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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진행된 임상전문간호사 과정의 대학원을 다니면서,불
투명한 미래에 대해 고민했었고,강도 높은 실습과 강의의 연속으로 지쳤었으며
전례가 없음으로,새로운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되돌아
보면,결코 쉽지 않은 지난 2년 6개월이었고,제 인생에 큰 도전이었습니다.그러
나 지난 2년 6개월이 후회로 남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희망
과,함께 할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힘든 여정을 함께 거쳐 온,가
족처럼 소중한 노인 식구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늘 따뜻
하게 웃어주시던 전병숙 선생님,노인 식구들 챙기느라 늘 노심초사 하셨던 윤예
섭 선생님,떨리는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던 혜경언니,호탕하게 크게 웃던
미향언니,검정색 배낭에 청바지 차림이 잊혀지지 않을 현주언니,참한 새색시가
된 경화언니,이쁜 지영이까지 모두들 감사하고..사랑합니다.
부족한 논문이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수고한다며,질타보다는 따뜻하게 조

언해 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이정렬 학장님께 마음깊이 감사합니다.세심한 부
분까지 꼼꼼히 짚어주시면서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주신 김희순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바쁘신 시간중에도 먼 길 와주시고,논문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해주
신 조소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에 선뜻 패널을 수락해 주신 구미옥 교수님,이경자 교수님,이태

화 교수님,김주희 교수님,김남초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바쁘신 시
간중에도 기꺼이 논문에 도움을 주신 신혜선 선생님,민경숙 선생님,송종례 선
생님,김윤옥 선생님,손지영 선생님,조희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논문 진행
이 어려울때마다 이것저것 물어서 귀찮았을 텐데,늘 반가이 맞아주신 장윤경 선
생님께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느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을 텐데,싫은 내색 않고 옆에서 격려

해준 세브란스 병원 119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과 심소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때마다 투정부려도 묵묵히 감싸주고 힘을 준 평생지기 강호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딸 자랑스러워하시며,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주신 아버지

와 마음으로부터 푸근히 안아주시고 몸 축난다고 보약 해주신 어머니,그리고 세
상에 다시없는 보석 같은 내 동생,상호와 미선이에게 제가 가질 수 있는 영광
모두를 드립니다.

2005년 6월 이미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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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에에에서서서의의의 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사사사 역역역할할할기기기대대대

우리나라는 2000년 노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이미 노령화사회에 진
입하였으며,2019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노령사회에 도달할 것으
로 예측된다.특히,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후기노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장
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생활 장애를 지닌 노
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할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호를 도입할 예정이다.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사
례를 보면,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과 관련해 재가 보호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보호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왔다.영국을 비롯한 서구
의 선진국들의 사례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이 있는 곳에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보호형태가 본인의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노인들에게도 부합되며,사회 통합적 사회정책지향과도 부합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에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효'사상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적인 사회적 접근
에 장애가 큰 실정으로 장기요양보호의 도입초기에 있어 재가보호형태의 접근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노인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건강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현재 건강문

제가 없더라도 잠재적인 건강위험이 높고,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가 노인이라 할지라도 건강서비스의 요구가 많다.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호의 도입시점에 앞서,지역사회에서의 일차적인 보건의료의 관리자로서
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노인전문간호사
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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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 전문 간호사제도는 현재 도입 초기에 있어,이들에게 어떠한
업무가 부여될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 노인전문간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
착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철저
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그 중,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상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는 지역사회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규명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에게 장차 활동을 시작할 노인전
문간호사가 지역사회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를 알아
보고,기대되어지는 역할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고자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본 연구의 대상자는 석사이상의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노인전문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며,지역사회에서의 실무 또는 실습
의 경험이 있는 자로 교수와 지역사회 실무가,노인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
다.설문은 이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일차설문은 개방형 델파이 설문으로,2005
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문가 17인에게 이루어 졌으며 이차설문은 일차
설문의 내용을 Clark(1999)의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에 근거하여 대상자 중심역
할,전달체계 중심역할,인구중심 역할로 분류한 총 125항목을 4점 Likert척도로
측정토록 한 것으로 일차설문과 동일한 대상자 17인에게 제공되었으나 3인이 탈
락하여 14인에게 2005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졌다.지역사회에서의 노
인전문간호사 역할기대는 각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응답빈도를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역할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VI(Index of
ContentValidity)를 산출하였으며 0.8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서 일차설문으로부터 나
열된 역할 항목은 총 230건이며,이 중 대상자 중심 역할에 대한 항목이 131건
(56.96%),전달체계 중심역할에 대한 항목이 33건(14.35%),인구중심 역할에 대
한 항목이 66건(28.70%)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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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이차설문은 일차설문의 내용 중
중복된 항목을 제외한 12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역할은 112문항이다.대상자 중심역할은 간호제공자의 역할23항목,교육자의 역
할 11항목,상담자의 역할 6항목,자원연계자의 역할 4항목,역할모델의 역할 1항
목,옹호자의 역할 9항목,일차의료제공자의 역할 8항목,사례관리자의 역할 9항
목이 제시되어졌다.이중 CVI0.8이하로 탈락된 12항목을 제외하면 59개의 역
할항목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전달체계 중심역할은 조정자의 역할 8항
목,협력자의 역할 5항목,연계자의 역할 9항목이 제시되어 졌으며 이 중 1항목
을 제외한 21개의 역할항목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인구중심역할은 사례발
견자의 역할 4항목,지도자의 역할 6항목,변화촉진자의 역할 5항목,지역사회 건
강관리자의 역할 6항목,연구자의 역할 11항목으로 32항목의 모든 역할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역할들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의 실무영
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로 기대되어지는 역할들 중 일부는 개인
적인 차원으로서의 실행이 불가능하지만 지역사회내에서의 역할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역할로서,이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지역사회내에서 노인보건의료
체계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과 실무에서의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 되는 말 :노인전문간호사,역할,지역사회,델파이기법



