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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와 만족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소재 3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응한 노인환자는 모두 156명이었고,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질병특성, 간병인 특성이 간호요구도 및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노인환자의 구성은 남자가 72명, 여자가 84명이었

고, 65세에서 74세 미만이 85명, 외과계통이 1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내과는 39명이었다. 입원일수에 있어서는 10일 이내가 78명으로 대부분 입

원기간은 짧은 편이었다.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들은 전문간병인 보다는

부인 또는 자녀, 기타 친척과 같은 비전문 간병인이 106명이었고, 간병시간

은 하루종일 간병하는 사람이 94명이었다. 간호요구도와 만족도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신체적, 사회정서적, 치료적, 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하였

다. 분석방법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요구와 간호만족도의 빈도, 비

율,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종합병원 노

인 환자들이 바라는 간호요구는 치료적 간호요구, 교육적 간호요구, 사회정

서적 간호요구의 순으로 높았고, 간호만족도는 요구도에 비하여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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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았는데, 치료적, 사회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측면의 순이었다. 종합병

원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나이, 종

교, 진단명과 진료과, 동거형태, 이전의 건강상태 등이었고, 간호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종교, 동거형태, 진단명과 진료과, 간병인 등이

었다. 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연령과 교육정도, 종교, 소득수준과

동거형태, 진단명과 진료과, 이전 건강상태와 입원일수, 다른 건강문제의

유무에 따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교육적, 치료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고 간병기간에 따라 교육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는 일반 환자들의 간호요구와

별 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환자간호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진료과별 뿐만 아니라 진단명에 따라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를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환자를 위한 전문 간호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노인환자,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

- v -



Ⅰ . 서 론

간호란 인간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도록 수

시로 변하는 건강상태에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전산초, 1980). 간

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병치료나 기계적인 간호에서 벗어나 환자 개개인

의 건강관리에 기초를 둔 개인중심의 전인적 간호 제공인 개별적 간호에

중점을 두는 데에 있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할 수 있

는 지식과 독자적인 판단력, 전문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정확한 기술 및 태

도가 요구되며, 환자의 신체적, 사회·정서적, 경제적, 교육적 요구에 관심

을 갖고 그 요구가 충족되도록 요구를 분석하고 규명하여 간호계획을 세워

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의료의 개방화, 세계화, 2000년 7월 1일

부터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변화하는 고객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중심 병원경영관리 체제의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장상우, 1997). 병원 환경은 한정된 인력으로 환자의 다양한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간호의 생산성을 높여 저렴하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리라 본다. 최근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식구조의 변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동

시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

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적, 기술적 진보,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

질환의 증가, 다양한 생활양식 및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변화로 간호사에게

변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홍여신, 1993), 간호의 대상자도 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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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의료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그 개념이 변화였으며, 이들은 건강

문제와 치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원하고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재숙, 1998). 이러한 변

화는 간호의 질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간호계에서도 간호의 질적인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간호의 질 평가제 도입과 전문적

책무에 수용이 강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에게도 또한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

감을 가지고 좋은 판단과 지식 및 능숙한 간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병숙과 권영숙, 1996).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과학의 발달,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매년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1980년 3.8%, 1990년 4.7%였으나, 2000년 7.1%로 노

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기의 건강 상태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

적 기능의 저하로 질병이 이환 되기 쉬운 상태이며, 그리고 노인에게 나타

나는 질병의 대부분은 노화에 따라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퇴행성 질환으

로, 우리 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었다(한국사회보건연구원, 1998). 이처럼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기능의 저하로 타 연령층에 비해 질병에 이환 될 확률이 높으며 한가

지의 질병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치료

를 요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인에게 의료시설의 이용률과 입원 현상이

날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노인의 의료이용률도 매년

증가하여 1993년에 1인 당 4.51건, 전체 인구대비 13.9%로 매년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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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한국인구보건사회 연구원,1995). 또한 노인의 건강문제 양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다양하며,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이나 별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되는 노인의료수요에 대비한 노인 보건 의료전달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노인 간호 관련 문헌에 있어서도

노인환자, 특히 입,퇴원과 관련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

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지역사회노인, 혹은

재가노인이며 최근에 시설노인과 치매노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입원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실제 근거자료는 희소함으로 이들 노인의 특성

을 고려한 총제적인 관점에서의 간호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수정, 2000)

이렇듯 대상자의 간호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그들의 간호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자 중심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는 간호 질의 향상과

환자의 빠른 회복 및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서 먼저 대

상자의 간호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

인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됨에 따라 무엇보

다도 우선적으로 노인 환자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간호

를 원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 간호의 질 향상의 기초

자료와 효과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여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환자

의 특성에 따라 바라는 간호요구가 무엇이며, 간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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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황에 대하여 노인환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원 노인환

자의 간호요구와 간호만족과의 상호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간호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와 효과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계획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60세 이상 노인환자의 간호요구 수준과 특

성에 따른 간호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이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며,

셋째, 노인환자의 간호요구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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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인천 지역에 있는 3개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60세 이

상 노인환자들로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다만,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 여부

를 물은 후, 환자와 간병인이 응답할 의사를 표시하면, 설문지 기재 방법

을 설명하고 환자와 간병인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2~3일 후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노인환자는 모두

156명이었다.

2 . 조사 도구와 내용

간호요구 및 간호만족에 대한 측정도구는 정석희(1999), 서봉화(2000)

등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간호요구

측정도구로 작성한 총 27개 문항은 신체적 간호요구, 사회정서적 간호요

구, 교육적 간호요구, 치료적 간호요구를 그 하위변수로 하였으며, 이들

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은 신체적 간호요구 9개 문항, 사회정서적 간호

요구 7개 문항, 교육적 간호요구 6개 문항, 치료적 간호요구 5개 문항이

었다. 한편 간호만족도 또한 간호요구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간호요

구와 간호만족에 대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간호요구와 간호만족의

하위변수 들의 신뢰계수가 0.6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신뢰성 검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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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표 1> 조사도구의 신뢰도

간 호 요 구 Alph a

신체적 요구 0.9071

사회정서적 요구 0.8740

교육적 요구 0.9099

치료적 요구 0.8585

간 호 만 족 Alph a

신체적 만족 0.9274

사회정서적 만족 0.8199

교육적 만족 0.9112

치료적 만족 0.8553

본 연구의 간호요구와 간호만족에 사용한 척도는 5점척도이다. 간호요

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 가운데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가 예컨대 몸을 깨끗하

게 유지하게 도와주기를 원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할 경

우 1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2점, '그저 그렇다'고 응답할 경우

3점, '그렇다'고 응답할 때 4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할 경우 5점을 부여

하였다. 간호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한다 가운데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자가 '매우 불만

이다'고 응답하면 1점, '불만이다'고 응답하면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

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경우 5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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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부호화한 후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빈도, 비율,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평균값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

하여 다변수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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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결과

1. 응답자 특성

간호요구도 조사에 응한 노인환자는 모두 156명이었는데 병원별로는

A병원이 16명, B병원 90명, C병원이 50명이었다.

1) 사 회 인 구학 적 특 성 (표2)

성에 있어서 남자가 46.2%, 여자가 53.8%이었으며 나이에 있어서는

65세미만이 23.1%, 65-74세 미만이 54.4%, 74세 이상은 22.4% 였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무학-초등이 58.3%, 중.고등이 30.1%, 전문대 이상이

11.6% 였다.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 39.2%, 기독교 22.4%, 천주교 15.4%,

없음 23.0% 였다. 월소득에 있어서는 10만원 미만이 31.4%, 10-50만원 미

만이 40.4 %, 50만원 이상이 28.2% 였다. 소득출처에 있어서는 본인이

23.1%, 자녀로부터가 76.9% 였다. 배우자는 있는 사람이 58.9%, 없는 경

우가 41.1% 였다. 동거 형태에 있어서는 혼자가 17.9%, 부부만이 31.4%,

자녀와가 47.4%, 기타가 3.2% 였다. 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 82.1%, 의료

보호가 17.9%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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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 분
병 원

계
A B C

성 별 남 5(31.3) 44(48.9) 23(46.0) 72(46.2)

여 11(68.8) 46(51.1) 27(54.0) 84(53.8)

연령 65세 미만 7(43.8) 19(21.1) 10(20.0) 36(23.1)

65~75세 미만 4(25.0) 50(55.6) 31(62.0) 85(54.5)

75세 이상 5(31.3) 21(23.3) 9(18.0) 35(22.4)

교육정도 무학, 초등 졸 10(62.5) 50(55.6) 31(62.0) 91(58.3)

