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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간병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내 4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개인간병인 혹은 공동간병인을 이용하고 있

는 의료소비자(환자 및 보호자)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130명을 편의추출 

하여 최종 100부(개인간병인 이용군 : 50부, 공동간병인 이용군: 5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 다.

    연구기간은 2004년 4월 7일 부터 4월 27일 까지 21일간이었으며 만족

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전귀숙(2001)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 x² 검정, t-test, ANOVA와 상관관계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을 제외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60세 

이상이 88.0%, 평균연령이 69.3세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60세 이상이 

56.0%, 평균연령이 60.9세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5.579, 

p=.008). 두 군 모두에서 결혼상태는 기혼이,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가장 많

았고 입원한 병실은 5인실 이상 다인실이, 진료과는 신경외과가 가장 많았

다.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17.52±4.86으로 개인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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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군의 16.52±4.84보다 높아 신체의존도가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의사소통 정도는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더 낮아 공

동간병인 이용군이 신체의존도가 높고 의식정도가 낮은 중증 환자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환자의 입원기간과 간병인 이용기간이 유의하게 길

었고 간병료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모두 5만원 이상이었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88.0%가 3만원 미만이었다. 간병료 외 추가비용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46.0%가 지불하고 있는 반면 공동간병인은 24.0%가 지불하 고 

유급휴일에 있어서도 개인 간병인 이용군은 60.0% 지급한다고 응답하 으

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8.0%만이 지급한다고 응답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간병인 활동내용에서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일상생활 범주내에서 단

순히 시중들어 주는 행위 및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해야 하는 행위

의 빈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간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업

무 역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일부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총점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52.88±11.08,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58.14±9.64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공동

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 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391, p=.001). 역별로는 간병인의 태도,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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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간병인의 신뢰성, 간병인의 업무수행 정도, 간병료 5개 역 

모두에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

보다 높았으며 이는 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5. 의료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r=.269, p=.007)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그외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활용현황과 

만족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공동간

병인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

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아 단지 비용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동간병인 이용에 만족하고 있음을 파악하 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의 지

불보상체계나 병원의 재정구조상 환자 및 보호자의 간호요구를 충분히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소비자의 심

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인간호의 확립을 위한 간호보조 인력의 필요성

은 인정된다. 이에 현행 간병인제도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개

발 운 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정확한 역할 규명을 통하여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의료소비자가 저렴

한 비용으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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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들어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로 가족의 수가 적어지고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

을 때 환자를 간호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80년대부터 가

족을 대신하여 간병인을 두고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간병인이

란 소위 일반인으로서 어떤 관련 법령에도 그들의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

어 있지 않고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

면서 환자를 돕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인숙, 1989). 이러

한 간병인은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나 그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돌보아주기

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환자와 가장 접한 관계에 있는 간호사의 입장에서도 간호의 궁극적

인 목표가 환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기초를 둔 인간중심의 전인간호를 

제공함에 있으나 현 병원내에서의 사정은 그러하지 못하다(김문실 등, 

1994).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9년 11월부터 간호인력을 많이 확보한 요양

기관에 대하여 입원진료의 질향상과 장기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www.hospitallaw.or.kr).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간호관리료는 실제 간호원

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병원은 24시간 환자를 돌보아주기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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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고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으로 인한 

보호자 별도 간병비 부담 절감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어 

(www.nursepower.or.kr) 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 간병인이 활동

하고 있는 실정이다(황나미 등, 1998).

    전국 종합병원 14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송명순(1992)은 간병인을 활

용하고 있는 병원이 65.7% 고 92.9%의 기관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으며 황나미 등(1998)은 종합병원 203개 중 병원차원에서 환자에

게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알선,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68.0%, 개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은 9.9%로 총 77.9%의 기관에서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간병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 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간병할 보호자가 없고(송명순, 1992) 가족들

이 간병하기 힘들어서(김문실, 1994), 가족의 직장관계로(주 희, 1994) 등으

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1일 약 5만원 정도의 간병

료와 추가로 요구되는 간병인의 식대, 일요일 유급휴가비 지급 등으로 인한 

잦은 시비와 간병인의 불성실한 간병태도 및 병원에서 규정을 어기는 문제 

등은 간병인 이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수경, 1993). 

    또한 간병인의 근무시간이 12시간제와 24시간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하

여 볼 때 임금과 관계없이 매우 과다한 노동여건에서 활동함으로서 의료

소비자와 간병인간의 역할기대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민경

욱, 1995). 이렇게 간병비용 부담이 크고 이용에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인력이 있고 간병

인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요공급 관계가 꾸준이 유지되

고 있는 실정이다(황나미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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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간병

인을 고용하여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1997년 서울시 의약과 의료기획

계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몇몇 병원에 공동간병

인 제도를 시범사업형태로 운 하 으며(황나미 등, 1998)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병인이나 공동간병인 활동을 비교 평가하는 연

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

인 활용 현황과 의료소비자들의 의견,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보고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소비자인 환자 및 가족

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종합병원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인 활용현황과 간병활동내용을 

파악하고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만족도 및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소비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 이용 형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활용현황을 파악한다.

2)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간병활동내용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

자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3) 의료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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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간병인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해 식사, 옷입기, 목욕 등 일상적이고 규칙

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환자를 보

조하는 비의료인으로(선우 덕, 오 희, 2001)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일용

직이며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그 역할이나 업무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족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가족이 환자를 위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

하여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김인숙, 1989)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간병인

과 공동간병인을 의미한다.

 (1) 개인간병인 

    병원차원에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간병요금은 환자나 가

족이 직  접 간병인에게 지불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환자나 가족이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환자를 일대일로 보살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동간병인

    병원에서 지정된 공동간병인 병실에 입원한 여러명의 환자에게 1명의 

간병인이 공동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공

동간병인 제도를 운 하는 병원의 공동간병인 병실에 입원한 2-3명의 환

자에게 1명의 간병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인은 2부 교대근무를 

한다. 간병비용은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 단체에 지불하고 간병인 단체

가 간병인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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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소비자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나 보호자로 본 연구에

서는 간병인을 이용하고 간병비를 지불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말한다. 

3) 만족도

    만족도란 마음에 흡족함 또는 흡족하게 생각하는 정도(이희승, 1996)

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전귀숙이 사용한 도구(간병인의 태도, 역할, 신뢰도, 업무수행 정도, 간병

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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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간병인 활용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가족 중 누군가

가 환자 곁에서 간병을 해야만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

통적인 사회문화 양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개인중심적 의식의 확산, 핵가족화에 따른 전통적 의미의 가족 기능 

축소, 그리고 가족건강의 첫 번째 돌봄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

여가 늘어나면서 환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감소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가족을 대신하여 병실에서 환자의 수발을 들

어주는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새로이 자리 잡기 시작하 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간병인의 수요에 대한 간병인 알선단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전국 각 시․도 담당부서를 통하여 허가된 민

간 유․무료 간병인 알선단체수는 총 1,754개소이며 간병인 수가 10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황나미 등, 1998).

    전국 종합병원 14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송명순(1992)은 간병인을 활

용하고 있는 병원이 65.7% 고 92.9%의 기관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으며 황나미 등(1998)은 종합병원 203개 중 병원차원에서 환자에

게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알선,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68.0%, 개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은 9.9%로 총 77.9%의 기관에서 간병인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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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간병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 다. 

    오진주(1990)는 1개 대학병원의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4.0%가 간병

인을 이용하 고 총 재원일수 중 4.4%의 기간에 간병인을 이용하 으며 

주 희(1994)는 6개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입원 

환자 중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3.5% 고 이용환자의 연

령이 70세 이상이 72.8%로 노인환자에 대한 간병을 간병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황나미 등(1998)은 간병인을 활용하는 우선순위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45.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

이 불편하여 병원 의사, 간호사와의 연락이 어려워서(16.1%), 가족이 간병

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가족간의 갈등이 초래될 것 같아서

(11.3%), 간병인이 가족보다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11.3%) 

등으로 응답하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한 가족의 간병역

할이 축소되고 유료간병인에 대한 요구가 높음를 알 수 있었다.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인 중에

서는 불성실하거나 환자와의 계약을 어기고 식사비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

번해지고 있다(이수경, 1993).

    황나미 등(1998)은 간병인이 계약상의 간병료 외 추가수당(주로 식비)

을 요구한 경우가 42.6%, 간병인이 활동하지 않은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간주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27.4% 다고 하 으며 김문실 등(1994)은 

의료소비자의 40%가 추가수당을 지불했으며 간병인 휴가시간도 주당 24

시간을 대부분 주급에 합하여 주게 되는 경우가 당연시 되고 있다(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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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민경욱(1995)은 규정된 간병료 이외에 유급휴가비(91%), 식비

(18%), 사례비(17%), 교통비, 목욕비 등을 지불하 고 금액은 오천원에서 

십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하 다.