- 1 -

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여,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섬으로써 이미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져 2019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노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후기노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장기적인 요양보
호가 필요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생활 장애를 지닌 노인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는 외출 장애를,약 32%는 가정 내에서의 일상
생활수행에 지장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하며,75세 이상 후기노령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2%,41%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eg은(1995)현대사회의 노인이 생활환경의 변화,직업의 상실,수입의 감소,
지위의 상실,친구와 친척의 상실,정체감의 상실 등과 함께 신체적 능력의 쇠퇴
를 체험하게 되며,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긴장을 초래케 하며
마침내는 적응성의 붕괴나 질병으로 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가족관이 해체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노부모,치매 노부모 등에 대한 가족수발문제로 인해 수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가족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으며,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 내 간병.부양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
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노인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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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준비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노인 장기요
양보호 정책과 관련해 재가 보호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보호중심
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그 결과,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선진국들의 사례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이
있는 곳에서 (aging in place)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보호형태가
본인의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노인들에게도 부합
되며,사회 통합적 사회정책지향과도 부합되고,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에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사상
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또
한,요양시설 이용을 하고 싶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
을 느끼며,체면유지를 위해 주위시선을 의식하는 등 노인부양에 있어 이중 갈등
적인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양선희,2003)
이로 인하여 시설보호적인 사회적 접근에 장애가 큰 실정으로,장기요양보호의
도입초기에 있어 재가보호형태의 접근이 더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노인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건강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현재 건강문제
가 없더라도 잠재적인 건강위험이 높고,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
문에 재가 노인이라 할지라도 건강서비스의 요구가 많다.때문에 급성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시설인 요양원과 양로
원,그리고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노인복지센터,
주간 보호소 등의 장소에서 모두 간호사의 역할이 기대된다(송미순,200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각 기관마다 체계화된 의료 서비스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인 복지 정책은 노인복지행정체계가 다원화되어 있
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노인복지서비스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동일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며,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지역거점이 결여되어있고,노인복지서비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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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불충분한
문제점을 가진다.이로 인해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조정
해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단편성,비연속성,
중복성,비접근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오승진,2001).
이러한 현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호의 도입시점에 앞서,지역사회에서의 일차적인
보건의료의 관리자로서 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전
문인으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문간호사 과정은 “2-3년의 임상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사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 간호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전문가 집단의 인준을 받고 전문 간호 분야의 숙련가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
호사”로 2003년 8월에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
의 전문간호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설허가를 받아 총 10개 분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확대되었다(장현숙,유선주,황지인,진영란 2004).
ANA(america nursesassociation)은 노인간호의 업무규준을 노인간호서비스의
조직화,이론의 적용,자료의 수집,간호진단,care의 계획과 지속적 수행,중재와
평가,타 분야와의 제휴,연구,윤리적 의사결정,전문직 발전에 기여로 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노인 전문 간호사제도는 현재 도입 초기에 있어,이들에게 어떠한 업
무가 부여될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
노인전문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현장은 병원의 외래와 병동에서 급.만
성기 관리를 하는 AcuteCareSetting,만성질환 및 장애를 가진 노인이 거주하
는 장기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지역사회의 주간보호시설,가정방문간호사업,노
인복지센터,그리고 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y등과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전문간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노인전문간
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이경자,2004).
그 중,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는 지역
사회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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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호의 도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지역사
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전문 간호사에 대한 역할기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가 행하도록 기대
되어지는 역할을 규명한다.