중, 고등 졸 5(31.3) 24(26.7) 18(36.0) 47(30.1)

전문, 대졸 이상 1(0.62) 16(1.78) 1(0.2) 18(11.6)

종교 불교 2(12.5) 39(44.3) 20(40.0) 61(39.2)

기독교 6(37.5) 16(18.2) 13(26.0) 35(22.4)

천주교 5(31.3) 8(9.1) 11(22.0) 24(15.4)

무교 3(18.8) 27(28.4) 6(12.0) 36(23.0)

소득수준 10만원 미만 1(6.3) 20(23.0) 28(56.0) 49(31.4)

10~50만원 9(56.3) 38(42.2) 16(32.0) 63(40.4)

50만원 이상 6(37.5) 32(36.8) 6(12.0) 44(28.2)

소득출처 본인 2(12.5) 28(31.1) 6(12.0) 36(23.1)

자녀 14(87.5) 62(68.9) 44(88.0) 120(76.9)

배우자 유 10(62.5) 57(66.3) 25(50.0) 92(58.9)

무 6(37.5) 33(36.7) 25(50.0) 64(41.1)

동거형태 혼자 5(31.3) 9(10.0) 14(28.0) 28(17.9)

부부만 7(43.8) 29(32.2) 13(26.0) 49(31.4)

자녀 4(25.0) 47(52.2) 23(46.0) 74(47.4)

기타 친척 - 5(5.6) - 5(3.2)

보험유형 의료보험 12(75.0) 77(85.6) 39(78.0) 128(82.1)

의료보호 4(25.0) 13(14.4) 11(22.0) 28(17.9)

계 16(100.0) 90(100.0) 50(100.0) 1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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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 병별 특성 (표 3)

진단명에 있어서 골절이 16.7%, 관절염이 12.2%, 척추관협착증이

9.6%, 심혈관이 3.8%, 암이 16.0%, 당뇨가 8.3%, 기타가 33.3%였다. 진료

과에서는 정형외과 36.5%, 신경외과 22.4%, 일반외과 16.0%, 내과 25.0%

였다. 입원일수에 있어서는 1-10일 50.0%, 11-30일 32.1%, 31일 이상

17.9%였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건강 39.8%, 보통 30.1%, 건강치 못함

30.1%였다. 다른 건강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55.1%였고 없었던 경우는

44.9%였다.

3) 간 병인 특성 (표4)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 간병인이 32.1%.비전문 간병인이 67.9%

였고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9.6%와 90.4%였다. 나이는 40

세 미만 34.6%, 40-50세 미만 29.5%, 50세 이상이 35.9%였다. 교육 수준

에 있어서는 무학-국졸이 12.8%, 중.고등 졸이 69.2%, 전문대 이상이

17.9%였다. 간병기간에 있어서는 1-5일이 34.6%, 6-10일이 21.8%, 11-15일

이 10.3%, 16일 이상이 33.3%였다. 간병시간은 하루종일이 60.3%, 기타가

3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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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응답자의 질병 특성

특성 구 분
병 원

계
A B C

진단명 골절 5(31.1) 13(14.4) 8(16.0) 26(16.7)

관절염 1(6.3) 9(10.0) 9(18.0) 19(12.2)

척수관 협착증 3(18.8) 7(7.8) 5(10.0) 16(9.6)

고혈압 1(6.3) 4(4 .4) 1(2.0) 6(3.8)

암 1(6.3) 19(21.1) 5(10.0) 25(16.0)

당뇨 3(18.8) 7(7.8) 3(6.0) 13(8.3)

기타 2(12.5) 31(34.4) 19(38.0) 52(33.3)

진료과 정형외과 7(43.8) 26(28.9) 24(48.0) 57(36.5)

신경외과 7(18.8) 19(21.1) 13(26.0) 35(22.4)

일반외과 2(12.5) 17(17.8) 6(12.0) 25(16.0)

내과 4(25.0) 28(31.1) 7(14.0) 39(25.0)

입원일수 1일∼10일 5(31.3) 50(55.6) 23(46.0) 78(50.0)

11일∼30일 7(43.8) 24(26.7) 19(38.0) 50(32.1)

30일 이상 4(25.0) 16(17.8) 8(19.0) 28(17.9)

이전 건강 건강 6(37.5) 46(51.1) 10(20.0) 62(39.8)

보통 4(25.0) 23(25.6) 20(40.0) 47(30.1)

건강하지 못함 6(37.5) 21(23.3) 20(40.0) 47(30.1)

다른건강문제 유 7(48.8) 48(53.3) 31(62.0) 86(55.1)

무 9(56.3) 42(46.7) 18(38.0) 70(44.9)

계 16(100.0) 90(100.0) 50(100.0) 1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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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응답자의 간병 특성

특성 구 분
병 원

계
A B C

환자와의

관계
전문간병인 12(75.0) 23(25.6) 15(30.0) 50(32.1)

비전문간병인 4(25.0) 67(74.4) 35(70.0) 106(67.9)

성별 남 - 12(13.3) 3(6.0) 15( 9.6)

여 16(100) 78(86.7) 47(94.0) 141( 90.4)

나이 40세 미만 7(43.8) 33(36.7) 14(28.0) 54(34.6)

40~49세 미만 4(25.0) 18(20.0) 24(48.00) 46 (29.5)

50세 이상 5(31.3) 39(43.3) 12(24.0) 56(35.9)

교육정도 무학, 초등 졸 - 14(15.6) 6(12.0) 20(12.8)

중, 고등 졸 15(93.8) 59(65.6) 34(68.0) 108(69.2)

전문, 대졸

이상
1(6.7) 17(18.8) 10(20.0) 28(17.9)

간병기간 5일 이내 3(18.8) 38(42.2) 38(42.2) 54(34.6)

6~10일 4(25.0) 20(22.2) 10(20.0) 34(21.8)

11~15일 1(6.3) 7 (7.8) 8(16.0) 16(10.3)

16일 이상 8(50.0) 25(27.8) 19(38.0) 52(33.3)

간병시간 하루종일 10(62.5) 54(60.0) 30(60.0) 94(60.3)

기타 6(37.5) 36 (40.0) 20(40.0) 62(39.7)

계 16(100.0) 90(100.0) 50(100.0) 1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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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간호요구도

1) 간 호요 구도

노인 환자들의 전반적인 간호 요구도는 3.70이었는데(표5), 각 영역별

간호요구도는 치료적 간호요구가 4.10, 교육적 간호요구도 3.94, 사회정서

적 간호요구도가 3.46,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3.29로 나타났다. 신체적 간

호요구에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부축

해 주기를 원한다"가 3.68로 가장 높았고 "대, 소변을 볼 때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2.63으로 가장 낮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사회, 정서적 간호요구에서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를 원한

다"가 4.03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매일매일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2.85로 낮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교육적 간호요구도에서는 "치료과정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담당의사와 만나게 해준다"는 항목이 4.11로 높은요구도를 나타

내고 "퇴원후의 자가간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준다"는 3.77로 낮은 요구

도를 나타냈다.

치료적 간호요구도의 경우 "필요한 간호를 요구했을 때 빠른 대처를

원한다"가 4.31, "검사 후 나의 상태 변화에 대해 자주 관찰하기를 원한

다"가 3.96, "간호사는 투약할 때 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나 효능들을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가 3.96으로 낮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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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항목별 간호요구도 분포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요구도

점수

신 체 적 간 호 요 구 3.29

몸을 깨끗하게 유지 3(0.1) 90(17.3) 75(14.4) 252(48.5) 100(19.2) 156(100.0) 3.33

옷과 홑이불 자주 바꿔주기 4(0.1) 58(10.5) 78 (14.1) 288(52.1) 125(22.6) 156(100.0) 3.54

대,소변을 볼 때 도와주기 13(3.2) 162(39.7) 63(15.4) 120(29.4) 50(12.3) 156(100.0) 2.63

충분한 수면 도와주기 3(0.5) 38 (6.9) 117(21.1) 312(56.2) 85(15.3) 156(100.0) 3.56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1(0.2) 62(11.5) 132(24.4) 200(37.0) 145(26.9) 156(100.0) 3.48

필요한 운동을 도와주기 4(0.8) 84(16.9) 138(27.8) 180(36.3) 90(18.2) 156(100.0) 3.20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부축 3(0.5) 42(7.3) 69(12.0) 340(59.2) 120(20.9) 156(100.0) 3.68