    간병인 이용에 따른 비용이 환자 1인 1일 기준 40,000∼50,000원이 

47%, 50,000원 이상이 45.3%, 40,000원 미만이 7.7%로 나타나 평균 간병비

용은 48,000원으로 환자는 입원비 이외의 간접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으며 또한 의료소비자의 64.4%가 간병료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고 응답하 다(황나미 등 1998). 김문실 등(1994)은 간병인

을 이용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 간병비용이 입원비 총

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경우가 30.7% 다고 하 다.

    또한 간병인의 근무시간이 12시간제와 24시간제로 간병인의 근무시간

은 노동부의 보고서에 나타낸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2.5배나 많으며(이수

경, 1993) 김문실 등(1994)의 연구에서도 의료소비자가 이용하는 간병인의 

95.0%가 24시간단위 계속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간병인 휴가시간도 주당 

24시간 이내로 하고 있는 경우가 96.2%를 차지하고 있어 간병인의 기본

적인 개인생활과 숙식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환자 간병에만 투입될 수 없

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자가 기대하는 간병시간을 제공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국 24시간 단위로 노동을 계약하는 현 

체계에 문제가 있다(황나미 등, 1998)고 하 다.

    병원측면에서도 병원에 환자 1인당 보호자 및 간병인이 1인 이상 상

주하게 되어 환자의 안위도모 및 병원 감염관리, 치료환경유지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과실로 인하여 병원 시설물이나 비품이 손상

을 입거나 검사실, 의료처치실에 출입하여 병동 행정관리에 문제가 된 경



- 9 -

우,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약 등 건강관련 음성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

품을 파는 행위, 간병인이나 환자가 다치거나 의료 및 감염사고가 발생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나미 등,  1998). 

    김인홍(1993)은 가족대리자로서 비의료인인 간병인이 일상생활 범주

내에서 환자 시중드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역할도 일부 그들

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사도 그들의 역할을 간병인

에게 일부 지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명확한 역할

규정 및 바람직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하 다.

    황나미 등(1998)은 1997년 박정호에 의해 규명된 임상간호행위를 토

대로 간병인의 역할을 간병인이 수행해도 되는 행위,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

에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행위, 간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나누

었다. 간병인이 수행해도 되는 간병행위에는 양치질, 세면 및 신체청결, 옷갈

아 입히기, 식사 또는 음료수 먹도록 돕기, 대소변시 돕거나 변기세척, 튜브를 

통해 나온 배설물 처리, 침상주위 정돈하고 침구를 가는 일, 운반차를 거나 

동행, 가습기 관리 등이었으며 간병인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 중 간호사의 지

도 감독하에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행위는 소음, 불편감, 불안감을 제

거하여 휴식, 수면돕기, 침상에서 환자이동, 조기기동, 심호흡, 기침하도록 돕

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동하도록 돕기 등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간병인은 간호업무의 역할위임자로서 기능하고 있기보다는 별도

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환자는 그 서비스가 필요하여 간병인

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서 간병인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규

정 및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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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인 이용 만족도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한 진단, 완전한 회

복여부, 이에 따르는 경제적 문제 및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관련되어 

불안을 느끼게 되며 질병이 지속되는 한 어쩔 수 없이 돌봐져야 하는 상

태로 도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간병인은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은 아니다. 그러

나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차원의 직업으로 특별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윤리정신 및 직업의

식 등의 교양교육에서부터 간병실기 교육까지 간병에 활용되는 구체적이

며 체계적인 교육이 간병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수경, 

1993). 김인홍(1988)이 서울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간병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봉사정신(37.2%), 간병교육 이수(34.4%), 간병경험

(28.4%)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봉사정신과 간호지식을 갖춘 능숙한 간병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송명순(1992)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병

인이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으로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45.6%)을 선호한다

고 하 다. 

    간병인 관련 환자만족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 희(1994)는 종합병

원 입원환자들의 유료간병인 이용양상과 만족도에서 간병인과의 인간관계

(73.7%), 간병료(40%), 환자에 대한 신체 청결정도(77.9%), 음식 섭취를 돕

는 일(71.6%), 체위변경 및 운동을 돕는 일(63.2%), 정신사회적인 지지정도

(60.0%), 배설을 원활하게 돕는 일(70.5%) 등을 측정하여 비교적 높은 만

족도를 보 으나 정신사회적인 지지정도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 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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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간병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정도를 보여주었다. 

    전귀숙(2001)은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간병인에 대한 만족도를 5개 

역으로 구분하여 5점 만점으로 측정하 다. 즉 간병인의 태도(3.82), 간

병인의 역할(3.81), 간병인의 신뢰성(3.94), 간병인의 업무수행정도(3.62), 간

병료(3.14)에 대해 평균 3.68로 만족한 편이었으며 간병인의 신뢰성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간병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송자경(2000)은 입원환자들의 간병인 이용 만족도를 수속, 친절, 역할, 

이용만족도로 측정하여 전반적인 만족수준은 72.3%가 만족하 고 추가분

석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환자의 치료회복에 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

이 84.2% 다고 하 다.

    황나미 등(1998)은 간병인 활용에 대한 만족한 점은 가족이 안심하고 

개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55.7%) 불만족한 이유로는 원하는 유

형의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렵다(36.2%), 요구에 즉각 응해주지 않는다

(25.5%), 간호지식이 없어 간병수준이 매우 낮다(23.4%), 추가 비용지불을 

요구한다(19.2%), 환자 곁에 있지 않고 외출시간이 길다(19.2%) 등으로 지

적하 다. 이렇게 비용과 이용에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활

용에는 긍정적이었으며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가사와 사회생활 등에 지장

을 받지 않기 위해 간병인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황나

미 등, 1998)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기투병이 불가피하고 가족

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어 간병인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간병

인 활용에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민경욱, 1995).  

    따라서 현 병원실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간병인의 간병행위 역

할확립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간병인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하에 간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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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병원직원화(일용직)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며 24시간 계속적인 근무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불만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황나미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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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 4개의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유료간병인을 이

용하고 있는 의료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 130명을 임의추출 형식으로 표본을 선정하 다. 

115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한 100부(공동간병인 

이용군; 50, 개인간병인 이용군; 50)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 으며 응답

자는 환자가 16명, 보호자가 84명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소비자의 의견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간병인 활용 현황

    (1) 의료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은 응답자, 성별, 결혼상태, 

가족구조, 월수입, 입원실 종류, 진료과 등 9문항이었고 간병인 활용현황

에 관한 질문으로는 입원기간, 간병인 이용기간, 간병료 지불자, 보호자 

방문횟수, 환자의 의사소통 정도, 간병인 이용 이유, 알선방법, 간병료, 추

가수당 유무, 유급휴일 유무, 간병료에 대한 의견, 간병인의 선결조건, 향

후 간병인 활용의견, 간병인의 바람직한 근무형태 등 16문항으로 총 2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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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었다

    (2) 환자의 신체적 기능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관한 질문은 보건

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수행도구를 사용하 다. 즉 옷입

기, 개인위생(세수, 양치질 등),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

용, 대소변 조절 등 7문항 3점 척도로 측정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

자서 한다’ 1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에 3점을 주어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으로 

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정도가 낮음을 의미하 다.

    (3) 간병인 활동내용은 김인홍(1992)이 간병인을 대상으로 활동수행 

정도를 측정한 40개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21문항으로 하 으며 

일상생활 범주내에서 환자의 시중을 드는 행위 9문항, 간호사의 지도 감

독하에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행위 5문항, 간호인력이 수행해야 하

는 행위 7문항으로 작성하 다. 

  2) 간병서비스 만족도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귀숙(2001)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 으며 간병인의 태도, 역할, 신뢰성, 업무수행 정도, 간병료 

등 5개 역으로 구분한 17문항이었다. ‘간병인의 태도’에서 의상 및 차림

새가 단정하다, 규정된 가운을 항상 착용한다, 시간준수가 정확하다, 침상

주위를 수시로 정리정돈한다 등 4문항이었고 ‘간병인의 역할’에서는 환자

가 불편을 호소했을 때 즉시 도움을 준다, 간병지식과 기술이 보호자보다 

풍부하다, 병원의 의사, 간호사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다,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 4문항이었다. ‘간병인의 신뢰성’에서는 환자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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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지켜주므로 믿고 환자를 맡길 수 있다,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을 가

지고 도와준다, 환자의 비 을 잘 지킨다,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

해준다 등 4문항이었다. ‘간병인의 업무수행 정도’와 관련한 3문항은 피부

관리 및 체위변경을 자주 해준다, 환자의 기본 일상생활(세면, 목욕, 대소

변 처리 등)을 잘 도와준다, 환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배

려하여 도와주고 있다 등이었다. ‘간병료’에서는 간병료에 비해 간병내용이 

불성실하다, 간병인을 이용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2문항으로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측정하 다. 점수는 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여 최저 17점에서 최고 68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고 간병료에 대한 2문항

은 역으로 산출하 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2 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 까지 총 21일간이었으

며 자료수집 방법은 직접 대상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의 승낙을 얻은 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문에 

대해 설명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이용하 으며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

능한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 다.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

았기 때문에 간호사실의 도움으로 환자 방문시에 하거나 보호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회수하

으며 설문지는 설문작성 후 바로 봉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 설문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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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통해 전

산처리 하 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간병인 활용현황은 각  

   각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x² 검정으로 분석하 다.