나.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의 내용타당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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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가.노인전문간호사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급성 혹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의학적.심리사회적.
그리고 기능적 요구를 관리하도록 대학원 과정에서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송미순,2003)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상
전문 간호사의 석사과정을 인가한 교육기관에서,인증된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치
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6년 국가고시에서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획득하
게 될 장래 배출될 노인 간호 전문 인력을 말한다.

나.지역사회
노인이 간호를 받는 장소에 따라 가정간호(homecare),지역사회 간호
(communitycare),시설간호(institutionalcare)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설을 제외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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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에서 전문 간호사제도의 도입은 1973년 의료법에 의해 보건,마취,정신
간호 분야의 분야별 간호사 조항이 신설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그 이후 1990년
업무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가 추가되고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전
문 간호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장현숙,유선주,황지인,진영란,2004).그러나
2000년 이후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첨단화된 의료 환경과 이에 따른 전문화,노령화
와 질병유형의 변화에 따른 중증환자의 증가,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소비자 요구의 증가,그리고 의료 인력의 변화로 전문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간호계는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간호
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문 간호사 분야의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제기
하였다.그 결과 2003년 8월에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6
개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설허가를 받아 총 10개 분야로 전문
간호사 제도가 확대되었다(장현숙,유선주,황지인,진영란 2004).
2004년 전국의 21개 대학에서 전문 간호사 과정을 인가받아 교육을 시행하고 있
으며,그 중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의 개설을 인가받은 교육기관은 7곳으로 2006년
총 배출예상 인원은 65인이다.이는 신성례,오복자에 의한 2003년 노인복지시설과
일반병원중심의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에 비해 터무니없
이 적은 숫자이다.노인복지시설과 일반병원중심의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연구
에 의하면,2011년 노인전문간호사 수요는 노인복지시설 1777명,일반병원 561~835
명으로 노인전문간호사 총 수요는 2338~2612명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로 이동해가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노인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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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2007년 장기요양보호의 질적
임무완수를 위해서도 노인전문 간호사의 수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노인 전문 간호 인력의 수급에 앞서,그들의 장래 활동 영역이 될 Acute
CareSetting,장기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지역사회의 주간보호시설,가정방문
간호사업,노인복지센터,그리고Continuing CareRetirementCommunity등과 같
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각 영역에 대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
의와 철저한 준비가 전제 되어야 한다(이경자외,2004).
미국의 경우 간호교육연맹이 간호학교의 표준을 확립하고 이에 준한 경기를

실시하는 동안 1953년에 NursePractitioner,ClinicalNurseSpecialist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전문간호사가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체
계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며 임상에서 고위험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ClinicalNurseSpecialist와 NursePractitioner의 수는 의료계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김혜숙,1996).
1954년 출범된 ClinicalNurseSpecialist(CNS)는 석사과정을 이수한 탁월한 능
력이 있는 경력간호사를 행정으로 전환하지 말고 복잡하면서도 탁월한 임상기술
을 요하는 입원환자의 침상 곁에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또한 Nurse
Practitione(NP)는 콜로라도 대학에 소아과 NursePractitioner과정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시골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사의 부재가 탄생의 계기가 되었
다(김소선,2003).현재 미국에서는 CNS와 NP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
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NP대표자 그룹과 CNS대표자 그룹이 Councilof
Nurses in Advanced Practice를 결성하여 2010년까지 Advanced Practice
Nurse(APN)으로 통합하자는 안에 잠정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소선,
2003).
미국에서의 전문간호사제도는 간호직의 발전과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
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급성의료기간외의 모든 간호부서에 있는 간호사를
일차건강관리요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문간호사들은 클리닉,간호요양원,전문
병원 등에서 일하고 있다(Lee,1999).
미국 간호사협회의 추계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일반의가 수행하던 일차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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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방관리업무의 약 60~80%를 전문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Pickwell,
1997),Buerhaus& Staiger(1997)는 전문간호사는 진료한 환자의 수와 관계없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진료시간으로 제공
함으로서 의료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전문간호사들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는 수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
진다.
미국에서의 노인간호는 1904년 노인간호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이 American

JournalofNursing에 발표되면서 전문화로의 진보를 시작했다.그리하여 1973년
미국 간호사협회(ANA)는 처음으로 노인 간호의 표준을 정하였고,1976년과
1987년에 이것은 노인학 간호 업무 표준으로 재정의 되었다.1994년 ANA는 "노
인 건강과 기능적인 상태를 사정하고 계획하고,적절한 간호와 다른 보건 서비
스,간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노인학 간호 업무 영역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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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노인간호의 전문화>