식사 잘 할수 있도록 도와줌 6(1.4) 138(33.2) 111(25.1) 132(29.9) 55(12.4) 156(100.0) 2.83

병실을 깨끗하게 정돈 3(0.6) 60(11.5) 156(29.9) 204(39.0) 100(19.1) 156(100.0) 3.35

사 회 , 정 서 적 간 호 요 구 3.46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줌 2(0.3) 2(0.3) 57(9.1) 408(64.9) 160(25.4) 156(100.0) 4.03

치료나 처치시 보지 않도록 4(0.8) 10(20.6) 123(25.3) 164(33.7) 95(19.3) 156(100.0) 3.14

매일 매일 무료하지 않도록 5(1.1) 134(30.4) 117(26.5) 140(31.8) 45(10.2) 156(100.0) 2.85

나의감정 이해, 편안한 마음 4(0.7) 16(2.8) 129(22.6) 316(55.4) 105(18.4) 156(100.0) 3.68

걱정이나 불안을 감소 3(0.6) 20(3.6) 171(31.1) 256(46.6) 100(18.2) 156(100.0) 3.57

병실을 자주 방문해 주기 3(0.5) 30(5.3) 108(19.0) 312(54.9) 115(20.3) 156(100.0) 3.66

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관심 1(0.2) 90(17.8) 138(27.2) 148(29.2) 130(25.6) 156(100.0) 3.27

교 육 적 간 호 요 구 3.94

치료과정, 검사결과 설명 1(0.2) 2(0.3) 42(6.6) 412(64.7) 180(28.3) 156(100.0) 4.11

일어날 수 있는 증상 설명 1(0.2) 8(1.3) 87(14.2) 344(55.9) 175(28.5) 156(100.0) 3.97

합병증 예방하는 방법 설명 1(0.2) 8(1.3) 87(14.2) 352(57.4) 165(26.9) 156(100.0) 3.95

퇴원 후 자가 간호 교육 1(0.2) 16(2.7) 123(21.0) 320(54.7) 125(21.4) 156(100.0) 3.77

퇴원 후 활동 , 내원증상 교육 1(0.2) 8(1.3) 90(14.9) 380(62.9) 125(21.4) 156(100.0) 3.90

퇴원 병원방문일자와 장소교육 1(0.2) 6(1.0) 63(10.3) 448(73.1) 95(15.0) 156(100.0) 3.93

치 료 적 간 호 요 구 4.10

필요한 간호요구시 빠른대처 2(0.3) 4(0.6) 12(1.8) 340(51.0) 310(46.4) 156(100.0) 4.31

검사목적과 절차 설명 1(0.2) 10(1.6) 75(12.1) 356(57.2) 180(28.9) 156(100.0) 3.99

검사 후 상태변화 관찰 1(0.2) 4(0.7) 78(12.6) 400(64.7) 135(21.8) 156(100.0) 3.96

투약시 약 관련된 주의사항 1(0.2) 8(1.3) 72(11.7) 396(64.2) 140(22.7) 156(100.0) 3.96

통증이 있을때 적절한 조치 1(0.2) 6(0.9) 9(1.3) 364(54.3) 290(43.3) 156(100.0) 4.29

계 3.70

5점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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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회 인 구학 적 특 성별 간호 요구

노인환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간호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6), 신체적 요구도와 사회, 정서적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는 없었고 교육적 요구도에 대해서는 소득이, 치료적 요구도에 대해

서는 교육정도와 종교, 소득출처가 유의한 변수였다. 교육정도에 따라 중

졸과 고졸(4.26)에서 간호요구가 높았고 다음이 무학과 초등졸(4.09)이, 전

문대졸이상(3.42)의 치료적 간호요구도는 낮았다. 종교에 따른 치료적 요

구도는 천주교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4.29), 그 다음으로 기독교

(4.25), 불교(3.96)였다 월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적 간호요

구도가 높았다. 치료적 요구도는 용돈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노인들에

게서 높았다.

<표6>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간호요구도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성별 -1.05 -1.23 -1.48 -1.28 1.37

남 3.22 3.38 3.86 4.04 3.56
여 3.35 3.52 4.00 4.15 3.69

연령 0.98 1.36 2.08 1.08 1.62

65세 미만 3.27 3.48 3.94 4.09 3.63
65~75세 미만 3.36 3.52 4.01 4.15 3.69

75세 이상 3.15 3.29 3.77 3.99 3.48

교육정도 1.53 0.99 1.62 4.23* 1.45
무학 ,초등졸 3.27 3.48 3.94 4.09 3.53
중,고졸 3.46 3.54 4.06 4.26 3.60
전문 ,대졸이상 3.10 3.26 3.78 3.42 3.80

종교 1.41 0.85 1.81 3.34* 1.80
불교 3.13 3.37 3.85 3.96 3.50
기독교 3.44 3.61 4.11 4.25 3.78

천주교 3.38 3.46 4.01 4.29 3.71
무교 3.34 3.44 3.87 4.07 4.06

소득 수준 0.99 1.46 3.79 1.19 2.00
10만원 미만 3.16 3.32 3.75 4.00 3.49
10~50만원 3.31 3.44 3.96 4.09 3.63
50만원이상 3.38 3.57 4.07 4.18 3.73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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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소득 출처 2.29 0.55 1.62 5.40* 2.69

본 인 3.45 3.61 4.02 4.14 3.75
기 타 3.23 3.40 3.89 4.08 3.58

배우자 3.33 0.87 1.25 0.00 0.41

유 3.26 3.49 4.01 4.11 3.64
무 3.35 3.42 3.87 4.13 3.63

동거형태 1.36 0.96 0.69 0.49 0.96

혼자 3.10 3.24 3.80 4.00 3.46
부부만 3.19 3.46 3.97 4.12 3.61
자녀와 3.40 3.50 3.96 4.11 3.68
기타 친척 3.44 3.57 3.67 3.80 3.59

보험유형 1.59 2.25 0.59 0.01 1.08
보험 3.30 3.47 3.98 4.11 3.65
보호 3.30 3.39 3.70 4.01 3.54

*; p <0.05 ** ; p<0.01

3) 질 병 특 성별 간호 요구 도

질병특성별 간호요구도를 살펴보면(표7), 진단명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도, 사회정서적 간호요구도,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진료과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도, 사회정서적 간호요구도,

교육적 간호요구도, 치료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소의

건강수준에 따라서는 사회정서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요구도는 암(3.70), 기타(3.38), 당뇨(3.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

회정서적 요구도는 암(3.93), 기타(3.51), 당뇨(3.43), 골절(3.37) 등이 높았

다. 그리고 암(4.30), 기타(3.96), 관절염(3.89)환자순으로 교육적 간호요구

도가 높았다. 진료과에 따라 간호요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 요

구, 사회정서적 요구, 교육적 요구 등이 진료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신체적 요구도는 내과(3.54), 일반외과(3.41), 신경외과(3.35) 등의 순

으로 높았다. 사회정서적 요구는 내과(3.76), 일반외과(3.60), 신경외과

(3.4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교육적 요구는 내과(4.14), 신경외과(4.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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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외과(3.95) 등이 높았다. 건강상태에 따른 간호 요구도는 건강(4.05), 보

통(3.90), 건강치 못함(3.86)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정서적 요구

도가 높았다.

<표7> 질병 특성별 간호요구도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진단명 2.58* 3.57** 2.38* 1.67 3.23

골절 3.11 3.37 3.76 3.99 3.49

관절염 3.03 3.12 3.89 4.01 3.43

척수관 협착증 3.07 3.27 3.82 3.93 3.44
고혈압 2.83 3.05 3.83 4.00 3.33

암 3.70 3.93 4.30 4.39 4.02

당뇨 3.37 3.43 3.78 4.11 3.61
기타 3.38 3.51 3.96 4.11 3.68

진료과 3.96* 6.02* 3.77* 2.62 5.24

정형외과 3.03 3.19 3.75 3.95 3.40
신경외과 3.35 3.46 4.01 4.15 3.37
일반외과 3.41 3.60 3.95 4.28 3.74
내과 3.54 3.76 4.14 4.17 3.84

입원일 1.31 0.33 0.01 0.58 0.54

1일∼10일 3.20 3.43 3.93 4.07 2.88
11일∼30일 3.35 3.45 3.94 4.17 3.66
31일 이상 3.45 3.56 3.95 4.07 3.7

이전건강 2.23 4.62* 1.59 1.49 3.05

건강 3.41 3.65 4.05 4.19 3.70
보통 3.35 3.41 3.90 4.10 3.62
건강하지못함 3.10 3.26 3.86 4.00 3.48

다른 건강문제 0.23 1.24 0.09 0.02 0.16

유 3.20 3.36 3.92 4.07 3.59
무 3.30 3.56 3.97 4.14 3.67

* p <0.05 , **p <0.01

4) 간 병특 성별 간호 요구

간병인의 특성 가운데에서는 간병시간에 다라 사회정서적 간호요구도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8). 간병시간에 따른 사회정서적 요구는 하루