2)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만족도는 t-test로 분석하 다.

3) 의료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t-test, ANOVA

   로 분석하 고 만족도와 관련되는 주요 요인들과의 관계는 상관관계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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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특성

  1)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환자의 일반적 특성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으로 응답자,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조, 가족의 월수입, 입원병실, 진료과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설문 응답자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환자가 18.0%, 보호자가 82.0% 으

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환자가 14.0%, 보호자가 86.0%로 주로 보호자에 

의해 조사되었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²=.289, p=.585).

    성별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여자가 68.0%, 남자가 32.0% 으며 공동간

병인 이용군은 여자가 70.0%, 남자가 30.0%로 두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많

았다. 

    연령은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60세 이상이 8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40-59세가 10.0%, 40세 미만이 2.0%로 평균연령이 69.3세 으며 공동간

병인 이용군에서 60세 이상이 56.0%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32.0%, 40세 미

만이 12.0% 으며 평균연령은 60.9세로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X²=15.579, p=.008). 

    결혼상태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기혼이 98.0%,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는 88.0% 으며 가족구조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핵가족이 52.0%로 가장 

많았고 부부가 18.0%, 독신과 대가족이 각각 14.0%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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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역시 핵가족이 52.0%로 가장 많았고 부부 16.0%, 독신과 대가족이 각

각 14.0%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환자가족의 월수입으로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200-300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26.0%, 300만원 이상이 20.0%, 100만원 미만

이 16.0%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38.0%로 가장 많았

고 100만원 미만이 26.0%, 100-200만원 미만이 18.0%, 200-300미만이 18.0%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100만원 미만이 더 많았고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병실은 5인실 이상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66.0% 고 공동간병인 이용

군에서는 88.0%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다인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진료과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신경외과 30.0%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

과 26.0%, 내과 20.0% 순이었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도 신경외과가 36.0%

로 가장 많았고  내과 24.0%, 한방과 14.0%, 신경과 12.0% 순으로 두 군에서 

신경외과 환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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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환자의 일반적 특성        N= 100

특성 구분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응답자
환자 9(18.0) 7(14.0) .298 .585

보호자 41(82.0) 43(86.0)
성별

남자 16(32.0) 15(30.0) .470 1.000

여자 34(68.0) 35(70.0)
연령

40세 미만 1(2.0) 6(12.0) 15.579 .008

40-49세 4(8.0) 9(18.0)

50-59세 1(2.0) 7(14.0)

60- 69세 19(38.0) 9(18.0)

70- 79세 16(32.0) 9(18.0)

80세 이상 9(18.0) 10(20.0)

결혼상태
미혼 1(2.0) 6(12.0) 5.712 .222

기혼 49(98.0) 44(88.0)

가족구조
독신 7(14.0) 7(14.0) .392 .983

부부 9(18.0) 8(16.0)

핵가족 26(52.0) 26(52.0)

대가족 7(14.0) 7(14.0)

기타 1(2.0) 2(4.0)

월수입
100만원 미만 8(16.0) 13(26.0) 8.705 .069

100-200만원 미만 13(26.0) 9(18.0)

200-300만원 미만 19(38.0) 9(18.0)

300-400만원 미만 5(10.0) 7(14.0)

400만원 이상 5(10.0) 12(24.0)

입원병실
1-2인실 12(24.0) 4(8.0) 9.299 .054

3-4인실 5(10.0) 2(4.0)

5인실 이상 33(66.0) 44(88.0)

진료과
내과 10(20.0) 12(24.0) 12.121 .097

외과 4(8.0)

정형외과 13(26.0) 5(10.0)

재활의학과 1(2.0) 1(2.0)

신경외과 15(30.0) 18(36.0)

신경과 3(6.0) 6(12.0)

한방과 2(4.0) 7(14.0)

기타 2(4.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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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정도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7문항 3점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으로 하 으며 <표 2>와 같았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총점을 비교해보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16.52±4.84 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17.52±4.86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신체

간호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t=-1.429, p=.306) 각 문항별 점수를 보면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목욕하기 

2.58, 이동하기 2.46, 화장실 사용, 2.38, 옷입기 2.36, 개인위생 2.30, 대소변조절 

능력 2.28, 식사하기 2.16 순으로 전체 평균 2.36이었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

서는 목욕하기 2.70, 이동하기 2.58, 화장실 사용 2.56, 옷입기 2.52, 대소변조절 

2.46, 개인위생 2.44, 식사하기 2.26 순이었으며 전체평균 2.50으로 개인간병인 

이용군보다 신체간호 의존도가 높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 또는 전적으

로 필요하 으나 모든 문항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두군

에서 목욕하기가 수행능력이 가장 낮았고 식사하기가 가장 높았다.

<표 2 >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N=100

변수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옷입기 2.36(.72) 2.52(.74) -1.098 .275

개인위생(세수,양치질 등) 2.30(.79) 2.44(.84) -.861 .391

목욕하기 2.58(.67) 2.70(.58) -.995 .342

식사하기 2.16(.82) 2.26(.90) -.582 .562

이동하기 2.46(.68) 2.58(.67) -.889 .376

화장실 사용 2.38(.75) 2.56(.76) -1.190 .237

대소변 조절 2.28(.78) 2.46(.81) -1.127 .263

총점 16.52(4.84) 17.52(4.86) -1.42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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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사소통정도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가능하다 72.0%, 부분적으

로 가능하다 18.0%, 불가능하다 10.0% 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가능하다 

44.0%,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24.0%, 거의 불가능하다 18.0%, 불가능하다 14.0%

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의사소통정도가 더 낮았으며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3.141, p=.004). <표 3> 

<표 3>  간병인이용행태에 따른 환자의 의사소통 정도        N= 100

의사소통 정도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가능하다 36(72.0) 22(44.0) 13.141 .004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9(18.0) 12(24.0)

거의 불가능하다 0(0.0) 9(18.0)

불가능하다 5(10.0) 7(14.0)

2.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인 활용 현황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인 활용현황은 입원기간 및 간병인 이용기

간, 간병인 활용이유, 간병료와 추가비용 유무, 간병인 유급휴가 유무, 간병료

에 대한 의견 등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간병료 지불자, 보호

자 방문 횟수, 간병인 활용 의견, 간병인의 선결조건, 바람직한 간병인의 근무

형태 등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환자의 입원기간은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3개월 이상이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주 미만으로 28.0%, 2주에서 1개월 미만이 22.0%, 1-3개월

이 20.0% 순이었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3개월 이상이 44.0%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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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그 다음 1-3개월 미만이 34.0%, 2주에서 1개월 미만이 14.0%, 2주 미만

이 8.0% 순으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장기입원 환자가 더 많았고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3.262, p=.021). 

    간병인 이용기간에서도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2주 미만이 44.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이 28.0% 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3개월 이상이 40.0%

로 가장 많았고 1-3개월이 28.0%, 2주 미만이 20.0%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간병인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x²=12.592, p=.028). 

    간병인 활용 이유로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가족의 직장생활 때문에가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이 간병하기 너무 힘들어서 24.0%, 돌봐 

줄 가족이 없어서 20.0%, 가족보다 간병인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8.0%순이었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가족의 직장생활 때문에가 32.0%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다 간병인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4.0%, 돌봐 

줄 가족이 없어서와 24.0%, 가족이 간병하기 너무 힘들어서 6.0% 순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5.457, p=.009). 

    간병료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5만원이상 6만원 미만이 90.0%, 6만원 

이상이 10.0%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3만원 미만이 88.0%, 5만원 이

상 6만원 미만이 12.0%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간병료가 훨씬 저렴하 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78.824, p=.000).

    간병료 지불자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자녀가 56.0%로 가장 많았고 환

자 및 배우자가 34.0% 순이었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자녀가 46.0%, 환

자 및 배우자가 28.0%로 두 군이 비슷하 다. 

    간병료 외 추가비용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46.0%가 있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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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24.0%가 있다고 응답하여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추

가비용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²=29.509, p=.000). 

    간병인에게 주는 유급휴일에서도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60.0%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8.0%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역시 개인간병

인 이용군이 간병인에게 유급휴일을 더 많이 주고 있었고 두 군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x²=30.125, p=.000).

    보호자가 환자를 방문하는 횟수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매일 방문이 

44.0%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방문이 34.0%, 주 1회가 18.0%, 2주 1회 이

하 방문이 4.0%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매일 방문이 42.0%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방문이 32.0%, 주 1회가 16.0%, 2주 1회 이하 방문이 

10.0%로 두 군이 비슷하 다.  