TOWARD HEALTHY AGING/노인간호학/개정5판/옮김 이경자 외/2002/p.93

1904 노인간호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이 AmericanJournalofNursing에 발표됨
1925 AJN이 간호에 있어서의 가능한 전문성으로서 노인간호를 고려함
1950 Newton과 Anderson은 처음으로 노인간호 교과서를 발간함
1962 ANA가 국내 노인간호 그룹을 조직함
1966 ANA가 노인간호 부서를 만듦
1970 DorothyMoses가 의장이고,LoisKnowles와 MaryShaunnessey가 포함된 노인

간호 위원회를 위한 업무 표준을 설립함
1973 ANA은 노인간호를 위한 업무에 대한 표준을 정의함
1974 노인간호 업무의 자격이 LaurieGunter와 VirginiaStone에 의해 진행되어 ANA

를 통해 제공됨
1975 JournalofGerontologicalNursing이 첫 편집자인 Slack와 E움 Stoned에 의해 발

행됨

1976

ANA는 노인 부서를 “Gerontological"로 재명명함.ANA는 BarbaraAllen
Davis에 의해 구성된 노인학 간호 업무를 위한 표준을 발행함.ANA는 노인간호
practioner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함.NursingandtheAged가 Bunside에 의해
편집되고 McGraw-Hill에 의해 발간됨

1977 첫 노인학 간호 track이 간호 부서에 의해 예산 편성되고,Sr.RoseThereseBahr
atUniversityofKensasSchoolofNursing에 의해 설립됨

1979
GunterandEstes에 의해 쓰여지고,간호 교육의 모든 수준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제안됨.ANA CounsilofLongTerm CareNursing이 설립되고,EllaKick가 의
장이 됨

1980 GeriatricNursing이 처음으로 편집자 CynthiaKelly에 의해 AJN에서 발행됨
1981 ANA 노인학 간호부문이 업무영역을 고려한 진술을 발행함
1983 Florence Cellar Gerontological Nursing Chair가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처음으로 설립됨
1984 NationalGerontologicalNursingAssociation이 설립됨.노인학 간호 업무부서가

노인학 간호 Council이 됨
1986 ANA 임상 업무에서 노인학 간호사의 개관을 발간함
1987 ANA 는 노인학 간호업무의 영역과 표준을 개정해서 발행함
1989 ANA는 노인학 임상 간호사 전문가에게 자격을 줌
1990 ANA 는 노인학 간호의 Council내에서 장기간호 부서를 설립함
1992 ANA 는 전생에 접근을 포함하는 장기간호를 재 정의함
1993 국립 간호 연구기관이 분리되어 설립됨
1994 ANA는 노인학 간호 실무의 표준과 영역을 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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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에 있어 ANA 자격은 전문적인 능력의 증거이며,노인 간호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깊이 관여함을 건강보건 행정가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이다(Gaines,
1994).1989년 10월 노인학 임상전문가 자격증을 위한 첫 ANA 시험이 주어졌고
이것은 이 전문화된 업무 영역의 인식에 대한 큰 발걸음 이었다.현재 13,381명
의 노인병 일반간호사들이 있으며 이 중 2,655명의 노인간호 Practitioner와 816
명의 노인 임상간호 전문가(Gropper,199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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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기기기능능능

미국의 대학원 간호 교육프로그램은 노인 간호 전문가,지역사회 건강 간호사,
노인 간호사 임상 전문가,급성과 장기 간호를 위한 노인사례 관리자,급성과 장
기 간호에 있어서 간호 행정가,노인학 교수와 교수역할 개발,노인 정신 임상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준비한다.
미국의 간호협회(ANA)에서 제시한 노인전문간호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노인전문간호사는 다양한 기관의 노인에게 1차 건강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가이
다.진보된 역할 내에서,그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건강 전문직인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실무를 수행한다.노인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옹호자의 역할을 하
며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을 최대화시키고,건강을 유지,증진시키며,장애를 예방
하거나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
는다.노인전문간호사는 전문실무,사례 관리.교육,의뢰,연구,행정에 관계한
다”
ANA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의 업무규준을 노인간호서비스의 조직화,이론의 적
용,자료의 수집,간호진단,care의 계획과 지속적 수행,중재와 평가,타 분야와의
제휴,연구,윤리적 의사결정,전문직 발전에 기여로 규정하고 있다.(부록:표2)
전문 간호사제도의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해 온 대한 간호협회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전문 간호 분야에서 전문가적 간호 실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간호대상
자 및 의료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하여 연구자 및 지도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임상간호사회는 임상실무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
라 간호 대상자와 가족,동료간호사 및 의료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자,자문인,연구
자 및 행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문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문간호사의 공통된 5가지 역할은 간호제공자,교육자,연구자,상담가,변화촉진
자이다(김혜숙,1994:김소선,1995:변영순 외 2인,1995).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명확히 정립된 노인전문간호사의 기능과 업무규범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현재 정비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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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에에에서서서의의의 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