종일 간병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요구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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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간병 특성별 간호요구도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관계 0.01 1.13 1.20 0.71 0.64

전문간병인 3.24 3.37 3.87 4.08 3.57

비전문간병인 3.32 3.51 3.98 4.11 3.66

간병기간 0.52 0.46 0.44 0.47 0.35

5일 이내 3.23 3.41 3.95 4.10 3.60
6~10일 3.25 3.56 4.00 4.12 3.66

11~15일 3.23 3.35 3.81 3.95 3.52

16일 이상 3.40 3.49 3.92 4.14 3.67

시간 2.25 4.51* 0.94 1.33 3.25

하루종일 3.18 3.38 3.87 4.06 3.55
기타 3.43 3.55 4.01 4.14 3.72

p<0.05 ; **p <0.01

3 . 간호만족도

1) 간 호만 족

노인 환자들의 전반적인 간호만족도는 3.02이었는데(표9) 각 영역의

간호만족도로는 치료적 간호만족이3.10, 사회정서적 간호만족 3.05, 교육

적 간호만족 3.02, 신체적 간호만족도가 2.92로 나타났다. 신체적 간호만

족에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옷과 홑이불을 자주 바꿔준다 가

3.22로 높은 만족도를,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 2.77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사회정서적 간호만족도에서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를 원한

다 가 3.39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병원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관

심을 가져준다 가 2.74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교육적 간호만족도는 퇴원 후 병원 방문일자와 장소에 대해 알려준

다 가 3.30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해 준다 가 2.83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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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간호만족도의 경우 통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

다 가 3.57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검사 후 나의 상태 변화에 대해

자주 관찰한다 가 2.82,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 사 회 인 구학 적 특 성별 간호 만족

노인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10), 신체적 만족도와 치료적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

는 없었고, 사회정서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소득출처와 배우자 유무, 동거

형태가 유의한 변수였고 교육적 만족도에서는 동거형태가 유의한 변수였

다. 사회정서적 만족도에서 소득출처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용돈을 해결

하는 경우가 자녀에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

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동거상태에

서는 자녀, 기타, 혼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동거상태에 따라 자녀, 기타,

혼자 순으로 교육적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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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항목별 간호만족도 분포

단위: 명(%)

문항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만족도

점수

신 체 적 간 호 요 구 2.92

몸을 깨끗하게 유지 4(0.9) 74(16.4) 267(59.1) 92(20.4) 15(3.3) 156(100.0) 2.90

옷과 홑이불 자주 바꿔주기 2(0.4) 36(7.2) 258(51.4) 176(35.1) 30(7.0) 156(100.0) 3.22

대, 소변을 볼 때 도와주기 4(0.9) 104(24.2) 240(55.8) 52(12.1) 30(7.0) 156(100.0) 2.77

충분한 수면 도와주기 2(0.4) 38(8.0) 324(68.1) 92(19.3) 20(4.2) 156(100.0) 3.05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2(0.4) 80(17.4) 249(54.1) 104(22.6) 25(5.4) 156(100.0) 2.95

필요한 운동을 도와주기 3(0.7) 110(25.9) 249(58.7) 52(12.3) 10(2.4) 156(100.0) 2.72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부축 4(0.9) 68(14.8) 264(57.3) 100(21.7) 25(5.4) 156(100.0) 2.96

병실을 깨끗하게 정돈 2(0.4) 72(15.6) 267(57.9) 100(21.7) 20(4.3) 156(100.0) 2.96

사 회 , 정 서 적 간 호 요 구 3.05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줌 - 18(3.4) 258(48.8) 208(39.3) 45(8.5) 156(100.0) 3.39

치료나 처치시 보지 않도록 - 70(15.3) 297(64.9) 76(16.6) 15(3.3) 156(100.0) 2.94

매일 매일 무료하지 않도록 1(0.2) 88(20.4) 303(70.1) 40(9.3) - 156(100.0) 2.77

나의 감정이해, 편안한 마음 - 20(4 .1) 339(68.6) 100(20.2) 35(7.1) 156(100.0) 3.19

걱정이나 불안을 감소 - 94(21.0) 249(55.6) 100(22.3) 5(1.1) 156(100.0) 2.87

병실을 자주 방문해 주기 1(0.2) 12(2.2) 225(41.6) 268(49.5) 35(6.5) 156(100.0) 3.47

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관심 4(0.9) 90(21.0) 285(66.6) 44(10.3) 5(1.1) 156(100.0) 2.74

교 육 적 간 호 요 구 3.02

치료과정, 검사결과 설명 - 54(10.7) 225(44.7) 184(36.6) 20(8.0) 156(100.0) 3.22

일어날 수 있는 증상 설명 - 110(24.1) 183(40.0) 144(31.5) 20(4.4) 156(100.0) 2.93

합병증 예방하는 방법 설명 - 120(27.3) 192(43.7) 112(25.5) 15(3.4) 156(100.0) 2.83

퇴원 후 자가 간호 교육 - 70(15.7) 279(62.4) 84(18.8) 15(3.4) 156(100.0) 2.95

퇴원 후 활동 , 내원 증상 교육 - 70(15.7) 279(62.4) 84(18.8) 10(2.3) 156(100.0) 2.93

퇴원 병원방문일자와 장소교육 - 8(1.6) 297(60.7) 164(33.5) 20(4.1) 156(100.0) 3.30

치 료 적 간 호 요 구 3.10

필요한 간호요구 시 빠른 대처 - 38(7.2) 171(32.4) 284(53.8) 35(6.6) 156(100.0) 3.43

검사목적과 절차 설명 - 130(29.5) 162(36.7) 124(28.1) 25(5.7) 156(100.0) 2.85

검사 후 상태변화 관찰 - 126(28.8) 177(40.5) 124(28.4) 10(2.3) 156(100.0) 2.82

투약 시 주의사항, 효능 설명 - 138(31.1) 126(28.4) 160(36.0) 20(4.5) 156(100.0) 2.86

통증이 있을때 적절한 조치 - 22(4 .0) 144(26.0) 368(66.4) 20(3.6) 156(100.0) 3.57

계 3.02

5점척도 (1.매우 불만. 2.불만 3.보통. 4만족 5.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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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간호만족도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성별 0.12 -0.40 0.65 -0.36 0.19

남 2.93 3.04 3.02 3.08 3.01
여 2.92 3.07 3.02 3.12 3.02

연령 1.31 1.94 2.27 2.29 2.75

65세 미만 2.79 2.92 2.82 2.92 2.86

65~75세 미만 2.98 3.10 3.10 3.19 3.08

75세 이상 2.91 3.08 3.04 3.09 3.01

교육정도 3.21* 0.03 0.37 0.48 0.04

무학 ,초등졸 2.93 2.86 2.96 3.07 2.99

중,고졸 2.86 3.06 3.07 3.18 3.02

전문 ,대졸이상 2.96 3.05 3.01 3.07 3.01

종교 0.56 0.79 0.42 0.16 0.64

불교 2.91 3.04 2.99 3.05 2.99
기독교 2.86 2.94 2.92 3.09 2.94

천주교 2.85 3.10 3.05 3.10 3.00

무교 3.04 3.11 3.10 3.16 3.09

소득 수준 0.62 0.014 0.93 0.08 0.04

10만원 미만 2.86 3.06 3.09 3.12 3.01
10~50만원 2.98 3.04 2.93 3.07 3.00
50만원이상 2.87 3.01 3.02 3.10 2.98

소득 출처 0.12 4.70 3.33 1.40 5.07

본 인 3.04 3.12 3.13 3.29 3.13
자 녀 2.85 2.98 2.94 3.00 2.94

배우자 0.7 5.17 0.06 0.16 3.79

유 2.92 3.04 3.00 3.06 3.00
무 2.85 3.03 2.99 3.11 2.98

동거형태 2.07 2.95 3.89 2.50 3.82

혼자 2.87 2.99 2.86 2.94 2.92
부부만 2.77 2.92 2.84 2.97 2.86
자녀와 3.03 3.14 3.17 3.23 3.13
기타 친척 3.00 3.14 3.17 3.30 3.13

보험유형 0.18 1.56 0.41 1.94 0.96

보험 2.91 3.05 3.03 3.10 3.01
보호 2.92 3.02 2.92 3.03 2.97

*; p <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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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 병 특 성별 간호 만족

질병특성별 간호만족을 살펴보면(표11), 진료과에 따라 신체적 만족,

사회정서적 만족, 교육적 만족, 치료적 만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

체적 만족은 신경외과(3.14), 내과(3.07), 정형외과(2.81) 등의 순으로 높았

다. 사회정서적 만족에 있어서는 신경외과(3.22), 내과(3.15), 정형외과

(2.94) 순으로 높았다. 교육적 만족의 경우 신경외과(3.31), 내과(3.20), 정

형외과(2.8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치료적 만족의 경우 신경외과(3.43), 내

과(3.29), 정형외과(2.93) 등으로 높았다.