    간병료에 대한 의견에서도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약간 부담된다 42.0%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32.0%, 많이 부담된다 24.0%, 저렴하다 2.0% 순이었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적당하다가 62.0%로 가장 많았고 저렴하다 24.0%, 약간 

부담된다 12.0%, 많이 부담된다 2.0%순으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x²=31.736, p=.000).

    향후 간병인 활용에 대한 의견을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하 는데 개인

간병인 이용군과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경제적 부담만 없다면 간병인 이용

에 찬성한다가 각각 52.0%,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적인 간병교육

을 받은 사람을 원한다가 각각 42.0%, 36.0%로 응답하 으며 성의있는 간호에 

각각 30.0%, 20.0% 응답하 다. 또한 간병료 인하에 두 군에서 각각 24.0%, 

22.0%, 병원에서 간병인을 관리하기를 원한다에 각각 22.0%씪 응답하여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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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간병인의 선결조건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전문교육을 받은 간병인이 

44.0%로 가장 많았고 투철한 봉사정신 38.0%, 경험 많은 간병인 18.0% 순이었

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전문교육을 받은 간병인이 54.0%로 가장 믾았으며 

투철한 봉사정신 34.0%, 경험 많은 간병인 10.0% 순으로 두 군이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었다. 

    바람직한 간병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24시

간제 76.0%, 12시간제 18.0%로 응답하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24시간제 

50.0%, 12시간제 38.0%로 응답하여 두 군에서 24시간제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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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인 활용 현황             N= 100

특성 구분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입원기간 2주 미만 14(28.0) 4( 8.0) 13.262 .021

2주 - 1개월미만 11(22.0) 7(14.0)

1개월 -3개월 미만 10(20.0) 17(34.0)

3개월 이상 15(30.0) 22(44.0)

간병인 

이용기간

2주 미만 22(44.0) 10(20.0) 12.592 .028

2주 - 1개월미만 10(20.0) 6(12.0)

1개월 -3개월 미만 4(8.0) 14(28.0)

3개월 이상 14(28.0) 20(40.0)

간병인

활용이유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10(20.0) 12(24.0) 15.457 .009

가족의 직장생활 때문에 21(42.0) 16(32.0)

가족이 간병하기

너무 힘들어서

12(24.0) 3( 6.0)

가족간병시 가족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 같아서

3(6.0) 2( 4.0)

가족보다 간병인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8.0) 12(24.0)

기타 0(0.0) 5(10.0)

1일간병료 3만원 미만 0(0) 44(88.0) 78.824 .000

5만원-6만원 미만 45(90.0) 6(12.0)

6만원 이상 5(10.0) 0(0)

간병료

지불자

환자 및 배우자 17(34.0) 14(28.0) 9.182 .102

부모 1(2.0) 8(16.0)

자녀 28(56.0) 23(46.0)

기타 4(8.0)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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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특 성 구  분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보호자 

방문횟수

매일 22(44.0) 21(42.0) 1.912 .752

주 2-3회 17(34.0) 16(32.0)

주 1회 9(18.0) 8(16.0)

2주 1회 이하 2( 4.0) 5(10.0)

추가비용 있다 23(46.0) 12(24.0) 29.509 .000

없다 26(52.0) 38(56.0)

간병인

유급휴가

있다 30(60.0) 4(8.0) 30.125 .000

없다 20(40.0) 46(92.0)

간병료에

대한 의견

저렴하다 1(2.0) 12(24.0) 31.736 .000

적당하다 16(32.0) 31(62.0)

약간 부담된다 21(42.0) 6(12.0)

많이 부담된다 12(24.0) 1(2.0)

*간병인

 활용의견

간병료 인하 12(24.0) 11(22.0) - -

성의있는 간호 15(30.0) 10(20.0)

병원에서 간병인 관리 11(22.0) 11(22.0)

경제적 부담만 없다면  

간병인활용에 찬성

26(52.0) 25(50.0)

병원비용이 들더라도 
간호사의 간호원함.

9(18.0) 9(18.0)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인이 간호

21(42.0) 18(36.0)

간병인의

선결 조건

투철한 봉사 정신 19(38.0) 17(34.0) 2.764 .429

경험 많은 간병인 9(18.0) 5(10.0)

전문적인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22(44.0) 27(54.0)

기타 1(2.0)

바람직한

간병인

근무형태

24시간제 38(76.0) 25(50.0) 7.754 .051

12시간제 9(18.0) 19(38.0)

기타 3(6.0) 5(10.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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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활동 내용 및 간병서비스 만족도

  1)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활동 내용

    간병인이 환자에게 수행하고 있는 활동내용에 대한 응답을 보면 <표 5>

와 같았다. 

    간병인이 일상생활 범주내에서 환자 시중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청결을 

위한 세안, 양치질, 부분목욕과 욕창예방을 위한 피부간호, 베개와 쿠션을 이

용한 안위간호, 식사돕기, 대소변 돕기, 정맥주사 부위 관찰, 환자 이동 돕기 

등은 개인간병인 이용군이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대체로 80% 이상 실시하

고 있으나 ‘가습기를 청소하고 틀어준다’에서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42.0%,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64.0%로 응답하여 대체로 수행정도가 낮았으며 두 군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4.857, p=.045).

    간병인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 중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인이 수행

하여도 무방한 행위로 ‘침대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운동을 시킨다’와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준다‘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각각 68.0%, 공동

간병인 이용군이 각각 76.0%로 공동간병인에서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간호지식이 요구되는 ’대변이 잘 나오

도록 물을 많이 먹게하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채소를 먹게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대변을 보도록 하는 등을 시행한다‘에서는 두군이 각각 36.0%씩 시행한

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환자의 음식 및 배설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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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44.0%,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68.0%를 실시하

고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5.844, p=.026). 또한 ‘체중 

및 신장, 배둘레를 측정한다’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12.0%, 공동간병인 이

용군이 10.0%를 수행한다고 응답하 고 ‘체온, 맥박, 혈압을 측정한다’도 개인

간병인 이용군에서 10.0%,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12.0%로 실시한다고 응답하

고 ’혈관 주사약이 다 들어간 경우 주사바늘을 제거한다‘도 두 군에서 각각 

6.0%씩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두 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

환자가 숨을 잘 쉬도록 코나 입으로 가래를 제거한다‘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

이 38.0%,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58.0% 수행하 다고 응답하 고 ’튜브로 음식 

또는 약물을 체내로 주입한다‘에서도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40.0%,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56.0%가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공동간병인이 더 많이 수

행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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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 활동내용                 N=100

구분 간병활동내용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일상

생활

보조

활동

․환자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 양치질,    

  침상목욕을 시킨다

42(82.0) 48(96.0) 4.000 .092

․환자의 피부를 닦아주고 문질러주며 습기가

  없도록한다.

41(82.0) 44(88.0) .706 .577

․베개와 쿠션을 이용해 환자를 편안히 해준다. 41(82.0) 45(90.0) 1.329 .388

․환자가 식사를 잘하도록 준비해주고 도와준다. 46(92.0) 47(94.0) .154 1.000

․대소변시 돕거나 변기를 세척한다. 44(88.0) 47(94.0) 1.099 .487

․검사나 외래 치료시 환자의 이동을 돕는다. 42(82.0) 44(88.0) .332 .774

․가습기를 청소하고 틀어 준다. 21(42.0) 32(64.0) 4.857 .045

․환자의 말벗이 되어 준다. 37(74.0) 41(82.0) .932 .470

․환자가 혈관주사를 맞는 경우 주사약이 잘 들

  어 가는지 주사부위가 붓지 않는지 등을 살펴

  본다.

41(82.0) 40(80.0) .065 1.000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는

활동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준다. 34(68.0) 38(76.0) .794 .504

․침대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운동을

  시키거나 도와준다.

34(68.0) 38(76.0) .794 .504

․대변이 잘 나오도록 물을 많이 먹게 하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채소를 먹게하고 시간을 정

  해놓고 대변을 보도록 하는 등을 시행한다.

18(36.0) 18(36.0) .000 1.000

․약을 먹여 주고 제시간에 잘 투여되었는지

  확인한다. 

39(78.0) 45(90.0) 2.679 .171

․의사가 회진할 때 환자의 상태나 변화 등을

  의사에게 알린다.

38(76.0) 41(82.0) .542 .624

간호인력

이 수행

해야 

하는

업무

․환자의 체중, 신장, 배둘레를 측정한다. 6(12.0) 5(10.0) .102 1.000

․환자의 음식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22(44.0) 34(68.0) 5.844 .026

․환자에게 요구되는 검사물을 위해 가래나

  소변, 대변 등을 받아준다.

35(70.0) 37(74.0) .198 .824

․튜브(콧줄)로 음식 또는 약물을 체내로 주입

  한다.