지역사회 간호는 일반적으로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를 말한다.
VriginiaHenderson(1961)은 "간호는 건강한 개인이나 건강하지 않은 개인이 건
강을 회복,유지,나아가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돕는
것이다.이 활동은 모든 간호 대상자가 능력,의지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간호 대상자가 이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간호사의 고유기능"이라고 하였
다.Handerson의 정의는 광범위한 건강관리 상황에서 간호 대상을 개인 단위로
생각할 때 거의 완벽한 간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간호의 주요관리 업무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질병관리 및 간호로 건강문제관리의 목적은 질환 및 장애를 경감하여 대상
자가 안정된 상태로 이양하여 질환의 증상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질병 및 상해 예방으로 예방의 목적은 알려져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확인하
고 경감시켜서 질환,질병 및 상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
셋째,건강증진으로 건강증진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종교적
그리고 기능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김모임,1999).
캐나다 공중보건협회(CPHA,1990)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자문가,교육
자,지역사회 개발자,촉진자,대변자,사회마켓 경영자,정책 형성자 등 7가지 영
역으로 분류하였으며 Freeman&Heinrich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학교,사교모임
그리고 거리 한 모퉁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조직에서 고 위험군에 속하는 간
호대상을 발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다른 분야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조정하
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Clark(1999)에 의하면 지역사
회 간호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지향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중
심,전달체계 중심,인구 중심의 역할로 구분된다.대상자 중심의 역할은 대상자
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지역주민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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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동료나 기타 전문가,혹은 관련 학문의 실습생 등이 포함되기도 한
다.전달체계 중심의 역할은 의료제공시스템의 작동을 향상시켜 대상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역할을 의미한다.지역사회 간호사의 대상자 중
심 및 전달체계 중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자의 간호에 관련되어 있
다.때로 이러한 역할은 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간호로 확장 될수도 있으며,이처
럼 지역사회간호사는 주민 전체의 건강에 관심을 두며 인구 중심의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한다.

<표 2.CommunityHealthNurse'sRole>
                                                                                               

                                                                                   Clark, 1999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RoleRoleRoleRole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RoleRoleRoleRole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RoleRoleRoleRole

Caregiver Coordinator Case finder

Educator Collaborator Leader

Counselor Liaison Change agent

Referral resource Community care agent

Role model Researcher

Advocate

Primary care provider

Cas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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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구성원 중 노인의 경우 간호적 요구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월
등히 높다.조유향(1994)의 연구에 의하면,일 지역 노인 인구의 경우 지병상태
에 있는 노인비율이 52.4%였고 9.0%가 신체장애가 있었으며 몸의 부자유함을
호소한 노인이 34.1%로 나타남과 더불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50.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간호요구대상 노인이 94.3%를
차지하여 거의 대부분의 노인에서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관련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가족과 사회전반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개인적 차원으로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와 더불어 발
생하게 되는 수발자와의 갈등,경제적 어려움,여가생활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그리고 길어진 여생에 따른 삶의 질 문제와 배우자 상실에 따른
고립과 소외감의 문제도 간과되어질 수 없다.
가족적 차원으로는 수발자의 소진과 경제적 부담,동거에 대한 갈등,동거할 경
우 주거공간의 부족이나 가족역할의 재조정 문제 등이 따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공적 연금 보험료의 부담 증가,빈곤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비
용의 증가,의료비용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의료보험료 증가 및 조세부담의 증가
등이 유발되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최성재,2004).
199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노인건강관리가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되면서 노