<표11> 질병 특성별 간호만족도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진단명 0.51 0.42 1.00 0.98 0.82

골절 2.93 3.06 2.97 3.13 3.01

관절염 2.85 2.98 2.85 2.87 2.89

척수관 협착증 2.78 2.93 2.83 2.91 2.85

고혈압 2.93 3.00 2.95 3.13 2.99

암 2.86 3.07 3.06 3.09 3.00
당뇨 3.11 3.04 3.03 3.15 3.08

기타 2.97 3.11 3.16 3.22 3.10

진료과 4.51** 4.99** 8.61** 9.33** 9.49**

정형외과 2.81 2.94 2.84 2.93 2.87
신경외과 3.14 3.22 3.31 3.43 3.26
일반외과 2.61 2.80 2.70 2.70 2.77
내과 3.07 3.15 3.20 3.29 3.17

입원일수 0.32 0.60 2.15 1.93 1.19

1일∼10일 2.88 3.03 2.94 3.01 2.95
11일∼30일 2.95 3.11 3.16 3.24 3.09

31일 이상 2.97 3.02 3.02 3.13 3.02

이전건강 0.15 0.66 0.96 0.01 0.09

건강 2.93 3.03 2.94 3.10 2.99
보통 2.88 3.11 3.10 3.11 3.03

건강하지 못함 2.94 3.01 3.04 3.10 3.01

다른 건강문제 0.48 1.54 0.01 0.08 0.22

유 2.93 3.05 3.09 3.16 3.04
무 2.87 3.03 2.93 3.03 2.96

* ; p <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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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 병인 특성 별 간 호만 족

간병인 특성에서는 간호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없었다.

(표12)

<표12> 간병 특성별 간호만족도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관계 0.18 0.41 0.20 0.30 1.55

전문간병인 2.91 3.05 2.94 3.02 2.98

비전문간병인 2.92 3.05 3.06 3.14 3.03

간병기간 1.38 0.21 1.79 1.29 0.86
5일 이내 3.02 3.06 2.99 3.03 3.03

6~10일 2.77 3.03 2.88 2.99 2.90

11~15일 2.85 2.99 3.27 3.27 3.05
16일 이상 2.94 3.09 3.08 3.21 3.06

시간 3.09 1.46 0.00 0.01 1.89
하루종일 2.88 3.01 3.01 3.08 2.98
기타 2.96 3.10 3.05 3.13 3.05

p<0.05 ; **p <0.01

4 .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평균 0.68의 차이를 보였

고(표13), 치료적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교육

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3>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

신체적 사회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계

간호요구 3.29 3.46 3.94 4.10 3.70

간호만족 2.92 3.05 3.02 3.10 3.02

차 이 0.37 0.41 0.92 1.00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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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회 인 구학 적 특 성별 간호 요구 도와 만족 도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표14), 나이에 따라 사회정서적, 교육적, 치료적인 면에서 나이가 젊을

수록 차이가 많이 나고, 교육정도에서 신체적인 면에서 무학과 초등졸이

큰 것을 볼 수 있고 사회 정서적인 면에서는 중.고졸과, 전문대졸의 순으

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 정서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에서 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차

이가 많았다. 동거형태에 따라서 사회정서적 영역과 교육적 영역, 치료적

영역에서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질 병특 성별 간호 요구 도와 만족 도의 차이

질병특성별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표15), 진단명과 진료

과, 이전건강상태에 따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교육적, 치료적인 면에서의

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입원일수에 따라 교육적인 면에

서 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고 다른 건강문제가 있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사회 정서적인 면과 교육적, 치료적인 면에서 다른 건강문

제가 있을 때 보다 없는 경우가 차이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3) 간 병 특 성별 간호 요구 도와 만족 도의 차이

간병 특성별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표16), 간병기간에

따라 교육적인 면에서의 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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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6일에서 10일사이와 5일이내, 16일 이상, 11일에서 15일 순으로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성별 -1.81 -1.73 -1.44 -0.55 -1.78

남 0.25 0.29 0.80 0.96 0.51
여 0.44 0.43 0.92 1.00 0.65

연령 1.74 5.60* 5.43* 3.35* 4.89*

65세 미만 0.47 0.54 1.06 1.18 0.75

65~75세 미만 0.38 0.39 0.87 0.94 0.59

75세 이상 0.18 0.12 0.65 0.87 0.40

교육정도 7.90** 5.89* 1.67 1.50 5.90*

무학 ,초등졸 1.12 0.21 0.77 0.89 0.43
중,고졸 0.64 0.59 0.92 0.98 0.75
전문 ,대졸이상 0.41 0.39 0.94 1.07 0.64

종교 2.79* 2.94* 3.79* 3.26* 3.77*

불교 0.19 0.29 0.82 0.87 0.48
기독교 0.57 0.64 1.14 1.15 0.81

천주교 0.57 0.31 0.89 1.23 0.70
무교 0.28 0.27 0.70 0.89 0.48

소득 수준 1.82 4.29* 8.47* 2.12 4.46*

10만원 미만 0.28 0.24 0.64 0.86 0.46
10~50만원 0.32 0.34 0.96 1.03 0.59
50만원이상 0.53 0.56 1.03 1.07 0.75

소득 출처 0.24 0.98 -0.72 -1.86 0.37

본 인 0.40 0.48 0.88 0.86 0.61
자 녀 0.37 0.37 0.89 1.06 0.61

배우자 유무 -1.55 0.98 1.91 0.46 0.04

유 0.31 0.42 0.96 1.03 0.61
무 0.47 0.33 0.81 1.00 0.61

동거형태 0.60 2.71* 4.88* 4.13* 2.59

혼자 0.22 0.20 0.82 1.02 0.49
부부만 0.42 0.53 1.10 1.18 0.73
자녀와 0.34 0.31 0.75 0.86 0.52
기타 친척 0.44 0.43 0.50 0.50 0.46

보험유형 0.07 0.72 1.63 0.12 0.64

보험 0.38 0.38 0.90 0.99 0.61
보호 0.37 0.30 0.71 0.97 0.54

*; p <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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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질병특성별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진단명 5.42** 5.89** 3.44** 2.92** 6.01**

골절 0.15 0.26 0.75 0.89 0.45
관절염 0.12 0.12 0.96 1.12 0.50

척수관 협착증 0.23 0.24 0.88 0.96 0.50

고혈압 -0.18 -2.38 0.76 0.77 0.25

암 0.95 0.89 1.24 1.34 1.07

당뇨 0.25 0.33 0.61 0.89 0.47
기타 0.38 0.35 0.76 0.86 0.54

진료과 8.82** 10.83** 4.91** 12.81** 11.69**

정형외과 0.19 0.19 0.85 1.02 0.49
신경외과 0.17 0.16 0.66 0.73 0.38
일반외과 0.90 0.74 1.17 1.50 1.03
내과 0.44 0.59 0.88 0.82 0.64

입원일수 0.67 2.68 3.67* 0.72 0.79
1일∼10일 0.30 0.39 0.96 1.03 0.60
11일∼30일 0.39 0.24 0.70 0.94 0.52
31일 이상 0.46 0.52 0.88 0.91 0.65

이전건강 3.56* 12.84** 7.87** 3.16* 8.12**
건강 0.49 0.64 1.08 1.12 0.78
보통 0.41 0.22 0.74 0.97 0.54

건강하지 못함 0.16 0.19 0.75 0.85 0.42

다른 건강문제 -0.63 -3.01* -2.77* -2.70* -2.39**
유 0.35 0.25 0.76 0.89 0.51
무 0.41 0.51 0.99 1.12 0.70

p<0.05 ; **p <0.01

<표16> 간병 특성별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

특 성 신체적 F(t)
사회

정서적
F(t) 교육적 F(t) 치료적 F(t) 전체 F(t)

관계 -0.59 -1.56 -0.08 1.25 -0.45

전문간병인 0.31 0.27 0.86 1.06 0.56

비전문간병인 0.38 0.41 0.87 0.95 0.60
간병기간 1.52 1.46 5.47* 2.02 1.86

5일 이내 0.21 0.32 0.93 1.05 0.55

6~10일 0.48 0.53 1.08 1.10 0.74
11~15일 0.37 0.27 0.55 0.78 0.46

16일 이상 0.42 0.33 0.75 0.90 0.56
시간 -1.48 -0.86 -0.79 0.03 -1.13

하루종일 0.29 0.33 0.82 0.98 0.54
기타 0.46 0.40 0.89 0.98 0.63

p<0. 05 ; **p<0. 01

- 26 -



5 .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관련요인

종합병원 입원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수 회귀분석을 하였다.