20(40.0) 28(56.0) 2.564 .161

․환자의 체온, 맥박, 혈압을 측정한다. 5(10.0) 6(12.0) .102 1.000

․혈관주사약이 다 들어간 경우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3(6.0) 3( 6.0) .000 1.000

․환자가 숨을 잘 쉬도록 코나 입으로 가래를

  제거하거나 목을 절개한 경우 목으로 가래를

  를 제거한다.

19(38.0) 29(58.0) 4.006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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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개인간병인 이용군과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역별 간병서비스 만족도 

결과는 <표 6>과 같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병인의 태도, 역할, 신뢰성, 업무수행

정도, 간병료로 구분하여 17문항 4점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17점에서 최고 

68점으로 하 다.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 총점은 52.88±11.08, 공동

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 총점은 58.14±9.64로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며 공

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보다 5.26점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3.391, p=.001). 

    이를 각 역별로 보면 간병인의 태도 4문항 총점이 개인간병인 이용

군은 12.74±2.54,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14.02±2.23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3.097, p=.003). 

    간병인의 역할 4문항 총점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12.76±2.70이었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14.00±2.16으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높았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2.883, p=.005). 

    간병인의 신뢰성 4문항 총점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12.84±2.61, 공동

간병인 이용군이 13.88±2.24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2.152, p=.034). 

    간병인의 업무수행정도는 3문항으로 총점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9.46±1.95이었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10.52±1.61로 공동간병인 이용군 만

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3.200,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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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료는 2문항으로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총점이 5.08±1.28, 공동간병

인 이용군이 5.72±1.40로 공동간병인 이용군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 다(t=-2.803, p=.006). 또한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간병

인의 신뢰성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간병인의 역할, 태도 순

이었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간병인의 태도, 역할, 업무수행정도, 

신뢰성 순이었으며 두군 모두에서  간병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6>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역별 간병서비스 만족도         N=100

간병서비스 역
개인간병인 이용군 공동간병인 이용군 

t p 
평균총점 평균평점 평균총점 평균평점

간병인의 태도 12.74±2.54 3.18±.53 14.02±2.23 3.50±.50 -3.097 .003

간병인의 역할 12.76±2.70 3.19±.61 14.00±2.16 3.50±.44 -2.883 .005

간병인의 신뢰성 12.84±2.61 3.21±.53 13.88±2.24 3.44±.47 -2.152 .034

간병인의 

업무수행정도
9.46±1.95 3.15±.61 10.52±1.61 3.50±.48 -3.200 .002

간병료 5.08±1.28 2.54±.53 5.72±1.40 2.86±.60 -2.803 .006

전 체 총 점  52.88±11.08 3.11±.48 58.14±9.64 3.41±.40 -3.391 .001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문항별 간병서비스 만족도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각 역에 따른 문항별 점수를 보면 간병인의 태도에서 개인간병인 이용

군은 ‘규정된 가운을 항상 착용한다‘가 3.04로 가장 낮았으며 ’간병인의 시간

준수가 정확하다’가 3.2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평균 3.18±.53이었다.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최저 3.48에서 최고 3.56으로 평균 3.50±.50으로 4문항 모

두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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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의 역할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간병지식 및 기술이 보호자보다 

풍부하다’가 3.08로 가장 낮았으며 ‘환자가 불편을 호소했을 때 즉시 도움을 

준다’가 3.26으로 가장 높아 평균 3.19±.61 다.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최저 

3.46에서 최고 3.52로 평균 3.50±.44이었으며 4문항 중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를 제외한 3문항에서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보다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간병인의 신뢰성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을 가지

고 도와준다‘’환자의 비 을 잘 지킨다’가 각각 3.12로 가장 낮았으며 ‘환자곁

을 잘 지켜주므로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다’가 3.32로 가장 높아 평균 

3.21±.53이었다.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최저 3.32, 최고 3.68로 평균 3.44±.47

으며 4문항 중 1문항 ‘환자곁을 잘 지켜주므로 믿고 환자를 맡길 수 있다’

만이 개인간병인 이용군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병인의 업무수행정도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환자가 신체적으로 불

편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여 잘 도와주고 있다’가 3.02로 가장 낮았고 ‘환자

의 기본일상생활을 잘 도와준다’가 3.26으로 가장 높아 평균은 3.15±.61 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최저 3.46, 최고 3.60으로 평균 3.50±.48이었으며 3문

항 모두 개인간병인 이용군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병료 2문항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간병인을 이용함으로 경제적 부

담이 크다’가 2.16, ‘간병료에 비해 간병내용이 불성실하다’가 2.92으로 간병료 

평균 2.54±.53 다. 공동간병인이용군에서도 최고 3.14, 최저 2.58로 평균 

2.86±.60이었으며 간병료 2문항 중 ‘간병인을 이용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에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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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문항별 간병서비스 만족도        N=100

*부정문항

간병서비스 내용
개인간병인이용군 공동간병인이용군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간병인의 태도

 1. 간병인의 의상 및 차림새가 단정하다. 3.26(.56) 3.48(.54) -1.985 .050

 2. 규정된 가운을 항상 착용한다. 3.04(.76) 3.48(.65) -3.197 .002

 3. 간병인의 시간준수가 정확하다. 3.28(.64) 3.56(.50) -2.435 .017
 4. 침상주위를 수시로 정리 정돈한다. 3.16(.58) 3.50(.54) -3.012 .003

평균 3.18(.53) 3.50(.50) -3.907 .003

간병인의 역할

 1. 환자가 불편을 호소했을 때 즉시 도움을 준다. 3.26(.63) 3.52(.54) -2.204 .030

 2. 간병지식 및 기술이 보호자보다 풍부하다. 3.08(.72) 3.50(.58) -3.201 .002

 3. 병원, 의사, 간호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3.18(.69) 3.52(.50) -2.810 .006

 4.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24(66) 3.46(.54) -1.827 .071
평균 3.19(.61) 3.50(.44) -2.883 .005

간병인의 신뢰성

 1. 환자곁을 잘 지켜주므로 믿고 환자를 맡길 수 있다. 3.32(.62) 3.68(.54) -2.062 .042

 2.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을 가지고 도와준다. 3.12(.75) 3.46(.54) -2.606 .110

 3. 환자의 비 을 잘 지킨다. 3.12(.63) 3.32(.55) -1.694 .093

 4.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준다. 3.28(.61) 3.42(.61) -1.151 .253

평균 3.21(.53) 3.44(.47) -2.152 .034

간병인의 업무수행

 1. 피부관리 및 체위변경을 자주 해준다. 3.18(.60) 3.46(.54) -2.458 .016

 2. 환자의 기본일상생활(세면, 목욕, 대소변 처리, 

    옷입기 등)을 잘 도와준다.

3.26(.63) 3.60(.49) -2.993 .003

 3. 환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여 잘 도와주고 있다.

3.02(.72) 3.46(.58) -3.232 .002

평균 3.15(.61) 3.50(.48) -3.200 .002

간병료

*1. 간병료에 비해 간병내용이 불성실하다. 2.92(60) 3.14(.70) -1.686 .095

*2. 간병인을 이용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2.16(.68) 2.58(.70) -3.036 .003

평균 2.54(.53) 2.86(.60) -2.803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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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1)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연령, 결

혼상태, 가족구조, 월수입, 입원병실, 진료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3.27±.43로 여자 

3.25±.48보다 높았으며 연령은 40-49세에서 3.43±.42으로 가장 높았고 40세 미

만과 70대에서 3.16±.39으로 가장 낮았다. 

    기혼이 3.26±.41으로 미혼의 3.19±.30 보다 높았고 가족구조에서는 독신이 

3.39±.34로 가장 높았고 대가족이 3.34±.44, 핵가족 3.25±.49 순이었다. 월수입

은 가장 수입이 작은 100만원 미만에서 3.39±.40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00-300만원 미만에서 3.17±.44로 가장 낮았다. 병실은 5인실 이상이 3.26±.49

으로 가장 높았고 3-4인실 3.24±.33, 1-2인실 3.19±.37순이었다. 