인건강관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주요업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김모임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주요사
업으로 가정간호사업,노인건강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노령화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초고속으로 진행됨에 따
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사회내의 노인관련 문제들의 심각성도 더 증가할 것
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적인 노인문제 접근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노령화 문제는 개인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사항이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세로 볼 때 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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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시급하다 하겠으며,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안의 모색에 대하여 각
전문 영역에서의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최성재(1999)는 장기요양보호는 노인의 건강상태나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
보호서비스에서 시설보호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개발해 노인
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가장 마지막의 보호서비스 유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절
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반영해 우선은 노인대상의 재
가.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보다 중점적으로 확충하되 시설보호 서비스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호의 도입시점에 앞서,지역사회에서의 일차적인
보건의료의 관리자로서,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전
문인으로서,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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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제제제 111절절절...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지역사회내의 전문가 집단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조사하는,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제제제 222절절절...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석사 이상의 교육적 배경을 가지면서,노인전문 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무(또는 실습)경험을 가지며 본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자로 연구자가 임의 표출한 1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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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차-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기대에 10항목 내외로 기술하도록 개방
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일차설문의 내용을 나열하여,1999년 Clark가 기술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
할에 의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다”“적절하
다”“매우 적절하다”의 4점 척도로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제제 444절절절...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일차 설문은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었
으며,대상자 개개인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개방형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e-mail을 통하여 회수하였다.일차
설문은 간호대학 교수 5인,지역사회 실무자 7인,노인전공 대학원생 5학기 5인
으로 총 17인에게 시행되었다.이차 설문은 일차 설문에 응한 동일한 대상자 17
인에게 2005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었으며,대상자의 거주지
에 따라 직접방문 또는 e-mail을 통하여 배포하고,회수하였다. 이차 설문에는
지역사회 실무자 중 3인이 탈락되어 총 14인이 이차설문에 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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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절절절...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 간호사 역할기대에 대한일차 설문의 내용분석은
Clark(1999)의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에 근거하였다. 나열한 개개의 역할 항
목들에 대하여,전문가 집단의 응답 빈도를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 간호사 역할기대에 관한 이차 설문은"매우 적절하
지 않다"1점,"적절하지 않다"2점,"적절하다"3점,"매우 적절하다"4점으로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으며,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VI(Indexof
ContentValidity)를 산출하여 0.8이하인 항목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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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제제제 111절절절...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30~35세가 가장 많았으나(28.6%)30세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대상자의 직종은 노인전공의 간호학 교수가 5인(35.7%),노인전공 대학원생이 5
인(35.7%),지역사회의 실무자가 4인으로 (28.6%)지역사회 실무자중 2인은 사회
복지관 간호사이며 2인은 가정방문 간호사이다.
근무연한은 6년에서 24년까지로 분포되어 있으며,16년 이상의 근무연한을 가
진 대상자가 8인으로(57.1%),이는 이들의 전문분야에서의 숙련도를 대변하는 것
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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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

특성 구분 실수(%)

연령(만) 30~35(세)

36~40

41~45

46~50

51~60

4 (28.6)

2 (14.3)

3 (21.4)

3 (21.4)

2 (14.3)

성별 여

남

14 (100)

0 (0)

직종 간호학 교수(노인전공)

노인전공 대학원생

사회복지관 간호사

가정방문 간호사

5 (35.7)

5 (35.7)

2 (14.3)

2 (14.3)

근무연한 5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0년 이상

4 (28.6)

2 (14.3)

5 (35.7)

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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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에에에서서서의의의 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사사사 역역역할할할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은 Clark(1999)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
할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으로 대상자 중심역할,전달체계 중심역할,인구중심 역
할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일차설문으로부터 나열된 역할 항목은 총 230건이며,이 중 대상자 중심 역할
에 대한 항목이 131건(56.96%),전달체계 중심역할에 대한 항목이 33건(14.35%),
인구중심 역할에 대한 항목이 66건(28.70%)으로 분류되었다.
대상자 중심 역할 중,가장 응답횟수가 많았던 항목은 간호제공자의 역할이며
(16.52%)다음으로 교육자,상담자,사례 관리자,일차의료 제공자,옹호자,자원
연계자,역할모델의 순이었다.이는 전문가 집단이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
사 역할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역할이 간호제공자의 역할임을 뜻한다.그
러나 설문에 응한 대상자 중 학생군은 간호제공자의 역할에 낮은 응답률을 보였
으며,교육자와 상담자 사례관리자의 항목에 관련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
났다.
전달체계 중심역할은 조정자와 협력자,연계자의 역할에 유사한 응답횟수를 보
였다.교수군에서는 실무자군과 학생군에 비해 전달체계 중심역할에 관련한 낮은
답변을 보였다
인구중심 역할은 연구자와(10%)지도자의 역할(9.13%)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
었으며,사례발견자,변화촉진자,지역사회 건강 관리자의 항목에서는 유사한 응
답횟수를 보였다.교수군은 지도자와 지역사회 건강관리자,연구자의 역할에 있
어 높은 응답횟수를 보였으며 학생군은 연구자의 역할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실무자군의 경우 교수군과 학생군이 대상자 중심역할에 이어 인구중심역할에 응
답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전달체계 중심역할에 더 많은 응답횟수를 보였고 인구
중심역할에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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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해 기술된 항목 수>