1) 간 호요 구도

간호요구도에 대한 회귀분석은 네 가지 영역별 요구도와 전체 요구도

를 종속변수로하고 진료과, 병원, 성별, 나이 ,진단명, 동거형태, 건강상

태, 월소득, 건강문제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17 >

와 같다.

전체 요구도 모델은 R2 가 0.324로 나타났고 F값이 10.48인 유의한 모

델로서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나이, 종교, 동거형태, 진단명, 진료과, 이

전 건강상태 등이 전체적 간호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가 0.196으

로 유의하게 나왔고, 나이는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75세 이상에서 -0.134

로 유의하게 나왔고, 종교는 불교를 기준으로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각각

0.164, 0.186, 동거형태로는 혼자 사는 것을 기준으로 부부 및 기타, 친척

과 같이 사는 것이 각각 -0.127, -0.143으로 유의하였고, 진단명은 골절을

기준으로 고혈압과 당뇨에서 각각 0.297, 0.127로 유의하였고 진료과에서

는 정형외과를 기준으로 내과에서 0.141로 유의하였다.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했던 것을 기준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0.153으로 유의하

였다.

신체요구도에 대한 R2 는 0.226 으로 나타났고 F값은 10.15였다. 성별,

종교, 동거형태, 진단명, 진료과등이 유의한 변수였고, 성별은 남자를 기

준으로 여자가 영향을 주었고,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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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거형태는 부부만이 사는 경우에 있어 신체적 간호요구에 유의하였

고, 진단명으로는 암이, 진료과에서는 내과에서 유의하였다.

<표17> 간호요구도에 대한 회귀분석

특성 신체적 B(S.E) 사회정서적 B(S.E) 교육적 B(S.E) 치료적 B(S.E) 전체 B(S.E)

성별 (여) 0.188*(0.092) 0.345**(0.075) 0.250**(0.069) - 0.223*(0.105)
연령 (75세 이상) - -0.209*(0.093) - - -0.189*(0.061)
교육수준

무학 , 초등졸 - 0.170*(0.083) - - -
중조 , 고졸 - - 0.149-(0.069) 0.139*(0.067) -

종교 (기독교) 0.261*(0.108) - 0.239*(0.074) 0.248*(0.072) 0.212*(0.082)
종교 (천주교) 0.487*(0.139) - 0.209*(0.096) 0.337**(0.092) 0.308*(0.076)
소득출처 (자녀) - - - -0.179*(0.071) -
배우자유무 (무) - - - 0.198*(0.066) -
동거형태 (부부) -0.308*(0.097) - - - -0.153*(0.062)
동거형태 (자녀) - 0.162*(0.074) - - -
동거형태 (기타) - - -1.369**(0.348) -0.865*(0.333) -0.915*(0.348)
보험유형 (보호) - - -0.223(0.088) - -
진단명

척추관협착증 - - - -0.233*(0.100) -
고혈압 - - - - 0.450**(0.089)
암 0.474**(0.122) 0.240*(0.109) 0.542**(0.103) 0.224*(0.083) -
당뇨 - - 0.222*(0.069) - 0.147*(0.067)

진료과

일반외과 - 0.221*(0.114) -2.25*(0.094) - -
내과 0.293*(0.109) 0.314**(0.088) - - 0.187*(0.068)

입원일수 (11~30일) - - - 0.152*(0.064) -
이전 건강

보통 - -0.286-(0.088) - - -
건강하지 못함 - -0.500(0.094) - - -0.189*(0.068)

F 10.15 14.06 10.14 8.28 10.48

R2 0.226 0.392 0.296 0.256 0.324

*; p <0.05 ** ; p<0.01

사회정서적 간호요구에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과 동거형태, 진단명,

진료과, 이전 건강상태가 유의한 독립 변수였고 성별로는 남자를 기준으

로 여자가 0.249로 유의하였고, 나이는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75세 이상

에서 유의하게 나왔고 교육수준에서는 무학, 초등 졸이 유의하게 나왔으

며, 동거형태는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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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명에서는 골절에 비해 암 환자에서 유의하였고, 진료과에서 정형

외과를 기준으로 내과와 일반외과에서 유의하였다. 이전의 건강상태에서

는 건강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통의 건강상태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 사

회정서적 간호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교육적 간호요구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 종교, 동거형태, 보험유형,

진단명, 진료과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유의한 영향

을 주었고,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상이, 종교는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유

의한 영향을 주었고, 동거형태에서는 기타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 보험유

형에서는 의료보험에 비해 의료보호 일 경우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진단

명으로는 암과 당뇨환자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진료과별로는 일반

외과에서 교육적 간호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치료적 간호요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종교, 소득출처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동거형태, 진단명과 입원일수 등이 유의한 독립 변수였

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상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종교는 천주교

와 기독교에서, 소득출처는 본인이 직접 소득원인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받을 때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동거형태는 혼자 사는 것에 비해 기타, 친척과 같

이 사는 경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진단명으로는 암과 척수관협착증

일때 ,입원일수에 따라서는 10일 이내인 경우에 비해 11일에서 30일 사

이의 입원일 경우 치료적 간호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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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 호만 족도

간호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은 네 가지 영역별 요구도와 전체 요구도

를 종속변수로하고 성별, 나이 ,진단명, 동거형태, 건강상태, 월소득, 건강

문제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전체 만족도 모델은 R2 가 0.365로 나타났고 F값이 15.46인 유의한 모

델로서 독립변수 가운데 종교, 동거형태, 진단명, 진료과, 간병인과 환자

와의 관계 등이 전체적 간호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교에서는 불교를 기준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254로 유의하였고, 동거형태로는 혼자 사는 것을 기준으로 자녀 및 기

타, 친척과 같이 사는 것이 각각 0.272, 0.156으로 유의하였고, 진단명은

골절에서 -0.135로 유의하였고 진료과에서는 정형외과를 기준으로 일반외

과에서 -0.395로 유의하였다. 간병인과의 관계에서는 전문 간병인일 경우

0.140으로 간호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에서는 R2가 0.265로 나타났고 F값이 17.72로 독립변수 가운

데 종교,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진료과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종교

에서는 불교를 기준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배

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동거형태는

혼자 사는 것보다 자녀와 부부만 사는 경우에 각각 0.156, -0.242로 유의

하였고, 진료과에서는 일반외과에서 신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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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간호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특성 신체적 B(S.E) 사회정서적 B(S.E) 교육적 B(S.E) 치료적 B(S.E) 전체 B(S.E)

성별 (여) - - - 0.225*(0.069) -
연령 (75세 이상) - - 0.103*(0.062) 0.325**(0.068) -
종교 (기독교) - -0.163*(0.065) - - -
종교 (무교) 0.313**(0.076) 0.163*(0.069) 0.226*(0.080) 0.208*(0.087) 0.254**(0.053)
소득출처 (자녀) - -0.193*(.061) - - -
배우자유무 (무) -0.282**(0.073) - - - -
동거형태 (부부) -0.277*(0.104) - - - -
동거형태 (자녀) 0.168*(0.085) 0.289**(0.051) 0.224*(0.066) - 0.272**(0.068)
동거형태 (기타) - - - - 0.156*(0.066)
간병인 (전문간병인) - 0.178*(0.060) - - 0.140*(0.054)
진단명

골절 - - - - -0.135*(0.058)
관절염 - - - -0.489**(0.103) -
척추관협착증 - - - -0.434**(0.117) -
암 - - 0.264*(0.105) - -
기타 - - 0.304**(0.072) - -

진료과 (일반외과) -0.445**(0.079) -0.243**(0.068) -0.573**(0.097) -0.677**(0.093) -0.395**(0.090)
입원일수 (11~30일) - - 0.121*(0.067) - -
이전 건강

보통 - 0.129*(0.057) 0.255*(0.079) - -
건강하지 못함 - - 0.179*(0.082) - -

F 17.72 9.22 11.04 15.83 14.46

R2 0.265 0.233 0.357 0.314 0.365

*; p <0.05 ** ; p<0.01

사회정서적 간호만족에서는 종교, 소득출처, 동거형태, 간병관계, 진료

과, 이전 건강상태가 유의한 독립변수였고 종교에서는 기독교와 종교가

없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소득출처에서는 본인이 직접 수입이

있는 것보다는 자녀에게서 받을 때 유의하였고, 동거형태에서는 혼자 사

는 것에 비해서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유의하였다. 간병관계에서는 전

문간병인 일 때 사회정서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진료과에서

정형외과를 기준으로 일반외과에서 유의하였다. 이전의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통의 건강상태가 사회정서적 간호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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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간호만족에서는 나이와 종교, 동거형태, 진단명, 진료과, 입원

일수, 이전 건강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나이는 65세 미만을 기

준으로 65세에서 75세 미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종교는 없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동거형태에서는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진단명으

로는 암과 기타환자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진료과별로는 일반외과

에서 교육적 간호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입원일수는 11일에서 30

일의 경우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이전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했을때를

기준으로 보통과 건강하지 못했을 때 유의하였다.