    진료과에서는 한방과가 3.45±.50로 가장 높았고 신경과 3.44±.49, 외과 

3.35±.44순이었으며 정형외과에서 만족도가 3.06±.5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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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N= 10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F or t p 
성별

남자 3.27(.43) 2.440 .808

여자 3.25(.48)
연령

40세 미만 3.16(.26) 1.130 .350

40-49세 3.43(.42)

50-59세 3.13(.24)

60- 69세 3.23(.60)

70-79세 3.16(.39)

80세 이상 3.40(.45)
결혼상태

미혼 3.19(.30) 1.062 .380

기혼 3.26(.41)
가족구조

독신 3.39(.34) .661 .621

부부 3.15(.51)

핵가족 3.25(.49)

대가족 3.34(.44)

기타 3.14(.16)

월수입
100만원 미만 3.39(.40) .980 .422

100-200만원 미만 3.18(.46)

200-300만원 미만 3.17(.44)

300-400만원 미만 3.38(.64)

400만원 이상 3.26(.44)

입원병실
1-2인실 3.19(.37) .878 .480

3-4인실 3.24(.33)

5인실 이상
3.26(.49)

진료과
내과 3.28(.40) 1.121 .357

외과 3.35(.44)

정형외과 3.06(.57)

재활의학과 3.29(.83)

신경외과 3.27(.41)

신경과 3.44(.49)

한방과 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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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병인 활용현황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간병인 활용과 관련하여 입원기간, 간병인 이용기간, 간병료, 추가비용 유

무, 유급휴가 유무, 간병료 지불자, 간병인 활용 이유 등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간병인 활용현황과 관련한 만족도에서 입원기간은 1개월- 3개월 미만에서 

3.35±.52로 가장 높았고 3개월 이상이 3.33±.42, 2주-1개월 미만이 3.19±.65, 2주 미

만이 3.04±.45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간병인 이용기간도 역시 1-3개월 미만에서 

3.41±.46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3개월 이상이 3.33±.42, 2주-1개월 미만이 

3.18±.53, 2주 미만이 3.13±.43으로 입원기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간병료에서 3만원 미만군이 3.39±.42로 가장 높았고 6만원이상 3.30±.52, 5

만-6만미만이 3.14±.48 순이었다. 간병인에게 주는 간병료 외에 추가비용이 있

다가 3.23±.43, 없다가 3.27±.49로 없다고 응답한 군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477, P= .634). 간병인에게 주는 유급휴일이 

있다가 3.15±.51, 없다가 3.31±.43으로 간병인에게 유급휴일에서도 주지 않는 

군에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병료 

지불자에서 부모가 간병료를 지불하는 군에서 3.35±.28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

으며 환자나 배우자가 3.30±.47, 자녀 3.23±.24 순이었다. 

    간병인 활용이유로는 가족보다 간병인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48±.50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가족이 간병하기 너무 힘들어서가 

3.35±.57, 가족 간병시 가족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 같아서 3.30±.59, 돌봐줄 가

족이 없어서 3.22±.36, 가족의 직장생활 때문에 3.15±.4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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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간병인 활용현황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N= 10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F or t p
입원기간

2주 미만 3.04(.45) 1.820 .116

2주 - 1개월미만 3.19(.65)

1개월 -3개월 미만 3.35(.52)

3개월 이상 3.33(.42)

간병인

이용기간
2주 미만 3.13(.43) 1.221 .305

2주- 1개월 미만 3.18(.53)

1개월- 3개월미만 3.41(.46)

3개월 이상 3.33(.42)
간병료

3만원 미만 3.39(.42) 2.373 .075

5만원-6만원미만 3.14(.48)

6만원이상 3.30(.52)

추가 비용
있다 3.23(.43) -.477 .634

없다 3.27(.49)

간병인

유급휴가
있다 3.15(.51) -1.665 .099

없다 3.31(.43)

간병료

지불자
환자 및 배우자 3.30(.47) .570 .723

부모 3.35(.28)

자녀 3.23(.24)

기타 3.26(.24)

간병인

활용이유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3.22(.36) 1.263 .287

가족의 직장생활 때문에 3.15(.45)

가족이 간병하기

너무 힘들어서

3.35(.57)

가족간병시 가족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 같아서

3.30(.59)

가족보다 간병인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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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생활 수행능력정도와 만족도와의 관계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r = .269 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P=.007). 즉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표 10>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만족도와의 관계     N=100

만족도 

일상생활 수행정도 r= .269   (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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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의 간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유료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료간병인을 이용함에 있

어 간병료와 추가수당, 간병인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몇몇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간병인 제도에 대한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1.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특성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개인간

병인 이용군에서 68.0%,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70.0%로 남성보다 많아 여성

이 입원한 경우 환자를 돌볼 가족구성원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김문실 

등(1994), 주 희(199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환자의 연령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60세 이상이 88.0%, 평균연령이 

69.3세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60세 이상이 56.0%, 평균연령이 60.9세로 

다른 연령에 비해 질병 상해정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노인

을 보살필 가족구성원의 감소로 인해 노인연령층이 높게 나타난 김문실 등

(1994)의 53.5%, 주 희(1994)의 72.3%보다 노인환자가 증가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42.0%, 공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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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이용군은 44.0%를 차지해 수입원이 적어도 환자를 간병할 여유인력이 

없는 가족일 경우 부득이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주 희(1994), 전

귀숙(200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환자의 입원병실에서 5인실 이상인 경우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66.0%,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88.0%로 나타나 장기입원으로 간병인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계있다고 지적한 전귀숙(2001), 김문실 등(1994)의 

연구와 유사하나 공동간병인실이 대부분 다인실로 운 되기 때문에 공동간병

인 이용군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과 중에서 신경외과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30.0%, 공동간병인 이용

군은 36.0%로 가장 많아 신체간호의존도가 높고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신경

외과 환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는 김문실 등(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서 7문항 3점 척도로 최저 7점에서 최

고 21점으로 하여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16.52±4.84,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17.52±4.86로 두군 모두 신체간호 의존도가 높아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주 희(1994)의 자세 변경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Ⅲ군)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Ⅳ군)가 전체의 

84.2%를 차지한 결과와 비슷하다. 의사소통 정도에서도 '가능하다'는 개인간병

인 이용군은 72.0%,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44.0%로 공동간병인을 이용하고 있

는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정도가 낮으며 따라서 중증 환자가 

공동간병인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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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인 활용 현황

    환자의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이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30.0%,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44.0%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장기입원환자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 황나미 등(1998)은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특성이 만성질환의 

노인환자에서 요구가 높으며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가 45.8%라고 하 다. 

    간병인 이용기간도 3개월 이상인 경우가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28.0%, 공

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40.0%를 차지해 역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간병인

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으며 황나미 등(1998)의 연구에서도 간병인 이용기간 

평균 71일이었다고 조사되어 장기입원과 장기간병인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공동간병인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로는 두군에서 직장 때문에 돌봐 줄 가족이 없어서

가 60.0%이었고 특히 가족이 간병하기 너무 힘들고, 간병인이 가족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0.0%로 돌봄을 담당할 가족구성원의 감소,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노부모 봉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간병인을 이용하는 

이유로 간병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주 희(199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보호자가 환자를 방문한 횟수에서는 두 군에서 매일 방문이 각각 44.0%, 

42.0% 고 주 2-3회 방문이 각각 34.0%, 32.0%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간병인에게 간병을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가족은 환자를 자주 방문

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로 보호자들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본 김문실(1994)의 연구와 유사하다. 

    간병인 알선방법으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병인을 알

선하고 있어 송명순(1992)의 연구에서와 같이 간병인 알선 담당부서를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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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료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을 시사하 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

에서는 병원내 알선기관을 통하여 50.0%를 차지해 병원에서 운 하고 있는 

공동간병인 병실에 대한 홍보를 통한 알선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간병료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약간 또는 많이 부담된다

가 66.0%로 황나미(1998) 64.4%‘, 민경욱(1995)의 67.1%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

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적당하다 62.0%, 저렴하다 24.0%, 약간 또는 많이 부

담된다가 14.0%로 간병비용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병인 이용시 추가비용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46.0%가 있다고 

하여 황나미 등(1998)의 42.6%, 김문실 등(1994)의 40.0%와 비슷하 고 공동간

병인 이용군은 24.0%가 있다고 하여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절반 정도만이 추

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간병인에게 주는 유급휴일에서도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60.0%가 있다고 

하여 의료소비자의 90.4%가 간병인에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휴

가를 보내되 간병료는 평일과 다름없이 지불하고 있다고 한 민경욱(1995) 보

다는 낮지만 황나미 등(1998)의 27.4%보다는 높고 김문실 등(1994)의 54.5%와

는 비슷하 다. 빈면에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는 8.0%만이 간병인에게 주는 

유급휴일이 있다고 응답해 공동간병인 이용시 유급휴가로 인한 문제점이 감

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간병인 활용에 대한 의견에서 두 군은 현재처럼 간병인을 이용하는 

것에 각각 52.0%, 50.0% 찬성하여 민경욱(1995)의 86.2%보다는 낮았으나 비용

이 들더라도 간호사에게 간호받겠다가 각각 18.0%로 응답해 간호사보다는 간

병인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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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인을 원한다가 두 

군에서 42.0%와 36.0%가 응답해 두 군간에 비슷한 의견을 보 는데 황나미 

등(1998)의 연구에서 일정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2.3%로 간병인의 교육을 강조하 고 간병인에 대한 불만족이 

간호지식이 없어 간병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와 의견이 같음을 알 수 있

다. 송명순(1992)은 간병인 이용을 81.1% 찬성하 고 간병교육을 받은 성실한 

간병인을 원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간병인을 병원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두 군에서 각각 22.0%씩 