(N=230)

문문문항항항 항항항목목목
응응응답답답 문문문항항항수수수

교교교수수수 실실실무무무자자자 학학학생생생 계계계(((%%%)))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중중중심심심역역역할할할 333555 555444 444222 111333111(((555666...999666)))
간호제공자 12 24 2 38(16.52)
교육자 6 6 11 23(10)
상담자 5 7 7 19(8.26)
자원연계자 0 2 3 5(2.17)
역할모델 0 0 1 1(0.43)
옹호자 2 5 6 13(5.65)
일차의료제공자 6 4 5 15(6.52)
사례관리자 4 6 7 17(7.39)

전전전달달달체체체계계계 중중중심심심역역역할할할 555 111555 111333 333333(((111444...333555)))
조정자 2 4 3 9(3.91)
협력자 2 2 7 11(4.78)
연계자 1 9 3 13(5.65)

인인인구구구중중중심심심역역역할할할 333000 111333 222333 666666(((222888...777000)))
사례발견자 3 0 3 6(2.61)
지도자 10 6 5 21(9.13)
변화촉진자 3 1 4 8(3.48)
지역사회건강관리자 7 0 1 8(3.48)
연구자 7 6 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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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에에에서서서의의의 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사사사 역역역할할할의의의 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분분분석석석

가.대상자 중심역할
대상자 중심의 역할로 간호제공자,교육자,상담자,자원연계자,역할모델,옹호
자,일차의료 제공자,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있는데 일차설문의 답변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기 전 총 131건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간호제공자의 역할
중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직접간호제공,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증이 요구
됨,물리치료의 시행,스트레칭 체조의 시행,작업치료의 시행,마사지의 시행,투
약수행,폐활량 검사의 항목과 자원연계자의 역할 중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 관
리,일차의료 제공자의 역할 중 예방주사 등 질병예방,사례관리자의 역할 중 노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정관리의 항목은 CVI0.8이하로 측정되었는데 이러
한 항목들은 그 역할을 전담하는 가정방문간호사나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보
건소 간호사 등이 이미 충분히 지역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에 굳이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었음으로 해석된다.
간호제공자의 역할 중 심전도의 측정과 판독,비만도 검사,혈당검사의 항목은
다른 역할 항목에 비교하여 낮은 적절성을 평가 받았다.이는 CVI0.8이하로 측
정된 간호제공자의 역할 중 투약수행,폐활량 검사와 더불어 일차적인 검사나 단
순 수기를 요하는 간호의 제공은 전문가적 간호실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자의 역할은 전 문항이 CVI1.0으로 높은 타당도를 평가 받았으며,이는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가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자의 역할은 전 문항에 대해 CVI1.0으로 높은 타당도를 평가 받아,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가 상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기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 연계자와 역할모델의 역할 항목은 총 항목수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전문
가 집단의 기대도는 큰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역할의 개발이 요구되어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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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옹호자의 역할과 사례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로 기대됨을 알 수 있다.

<표 5.대상자 중심역할>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RolesRolesRolesRoles 평균
CVI

CaregiverCaregiverCaregiverCaregiver

간호제공자간호제공자간호제공자간호제공자

`̀̀̀

EducatorEducatorEducatorEducator

교육자교육자교육자교육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건강사정으로 개별

적인 간호진단과 감별진단을 수립
3.64 1.0

전문적 상급간호 직접 수행자 3.64 1.0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직접간호제공 3.21 0.79*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증이 요구됨 2.57 0.43*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에서의 직접 노인건강관리 3.64 1.0

노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적 처치의 

수행
3.5 0.93

노인 만성질환 관리 3.79 1.0

노인의 흔한 신체문제 관리 3.79 0.93

노인의 흔한 정신사회적 문제 관리 3.79 0.93

노인의 영양에 대한 관리 3.64 0.93

물리치료의 시행 2.43 0.5*

스트레칭 체조의 시행 2.79 0.71*

작업치료의 시행 2.5 0.64*

마사지의 시행 2.36 0.57*

투약수행 3.29 0.79*

외상의 처치 3.57 0.93

통증에 대한 처치 3.64 1.0

혈당검사 3.21 0.79*

활력증후 측정과 판단 3.5 0.86

심전도의 측정과 판독 3.07 0.86

폐활량 검사 2.93 0.79*

비만도 검사 3.07 0.86

수행한 처치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중재내용

의 수정보완
3.79 1.0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사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 3.8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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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사정하여 이

와 관련된 교육계획을 수립
3.93 1.0

노인 건강 교육 내용 개발 시행: 다양한 매체 3.86 1.0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 3.57 1.0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시행 3.64 1.0