치료적 간호요구에서는 성별, 나이, 종교, 진단명, 진료과 등이 유의

한 독립변수였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나이는 65세

에서 75세 미만의 경우, 종교는 없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진단명

에서는 골절을 기준으로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일 때 치료적 간호요구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진료과에서는 일반외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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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인천소재 3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간호서비스의 영역은 사회가 변천하고 발달함에 따라 확대되고 변화되

었다. 대상자 개개인을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로 보며, 이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상자를 이해하고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

합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와 건강이탈 상태에

서 유발될 수 있는 간호요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전산초, 1982). 환자

들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가 안정상태로 회복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도움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의 요구에 대

해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환자측면에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를 단순히 추측하기 보다는 직접 환자

에게 요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봄으로써 확인된 요구를 간호계획에 넣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 요구란 생리적인 요구, 안전에 대한 요구,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요구, 자기존중의 요구, 자아성취에 대한요구로 이러한 것 중 생리적

인 요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하위에 위치하며 낮은 단계의 요구가 조금이라

도 만족되어야 개인이 더 높은 단계의 요구를 의식하거나 개인에게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다(Maslow,1954; Barbra,1979; Torres, 1986). Virginia

Henderson은 인간의 기본요구를 1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환자들이 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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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과정에서 인격적 대우와 미지의 치료와 간호의 과제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효과적인 대화와 대인관계 유지, 공포감정 등의 표현을 원하고 또

한 휴식과 활동하기에 안락한 환경유지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원한다고 제시하면서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Faye Abdellah는 환자보다는 간호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환자

간호와 관련된 21가지 일반적인 간호문제로 환자요구를 분류하였다(이소우

등, 1997).

인간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데 이러한 노력으

로도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건강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간호가

필요하게 된다(양영희,1997). 인간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간호사는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기본요구의 핵심을 파

악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노화현상에 따른 기능저하, 기능장애, 기능상실 및

더 나아가 병리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노년기 질환의 특징은 어느 나라에

서나 공통된 사항으로 대개 중복질환이며, 만성적 경과를 밟고 재발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며, 젊은 사람에 비해 발생률과 치명율이 높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 환자와는 현저히 다르다. 또한 노인질환을 가족이나 의

료인들이 노화과정의 일부로 간주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아 더욱 상황

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입원을 요하는 경우 건강, 기능력, 또는 독립

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익숙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모르는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체제를 잃는 등 낯설고

생소한 병원환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이 노인환자에게 취약성을 초래

하는 한 원인이 되고, 그러한 까닭으로 인해 우울이나 절망감, 의존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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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 상실 및 기타 다른 정신 건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최연희, 1995).

그 결과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노인건강의 유지증

진과 노후 생활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적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위한 간호중재는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영적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바라는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윤복의 임상간호 역할의 중요도와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역할기대

차이를 조사한 결과 환자 간호사 모두에게서 신체적 간호 영역의 중요성을

보고하였고 암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Rose(1976)의 연구와 Marriam

(1973)의 임상간호활동 연구에서도 신체적 간호요구가 중요하다고 나타

났다. 환자의 안정 방법과 안정을 유도하는 간호활동에 관한 최명애등의

연구에서 입원 시에는 환자, 간호사 모두가 정서적인 면보다 신체적인 요

구를 중요시하게 되나 차츰 변화하여 퇴원 시에는 신체보다 정서를 중요시

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명애,1978)

이와 같이,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들은 간호과정상의 수행과 인식, 진료

과별 환자, 입원환자, 퇴원환자, 임종환자,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요

구, 또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시설이용 노인들의 만족도, 의료이용도,

가족들의 부담감, 치매환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입원

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감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으나 일반 질병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간호요구도는 어떤

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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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특성, 간병특성에 따라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았

고, 특히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간병 특성에 따라 간호요구와 만족도

의 차이를 보았다.

요구도와 만족도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비교하였는데, 신체적, 사회정

서적, 치료적, 교육적 영역에서 차이를 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종합병원

노인환자들이 바라는 간호요구는 치료적 간호요구, 교육적 간호요구, 사회

정서적 간호요구의 순으로 높았고, 간호만족도는 요구도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낮았는데, 치료적, 사회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측면의 순이었다. 이는

노인환자일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아 신체적 요구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일반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봉화(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입원기간이 대부분 10일 이내의 환자들

로 구성되었고 질환에 있어서도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과적 질환

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영역별로 간호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교육적 영역에서 검사 및 치료의

결과에 대한 설명, 치료적 영역에서 필요한 간호를 요구 시 빠른 대처, 신

체적 영역에서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부축,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에 대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전체 항목에서 요

구도의 우선 순위를 보면 필요한 간호를 요구 시 빠른 대처, 통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 검사 및 치료의 결과에 대한 설명, 합병증 예방법 교육,

치료 및 검사 전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순으로 치료적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노인환자의 경우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적인 질환이 많아 입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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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으로 하여금 시중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간병

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환자가 바라는 간호요구나 간호만족에는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차이 검증한 결과, 간병인의 나이에 따라 신체적 요구가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요구도가 높았다.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신체적 요구, 사회정신적 요구, 교육적 요구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간병인의 특성에 따라 간호만족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간병인의 특성에 따른 노인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에 관한 문

헌이 없어 비교할 수가 없었다.

간호만족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가 원하는 간호요구에 비해 만

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요구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치료

적 항목에 있는 간호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도 우리의 간호활동은

기술적인 업무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요구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특성별 검증은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

가 없었으며 본 연구자가 특성별 검증한 것으로는 연령과 교육정도, 종교,

소득수준과 동거형태에 따라 각 영역에서 요구도에 비한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질병과 진료과, 이전건강상태, 입원일수, 다른 건강문제의

유무에 따라서도 요구도에 비한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간병기간

에 따라서 교육적 요구도에 비해 만족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입원초기일수록, 또한 진단적 검사가 끝난 이후의 기간일수록 교육적인 면

에서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요구도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조사되었거

나 의료인의 입장에서 중요도를 조사한 것이 대부분으로 간호사가 행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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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행위에 대해 노인환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각 영역별 요구도

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는 어떤지를 파악하는 연구에 국한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요구도와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좀더 세부

적으로 노인간호를 위한 질적 간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일 지역에 국한되었고 표본이 작아

일반화시킬 수 없고, 3개 병원에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대상자

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병원간 비교는 할 수 없었다. 진단명과 진료과에 있

어서도 외과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내, 외과의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

으며, 입원기간에 있어서도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실제 환자가 필요

한 간호요구와 만족정도를 충분하게 검증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와 그렇지 않은 불의의

사고나 외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노인환자를 구분하여 간호요구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입원한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실제 적

용할 수 있는 간호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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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와 만족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소재 3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응한 노인환자는 모두 156명이었고,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질병특성, 간병인 특성이 간호요구도 및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간호요구도와 만족도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신체적, 사회정서적, 치료적, 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종합

병원 노인 환자들이 바라는 간호요구는 치료적 간호요구, 교육적 간호요구,

사회정서적 간호요구의 순으로 높았고, 간호만족도는 요구도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낮았는데, 치료적, 사회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측면의 순이었다.

환자가 바라는 간호요구에서는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퇴원 후 병원방문 일자와 장소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한다,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간호사는 투약

할 때 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나 효능 등을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검사

후 나의 상태변화를 자주 관찰하기를 원한다, 검사 시 검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를 원한다, 치료

과정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담당의사와 만나게 해주기

를 원한다, 필요한 간호를 요구했을 때 빠른 대처를 원한다, 통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한다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환자

가 느끼는 간호만족에 있어서는 옷과 홑이불을 자주 바꿔준다, 치료과정이

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담당의사와 만나게 해준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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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를 요구할 때 빠른 대처를 해준다,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준다,

질병과 병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병실을 자주 방문해 준다, 통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다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종합병원

노인 환자들의 간호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나이, 종교,

진단명과 진료과, 동거형태, 이전의 건강상태 등이었고, 간호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종교, 동거형태, 진단명과 진료과, 간병인 등이었다.