응답하 으며 황나미 등(1998)은 간병인을 관리하는 병원의 경우 간호부에서 

33.3%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간병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에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24시간

제 76.0%, 12시간제 18.0%로 응답하 고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24시간제 

50.0%, 12시간제 38.0%로 응답하 는데 민경욱(1995)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12

시간제와 24시간제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 간병인

의 건강과 양질의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과중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문제발생

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 고 현재 거의 대부분 1일 24시간 근무를 월 24일 

이상 해야하는 현 24시간단위 노동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황나미 등(1998)은 

주장하고 있으며 현 공동간병인 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간병인의 2부 교대

근무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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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간병활동 내용 및 간병서비스 만족도

  1) 간병인 이용 행태에 따른 간병활동 내용

    간병인은 간호업무의 역할위임자로서 기능하고 있기 보다는 별도의 서비

스 제공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환자는 그 서비스가 필요하여 간병인을 활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황나미 등(1998)은 박정호(1997)에 의해 규명된 임상간호행위를 토대로 간

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일상생활 범주내에서 단순히 시중들어 주는 행위,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행위, 간호인력이 수행

해야 하는 행위로 나누었다.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시중들어 주는 행위

인 청결을 위한 세안, 양치질, 부분목욕과 욕창예방을 위한 피부간호, 베개와 

쿠션을 이용한 안위간호, 식사돕기, 대소변 돕기, 정맥주사 부위 관찰, 환자 

이동 돕기 등은 개인간병인 이용군이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80% 이상 실

시하 고 이는 송명순(1992), 김문실(1994)의 연구에서도 비슷하 다. 

    간병인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 중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인이 수행

하여도 무방한 행위로 침상에서 환자 이동, 조기 이동, 심호흡, 가능한 범위내

에서 운동하도록 돕는 것 등으로 ‘침대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운동을 

시키거나 도와준다’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준다’는 개인간병이 이용군

과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각각 68.0%, 76.0%씩 수행하 다고 응답하 고 김인

홍(1992)은 77.6%와 61.2%, 김문실 등(1994)은 각각 79.1%씩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거의 비슷하 다. 

    간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환자의 음식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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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병인 이용군이 44.0%,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68.0% 수행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X²=5.842, P=.026) 김인홍(1992)의 45.9%, 김문실

(1994)의 59.4%와 개인간병인 이용군과는 비슷하 다. ’환자가 숨을 잘 쉬도록 

코나 입으로 가래를 제거한다‘에서도 개인간병인 이용군이 38.0%, 공동간병인 

이용군이 58.0%로 김인홍(1992)의 37.8%, 김문실(1994)의 36.6%보다 공동간병

인 이용군에서 더 많이 수행하 고 ’튜브로 약물 또는 음식을 주입한다’도 같

은 양상을 보이는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이는 공동간병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가 더 심해서 수행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체중 및 신장, 배둘레를 측정한다’ ‘체온, 맥박, 혈압을 측정한다’  등은 

두 군이 10% 정도로 비슷하 고 김인홍(1992)은 14.3%를 나타내고 있어 비슷

하 다. 따라서 전문적인 간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행위에 대해서도 간

병인이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도 간호사 역할의 일부를 그들의 역할이라고 인

식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인홍(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또한 

의료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비구강내 흡입‘ ’기관내 흡입’ ‘위장관을 통한 

음식주입’을 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사 역할의 일부를 수

행하고 있어 의료사고 및 감염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간병인 

행위에 대한 관리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간병인의 활동범위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서비스 만족도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병

인의 태도, 역할, 신뢰성, 업무수행 정도, 간병료 5개 역으로 나누어 1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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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척도로 최저 17점에서 최고 68점으로 측정하 다.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전체 총점은 52.88±11.08이었고 공동간병인 이용군

은 58.14±9.64으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 다(t=-3.391, P=.001). 

    또한 각 역별 만족도에서도 간병인의 태도, 역할, 신뢰성, 업무수행정

도, 간병료 5개 역 모두에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

용군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간병인 이용군에서 간병인의 신뢰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귀숙(2001)이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만족도

에서도 간병인의 신뢰성이 5점 만점 3.94로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나 공동간

병인 이용군의 간병인의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공동간병으로 인

한 개인 비 유지가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동간병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나타난 것은 

병원이 개입하여 공동간병인 병실을 운 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태도 및 간병

활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간병인 스스로도 개인에 속하기 

보다는 단체에 속한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간병인의 2부 교대근무

로 개인간병인과 같이 숙식 등 개인생활 유지로 인하여 손실되는 시간이 없

이 근무시간을 충분히 간병에만 활용하는 점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만족감

을 높 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공동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개인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 개인간병인과 비교하여 간병비용과 기타 추가

수당, 공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공동간병인실이 일부 병실에만 제한되어 운 되기 때문에 원하

는 사람이 모두 이용하기 어렵고 일 병원에서는 환자 1인당 1개월까지만 공

동간병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도 하 다. 따라서 개인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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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공동간병인을 원할 경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

며 장기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의료

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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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간병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내 4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개인간병인 혹은 공동간병인을 이용하고 있

는 의료소비자(환자 및 보호자)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130명을 편의추출 

하여 최종 100부(개인간병인 이용군 : 50부, 공동간병인 이용군: 5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 다.

    연구기간은 2004년 4월 7일 부터 4월 27일 까지 21일간이었으며 만족

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전귀숙(2001)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 x² 검정, t-test, ANOVA와 상관관계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을 제외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60세 

이상이 88.0%, 평균연령이 69.3세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60세 이상이 

56.0%, 평균연령이 60.9세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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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8). 두 군 모두에서 결혼상태는 기혼이,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가장 많

았고 입원한 병실은 5인실 이상 다인실이, 진료과는 신경외과가 가장 많았

다.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7.52±4.86으로 개인간병인 

이용군의 16.52±4.84보다 높아 신체의존도가 높았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의사소통 정도는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더 낮아 공

동간병인 이용군이 신체의존도가 높고 의식정도가 낮은 중증환자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환자의 입원기간과 간병인 이용기간이 유의하게 길

었고 간병료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은 모두 5만원 이상이었으나 공동간병

인 이용군은 88.0%가 3만원 미만이었다. 간병료 외 추가비용에서 개인간병

인 이용군은 46.0%가 지불하고 있는 반면 공동간병인은 24.0%가 지불하

고 유급휴일에 있어서도 개인 간병인 이용군은 60.0% 지급한다고 응답하

으나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8.0%만이 지급한다고 응답하여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3. 간병인 활동내용에서 간병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한 일상생활 범주내에서 단

순히 시중들어 주는 행위 및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해야 하는 행위

의 빈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간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업

무 역시 공동간병인 이용군에서 일부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의료소비자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총점에서 개인간병인 이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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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2.88±11.08, 공동간병인 이용군은 58.14±9.64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군 만족도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391, p=.001). 역별로는 간병인의 

태도, 간병인의 역할, 간병인의 신뢰성, 간병인의 업무수행 정도, 간병

료 5개 역 모두에서 공동간병인 이용군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 이용

군의 만족도보다 높았으며 이는 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5. 의료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r=.269, p=.007)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그외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활용현황과 

만족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공동간

병인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의 만족도가 개인간병인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

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아 단지 비용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동간병인 이용에 만족하고 있음을 파악하 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의 지

불보상체계나 병원의 재정구조상 환자 및 보호자의 간호요구를 충분히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소비자의 심

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인간호의 확립을 위한 간호보조 인력의 필요성

은 인정된다. 이에 현행 간병인제도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개

발 운 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정확한 역할 규명을 통하여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양질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준

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의료소비자가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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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

대되기를 기대한다.  

2. 제언 

1) 간병인의 이용행태에 따른 병원과 간호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간병인에 대한 관리와 역할정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다양한 간병인 이용 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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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의 간병이 어려운 이때 환자간병을 

    위해 유료간병인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께 간병인이용에 대한 의견과

    간병인 이용 간병서비스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의견은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 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04년 4월

                                    연 락 처 : 02-2260-7392

                                              011-9938-7431

                                              jko59@hanmail.net

                                    연 구 자 : 정 경 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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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잘 읽으신 후 해당번호에 ∨ 표 해주시고        란과 기타란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은? 

  1) 환자                       2) 가족(환자와의 관계:             )

2. 귀하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간병인의 형태는?

  1) 개인고용 간병인             2) 공동간병인        

  3) 기타 :                            

3. 귀하께서는 이전에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있다면 -  □ 1회          □ 2회             □ 3회이상

          만족여부-  □ 만족했다     □ 불만족했다      □ 보통이다 )

  2) 없다

4. 환자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5. 환자의 연령은?  (만             세)   

  

6. 환자의 결혼 상태는?

  1) 미혼      2) 기혼       3) 이혼      4)사별        5) 기타 

7. 환자의 가족구조는?

