사실을 사실을 사실을 사실을 주위에 주위에 주위에 주위에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싶지 싶지 싶지 싶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문항문항문항문항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예예예예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37373737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밥 밥 밥 밥 먹기먹기먹기먹기, , , , 씻기씻기씻기씻기, , , , 옷 옷 옷 옷 입기입기입기입기, , , ,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가기가 가기가 가기가 가기가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 . . 

38383838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진단 진단 진단 진단 후 후 후 후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글쓰기가 글쓰기가 글쓰기가 글쓰기가 어렵다어렵다어렵다어렵다....

39393939 앉고 앉고 앉고 앉고 일어설 일어설 일어설 일어설 때 때 때 때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걸을 걸을 걸을 걸을 때 때 때 때 넘어질까 넘어질까 넘어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조심해야 조심해야 조심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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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파킨슨병과 파킨슨병과 파킨슨병과 파킨슨병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지 원하는지 원하는지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표기해주세요표기해주세요표기해주세요표기해주세요. . . . 

* * *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 응해 응해 응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문항문항문항문항 질문내용질문내용질문내용질문내용 예예예예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40404040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원인에 원인에 원인에 원인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1414141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증상개선을 증상개선을 증상개선을 증상개선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2424242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진행과정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3434343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약물과 약물과 약물과 약물과 부작용에 부작용에 부작용에 부작용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4444444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수술에 수술에 수술에 수술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5454545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으로 파킨슨병으로 파킨슨병으로 파킨슨병으로 인한 인한 인한 인한 합병증에 합병증에 합병증에 합병증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 . . 

46464646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운동치료에 운동치료에 운동치료에 운동치료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7474747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영양교육에 영양교육에 영양교육에 영양교육에 관해 관해 관해 관해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 . . 

48484848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중 중 중 중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병원에 꼭 꼭 꼭 꼭 방문해야 방문해야 방문해야 방문해야 할 할 할 할 때를 때를 때를 때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49494949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50505050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모임모임모임모임, , , ,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알기를 원한다원한다원한다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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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EEddduuucccaaatttiiiooonnnaaalllNNNuuurrrsssiiinnnggg NNNeeeeeedddsss ooofff PPPaaarrrkkkiiinnnsssooonnn PPPaaatttiiieeennntttsss iiinnn
EEEaaarrrlllyyySSStttaaagggeee

ParkYoungShin
DepartmentofGerontologyNursingCar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isacrossanddescriptivestudyaimedtoassessnursing needsof
patientswithearlystageParkinson'sdisease.Thestudywasconductedduring
theperiodfrom April9throughMay20,2007.A face-to-facequestionnaire
wasadministeredto200outpatientsvisitingA hospitalinSeoulandBhospital
inGyeonggiProvincefortreatmentofParkinson'sdisease(H&Y stageI~III).
Thequestionnaireconsistedof50itemsmeasuringgeneralcharacteristics(9),
illness-relatedcharacteristics(8),awarenessofthedisease(5),knowledgeof
thedisease(10),psychologicalstate(4),physicalconditions(3)andeducational
nursingneeds(11).
Theresultsofthestudyaresummarizedasfollows:
1.Themeanageofrespondentswas69.4years. Oftotalrespondents,94

(47.0%)hadaelementaryschooldiplomaand45(22.5%)hadacollegedegree.
ThemeanperiodfollowingtheonsetofParkinson'sdiseasewas5.9(±5.2)
years.
Respondentstook20(±22.2)monthsonaveragetoseeadoctorevenafter

realizingabnormalsymptoms. Respondentstook26(±30.1)monthsonaverage
tobediagnosedwithParkinson'sdiseaseafterrealizingabnormalsymptoms.
As for abnormalsymptoms,114 (72.0%)experienced tremor,101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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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dgaitdisturbanceand65(32.5%)experiencedslow movement. The
mostfrequently favored type oftreatmentwas orientalmedicine as 107
(53.5%)patientsvisitedorientalmedicalclinics.

2.Oftotalrespondents,98(49.0%)respondentsassumedthattheyhada
strokebeforebeingdiagnosedwithParkinson'sdisease. Strokewasfollowed
by essential tremor, disc and side effects of other illnesses among
self-diagnoseddiseases. Themajorityofrespondents(164or82.0%)didnot
know aboutParkinson'sdisease. Asformedication treatment,104(52.0%)
were satisfied with the outcomes ofmedication use,whereas 49 (24.5%)
consideredthem unsatisfactoryand47(23.5%)consideredthem nil.

3.Themeanscoreforknowledgeofthediseasewas7.5(±1.3)outof10,
andscorewaspositivelycorrelatedtotheH&Y stage(P=0.01)andtheperiod
following thediagnosis(P=0.02)butnegatively correlated tothetimespan
betweentheonsetofsymptomsandthefirstvisittoahospital(P=0.04).

4. Themostfrequentpsychologicalstatewasuneasiness(165or82.5),
whichwasfolloweddepression(160or80%),difficultiesdealingwithfamily
andcolleaguesmaintainingdailylife(154or77.0%)andreluctancetoavoid
others(146or73.0%). Asforphysicalconditions,124(62.0%)saidtheycan
perform dailyactivitieswithouthelp.

5. Themeanscoreforeducationalnursingneedswas8.1(8.1점(±2.1)
outof11. Oftotalrespondents,192(96.0%)wantedtoknow whentheyneed
toseeadoctor,190(95.0%)wantedtoknow aboutsideeffects,182(91.0%)
wantedtohaveinformationonmedications,179(89.0%)neededtheprogressof
thedisease,83(41.%)wantedinformationonsurgeryand79(39.5%)wanted
informationonmeetingsandprogramsrelatedtoParkinson'sdisease.

6. Demandforeducationalnursingneedsofpatientswascorrelatedto
thenumberofdiseasesthatpatientsweresufferingfrom (p=0.02),thenumber
ofmedicationstakenforotherdiseasesthanParkinson'sdisease(p=0.02)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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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imeperiodaftersymptomsfirstappeared(p=0.04). Thosepatientswho
assumed thatthey had a stroke given symptomsshowed a high levelof
demand foreducationalnursing needs(p=0.04) Thosewhodid nothave
physicalproblems alsoshowedahighlevelofdemandforeducationalnursing
needs(p=0.00)

7.Variablesthatinfluencedemandforeducationalnursingneedsincluded
the number of diseases except for Parkinson's disease,the number of
medicationstakenforotherdiseasesthanParkinson'sdisease,thetimeperiod
aftersymptomsfirstappeared,self-diagnoseddisease,theability toperform
rolesandphysicalproblems.

Thestudy signifiestheroleofnursesin helping elderly peoplelearn
abouttheParkinson'sdiseaseandimprovetheirknowledgeofthedisease. It
isimminenttodevelopanassessmenttooltomeasuredemandsforeducation
forself-nursingandnursingcareamongpatientswithParkinson'sdisease.

Keywords: EarlystageParkinson'sdisease,Educationalnursing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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