간호요구와 간호만족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연령, 교육정도, 종

교, 소득수준, 동거형태, 진단명과 진료과,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4가지 영

역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입원이수와 간병기간에 따라 교육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위한 간호계획을 세울 때 치료

적 간호요구와 교육적 간호요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안점으로는

첫째, 진단명에 따라 신체적 간호요구, 사회정서적 간호요구, 교육적 간

호요구 등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진단명에 따라 간호요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간호계획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과에 따라서도 신체적 간호요구, 사회정서적 간호요구, 교육

적 간호요구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진료과별로 특색 있는 간호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 간호에 있어서 노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노인의 개별

성을 고려한 노인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으며 전문 간

호사와 노인의 포괄적인 사정을 통해 질적인 노인간호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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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U CT

N ursin g N eed an d Satisfaction am on g

El derly Patients in G en eral H osp itals

Eun Gyung Kim

D 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 irected by Professor Chong Yon Park, Ph .D .)

Th is stu dy is aim ed to inqu ire n u rsin g need an d satisfaction of the eld erly

inp atients in gen eral h osp ital in order to establish the nu rsin g p lan an d

develop the n u rsin g gu idelines. Th e d ata w as collected from 156 p eop le w h o

w ere 60 year s old or older w as eld erly in p atien ts of 3 gen eral h osp itals on

Inch on from October 1 to N ovem ber 15, 2001. By u tilizin g a stru ctu red

qu estionn aire . Th e d ata w as an alysis-nu r sin g need an d nu r sin g satisfaction

relation ship for the General ch aracter istic, a kin d of disease, an d nu rsin g care

help er ch aracter istic on eld erly inp atients. A con stitu ent in elderly inp atients

m en w as 72, w om en 84, the age of average w as from 65 year s to 74 years

old . Su rgical dep artm ent w as large am ou n t, len gth of stay w as sh ort

p eriod . N u r sin g care help er w as m ostly w ife, children , an d other kin ship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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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p arison w ith p rofession al help er . The qu estionn aire w as com p osition of

established stu d y referen ce for p h ysical, socio- em otion al, edu cation al,

th erap eu tic d ep art .

Major resu lts w ere as follow in g.

Th e p riority order of nu r sin g need on the elderly p atients w as therap eu tic

nu r sin g n eed, edu cation al n u rsin g need , an d socio-em otion al n u rsin g need . An d

th e p riority ord er of nu rsin g satisfaction w as th erap eu tic nu r sin g satisfaction ,

edu cation al n u rsin g satisfaction , socio-em otion al nu rsin g satisfaction , an d

p hysical nu r sin g satisfaction .

Effective factors effected on nu r sin g need w ere sex, age, religion , d iagn osis,

m edical dep artm ent, an d typ e of residen ce, p rior health statu s. An d effective

factor s effected on n u rsin g satisfaction w ere religion , typ e of residen ce,

d iagn osis, m edical dep artm ent, care help er .

N u rsin g need an d n u rsin g satisfaction ' s d ifferen ce is age, edu cation al degree,

religion , incom e level, typ e of residen ce, d iagn osis, m edical dep artm ent, len gth

of stay in th e h osp ital, p r ior health statu s, other h ealth p roblem at th e

p hysical, socio-em otion al, ed u cation al, th erap eu tic dep artm ent . An d the p eriod

nu r sin g care help er . w as difference ed u cation al dep artm ent .

Th ese resu lts sh ow th at nu r sin g need is little d ifference betw een th e elderly

inp atients an d gen eral inp atient . Bu t, im p lication from these resu lts are as

follow in g. Medical treatm en t an d diagn osis m u st develop nu r sin g gu idelin e .

N u rsin g gu id eline to stren gthen therap eu tic an d edu cation al need m u st be

develop ed .

Also, n u rse sp ecial list to im p rove qu ality of nu r sin g service m u st be

in trod u ced .

Key wor ds : e l der l y pa t i ent , nur s i ng need, nur s i ng sa t i s fac t i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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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종 합 병 원 입 원 노 인 환 자 의 간 호 요 구 도 에 관 한 설 문 조사

설문지 협조에 대한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노인들의 입원 시 간호요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에게 좀 더 나

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되어 순수한 연구만을 위해 이

용되고 개인적인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답을 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은 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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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간호에 대한 희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V표하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를 원

한다

2 옷과 홑이불을 자주 바꿔주기를 원한다.

3 대. 소변을 볼 때 도와주기를 원한다

4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한

다.

5
다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주기를 원

한다.

6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7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부축해 주기를

원한다.

8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

다.

9
병실을 깨끗하게 정돈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10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를 원한다.

11
치료나 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원한다

12
매일 매일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원한다.

13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

게 해주기를 원한다.

14
걱정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15
질병과 병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병실을 자주 방문해 주기를 원한다.

16
병원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관심을 가져

주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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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치료과정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

고 필요하면 담당의사와 만나게 해주기

를 원한다.

18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기

를 원한다.

19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20
퇴원 후의 자가 간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 주기를 원한다.

21
퇴원 후 활동범위, 내원하여야 할 증상등

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한다.

22
퇴원 후 병원방문 일자와 장소에 대해 알

려주기를 원한다.

23
필요한 간호를 요구했을 때 빠른 대처를

원한다.

24
검사 시 검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25
검사 후 나의 상태변화를 자주 관찰하기

를 원한다.

26
간호사는 투약할 때 약과 관련된 주의사

항이나 효능 등을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27
통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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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간호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V표 하십시오.

내 용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2 옷과 홑이불을 자주 바꿔준다.

3 대. 소변을 볼 때 도와준다.

4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준다.

5 다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준다

6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부축해 준다.

8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병실을 깨끗하게 정돈하도록 도와준다.

10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준다.

11
치료 나 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해준다.

12
매일 매일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13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

게 한다.

14
걱정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설명해준다.

15
질병과 병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병실을 자주 방문해 준다.

16
병원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관심을 가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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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7
치료과정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

고 필요하면 담당의사와 만나게 해준다.

18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해 준다.

19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다.

20
퇴원 후의 자가 간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 준다.

21
퇴원 후 활동범위, 내원하여야 할 증상등

에 대해 알려준다.

22
퇴원 후 병원 방문 일자와 장소에 대해

알려준다.

23
필요한 간호를 요구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해준다.

24
검사 시 검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준다.

25 검사 후 나의 상태변화를 자주 관찰한다.

26
간호사는 투약할 때 약과 관련된 주의사

항이나 효능 등을 설명해 준다.

27 통증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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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입니다.

귀하(환자 본인) 에 해당하는 사항에 V또는 O표 해주십시오.

1. 생년월일 년

2. 성별 ① 남 ② 여

3.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 이상

4.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5. 직업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일용직 ④ 서비스직 ⑤ 기타 ⑥ 없음

없다면 이전 직업은

6. 현재의 월 소득수준 ( 연금이나 이자소득, 자녀의 용돈포함)

① 10만원미만 ② 10-50만원 ③ 51-100만원 ④101만원 이상

7. 주된 소득 및 용돈 출처는

① 연금 ② 이자. 배당소득 ③ 자녀 ④ 직장월급 ⑤ 부동산

8.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사별 ④ 기타

9. 동거형태 ① 혼자 ② 부부만 ③ 자녀와 동거 ④ 기타 다른 친척과 동거

10. 보험유형 ① 의료보험 ② 의료보호

11. 질병을 앓은 기간 개월

12. 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횟수 ① 처음 ② 2회 이상

2회 이상이라면 회

13. 입원 전 평소의 건강상태

①매우 건강 ②건강한 편 ③보통 ④건강하지 못한 편 ⑤매우 건강하지 못함

14. 평소 갖고있는 다른 건강문제

① 고혈압 ② 당뇨병 ③ 관절염 ④ 간염 ⑤ 없음 ⑥ 기타

15. 간병해주는 사람

① 배우자 ② 자식 ③ 전문 간병인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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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간병인에 해당하는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에 V또는 O표 해주십시오.

1. 생년월일 : 년

2. 성별 ① 남 ② 여

3.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 이상

4. 현재 돌보고 계시는 환자를 간병한 기간 일

6. 간병시간 ① 주간 ② 야간 ③ 하루종일 ④ 기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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