  1) 독신                 2) 부부          3) 핵가족(부모+자녀) 

  4) 대가족(조부모+부모+자녀)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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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 가정의 월수입은?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200만원미만    3) 200만원-300만원미만

  4) 300만원-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9. 현재 환자께서 입원하신 병실의 종류는?

  1) 특실       2) 1-2인실        3) 3-4인실        4) 5인실 이상

10. 현재 환자께서 입원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1주일 미만        2) 1주일-2주일미만     3) 2주일-한달미만

  4) 한달-두달 미만    5) 두달-석달미만       6) 석달 이상

11.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을 이용한 기간은? 

  1) 1주일 미만         2) 1주일-2주일미만     3) 2주일-한달미만

  4) 한달-두달 미만     5) 두달-석달미만       6) 석달 이상

12. 간병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1) 환자본인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친척               6) 기타   

13. 보호자는 얼마나 자주 환자를 방문합니까?

  1) 매일              2) 2-3회/주             3) 주 1회   

  4) 2주 1회           5) 기타 :                          

14. 현재 환자께서 입원하고 있는 진료과와 진단명은?

  1) 내과       2) 외과       3) 정형외과     4) 재활의학과

  5) 신경외과   6) 신경과     7) 한방과       8) 기타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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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자분과의 의사소통 및 대화는 가능합니까?

  1) 가능하다.                        2)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3) 거의 불가능하다                 4) 불가능하다.

16. 간병인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1) 돌봐 줄 가족이 없어서

  2) 가족의 직장생활로 병원에 와 있을 수가 없어서

  3) 가족이 간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4) 가족이 간병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가족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 같아서

  5) 간병인이 가족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6) 기타 :                                          

17. 간병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1) 담당 간호사나 수간호사가 알선기관을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서

  2) 병원내 있는 알선기관을 통해서 

  3) 간병인 단체 메모지를 보고 보호자가 직접 알선기관을 통해서 

  4) 주위 환자들이 채용하고 있는 간병인을 통해서 

  5)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추천으로

18. 현재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하루(24시간) 간병비는?

                         원 

   

19. 정해진 간병료 외에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 있다 :                  원/월

     (있다면 해당사항에 있는대로 표시해주세요-  □식대   □휴일간병수당 

     □ 감사표시         □ 교통비           □ 기타 :                  )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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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병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저렴하다     2) 적당하다    3) 약간 부담된다    4) 많이 부담된다

21. 간병인에게 주는 휴일이 있습니까?

  1) 있다(       일/     주,   □ 유급    □ 무급)     2) 없다

22. 간병인에게 휴일을 준다면 간병인 휴일에는 누가 환자를 간병합니까?

  1) 보호자             2) 다른 간병인     3) 기타:                

23. 귀하께서는 간병인이 어떤 근무형태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24시간제          2) 12시간제           3) 기타 :                  

24. 간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투철한 봉사정신            2) 간병경험이 많은 사람

  3) 전문적인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4) 기타:                                

25. 간병인 활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다수선택가능)

  1) 간병료가 좀더 인하되었으면 좋겠다.

  2) 환자에게 좀 더 성의를 갖고 대하기를 바란다.

  3) 병원에서 간병인을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4) 경제적인 부담만 없다면 간병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5) 병원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한 간호사를 확보하여 간호사에게 좋은

     간호를 받고 싶다.

  6)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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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일상생활 수행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한다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1  옷입기 

2  개인위생(세수, 양치질 등)

3  목욕하기 

4  식사하기

5  이동하기

6  화장실 사용

7  대소변 조절

※ 간병인이 환자에게 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환자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 양치질, 침상목욕을 시킨다. 

□ 2) 환자의 피부를 닦아주고 문질러주며 습기가 없도록 한다.

□ 3) 베개와 쿠션을 이용해 환자를 편안히 해준다.

□ 4) 환자가 식사를 잘하도록 준비해주고 도와준다.

□ 5) 침대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운동을 시키거나 도와준다.

□ 6) 대소변시 돕거나 변기를 세척한다.

□ 7) 대변이 잘 나오도록 물을 많이 먹게 하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채소를

      먹게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대변을 보도록 하는 등의 시행을 한다.

□ 8) 가습기를 청소하고 틀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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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환자의 말벗이 되어 준다.

□10)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준다.

□11) 환자의 체중, 신장, 배둘레를 측정한다.

□12) 환자의 음식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13) 환자가 혈관주사를 맞는 경우 주사약이 잘 들어가는지 주사부위가 붓지 않는지 

등을 살펴본다.

□14) 의사가 회진할 때 환자의 상태나 변화 등을 의사에게 알린다.

□15) 약을 먹여 주고 약이 제 시간에 잘 투여 되었는지 확인한다.

□16) 환자에게 요구되는 검사물을 위해 가래나 소변, 대변 등을 받아 준비한다.

□17) 튜브(콧줄)로 음식 또는 약물을 체내로 주입한다.

□18) 환자의 체온, 맥박, 혈압을 측정한다.

□19) 혈관주사약이 다 들어간 경우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20) 환자가 숨을 잘 쉬도록 코나 입으로 가래를 제거하거나 목을 절개한 경우 목으

로 가래를 제거한다.

□21) 검사나 외래 치료시 환자의 이동을 돕는다.

□22) 기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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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입원기간 간병하 던 간병인에 대한 물음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간 병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간병인의 의상 및 차림새가 단정하다.

2  규정된 가운을 항상 착용한다.

3  간병인의 시간준수가 정확하다.

4  침상주위를 수시로 정리 정돈한다.

5  환자가 불편을 호소했을 때 즉시 도움을 준다.

6  간병지식 및 기술이 보호자보다 풍부하다.

7  병원, 의사, 간호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8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환자곁을 잘 지켜주므로 믿고 환자를 맡길 수 있다.

10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을 가지고 도와준다.

11  환자의 비 을 잘 지킨다.

12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준다.

13  피부관리 및 체위변경을 자주 해준다.

14
 환자의 기본일상생활(세면, 목욕, 대소변 처리, 

 옷입기 등)을 잘 도와준다.

15
 환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여

 잘 도와주고 있다.

16  간병료에 비해 간병내용이 불성실하다.

17  간병인을 이용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봉투에 넣어 봉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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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  satisfaction  with  paid caregiving  in  general 

hospitals  according  to  type  of  paid  caregiver" 

Chung,  Kyung OK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Tae  Wha )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have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and social advances for women. So the demand for 

paid caregivers has increased.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system including service charges, additional costs for paid holidays, 

insincerity, increased chances of hospital infection and lack of proper 

maintenance of the treatment environment. While patients hire their own 

caregivers privately, some hospitals have a public caregiver system, and 

patients in these hospitals can use caregivers at lower c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sent use of caregiver 

services, to  evaluat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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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caregiver service, private or public, and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plan which will provide good quality service with less 

economic and psychological burden to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30 patients in 4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their families. Data were collected during April, 2004, using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the patient satisfaction scale developed by Jun 

(2001).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X² analysi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SPSS computer program was used  to facilitat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ore female patients used both private and public caregiver services. In the 

private caregiver group, 88.0% of the patients were over 60 (mean=69.3),  

compared to the public caregiver group, in which only 56.0% were over 

60(mean=60.9).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marital status, family system, medical specialty or 

room to which the patient was admitted. Most patients were married, 

members of nuclear families, neurosurgery department patients and shared 

a room with 5 or more other patients. Although scores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public caregiver group were higher (17.52±4.86) than 

the private caregiver group(16.52±4.84),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e communication scores for the  public caregiver group wer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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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ng that long term hospitalization of severely ill patients who are 

more dependent and more confused or comatose(lower mental function) 

used public caregiver service more frequently than private caregiver 

service.

2. The duration of use of public caregivers was longer, but the service charge 

was lower as 88.0% paid under ￦30,000/day. However, all patients in the 

private caregiver service group payed more than ￦50,000/day, and 46.0% 

of those in the private caregiver group payed additional costs, but only 

24.0% of those in the public caregiver group paid additional costs. 60.0% of 

the private caregiver group paid for holidays, but only 8.0% of the public 

caregiver paid for holidays. 

3. The total score for satisfaction was high for both groups. For the private 

caregiver group it was 52.88±11.08, and for the public caregiver group, 

58.14±9.64.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t=-3.391, p=.001). In all of areas, 

the scores for satisfaction of the public caregiver service group were higher 

than private caregiver service group, ie. caregivers' attitude, role, 

confidence, performance,  and service charge, and all the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4.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Activities Daily Living and satisfaction 

(r=.269, p=.007). When Activities Daily Living were low, satisfac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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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for any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long-term hospitalization of older patients 

with high dependence resulted in more caregiver service. There were more 

severe patients in the public caregiver group, but the service charges, 

additional costs and paid holidays were less. Based on these result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ere significantly more satisfied with public caregiver 

service because it was not only less expensive but also had a high quality of 

service. Thus, caregiver services should be systemized so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ll get the best quality caregiv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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