정상노인을 대상자에 포함한 건강자가관리 교육 3.43 1.0

노인의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
3.71 1.0

대상자의 직접 간호제공자를 위한 간호교육수행 3.79 1.0

노인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일반의료인력에 교육

수행
3.71 1.0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3.79 1.0

대상자에게 교육적 원리를 적용한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3.64 1.0

CounselorCounselorCounselorCounselor

상담자상담자상담자상담자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상담적 욕구를 사정 3.71 1.0

개별 대상자에 대한 건강상담 실시 3.64 1.0

가족 및 노인의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 3.71 1.0

가족상담 3.57 1.0

대상자의 심리적 고립과 갈등요인에 대한 상담 3.57 1.0

대상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
3.57 1.0

Referral Referral Referral Referral 

ResourceResourceResourceResource

자원연계자자원연계자자원연계자자원연계자

개별적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 3.71 1.0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역

할
3.71 1.0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후 관리체계를 기획
3.86 1.0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 관리 2.93 0.64*

RolemodelRolemodelRolemodelRolemodel

역할모델역할모델역할모델역할모델
실습지도를 통하여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3.86 1.0

AdvocateAdvocateAdvocateAdvocate

옹호자옹호자옹호자옹호자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관리 중재자 3.57 1.0

간호 전문가적 입장에서 노인을 옹호하는 역할 3.71 1.0

의견을 확실히 주장할 수 없는 대상자의 자기 결정

권을 증진시켜주는 역할 
3.43 1.0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자 3.57 1.0

가족 내에서의 노인의 역할 및 가족갈등에 대한 3.36 1.0

적극적인 옹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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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0.8로 내용타당도를 입증받지 못한 항목

치료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상자 또는 

가족을 도움
3.43 1.0

대상자 및 가족과 치밀하면서도 신뢰적인 관계를 유

지
3.51 1.0

대상자의 윤리적 결정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가족에

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3.5 1.0

치료 및 간호과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권리를 

인정
3.5 1.0

Primary Primary Primary Primary 

Care Care Care Care 

ProviderProviderProviderProvider

일차의료일차의료일차의료일차의료

제공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기적 신

체검진 및 기능사정 수행
3.79 1.0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3.43 0.93

비판적 사고 및 통합성을 갖고 자료를 분석하여 의

학적 감별진단 및 간호진단, 지역사회 보건진단을 내

림

3.64 1.0

예방주사 등 질병예방 2.93 0.79*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 3.71 1.0

만성질환조기발견 및 관리 3.5 1.0

질환별에 따른 개별 건강관리지도 3.57 1.0

노인의 치아관리 시스템 마련 3.5 1.0

Case Case Case Case 

ManagerManagerManagerManager

사례관리자사례관리자사례관리자사례관리자

지역 내 노인 가정방문을 위한 기획 및 운영 3.71 1.0

노인과 그 가족 및 노인을 둘러싼 환경을 적절히 관

리
3.36 1.0

노인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

자 역할
3.36 1.0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정관리 2.93 0.71*

지역사회 제공 간호의 질 모니터 3.57 0.93

지역사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킴 3.57 0.93

가정 중심 치료 관리체계의 구축 3.43 1.0

대상자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축 3.64 1.0

의료, 영양, 재활, 생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관

리시스템 마련
3.8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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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달체계 중심 역할
전달체계 중심역할로 조정자,협력자,연계자의 항목이 있는데 일차설문의 답변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기 전 총 33건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연계자의 역할 중 지역사회 연계 무료진료 항목이 CVI0.8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역할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에 기대하는 역할로 적절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지역사회 연계 무료진료의 항목은,이미 사회복지사나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 판단되어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합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6.전달체계 중심역할>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RolesRolesRolesRoles  평균 CVI

CoordinatCoordinatCoordinatCoordinat

-or-or-or-or

조정자조정자조정자조정자

지역사회 내 노인관리를 일원화 하는 역할 3.79 1.0

가정, 지역사회, 보건소, 복지관등의 서비스 조정 3.79 1.0

대상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업무의 조정자 3.71 1.0

의료직종간 서비스 조정 3.5 1.0

대상자가 연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함
3.57 1.0

지역사회 치료공동체 실현: 만성질환을 가지는 노인

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물리적 인적환경의 공

동협력으로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

3.57 1.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발견 3.64 0.9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활동을 돕고, 역할

을 재배치
3.5 0.93

CollaboratCollaboratCollaboratCollaborat

-or-or-or-or

협력자협력자협력자협력자

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타 전문직과 

함께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
3.64 1.0

내부 전문의를 통한 의료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3.64 1.0

의료, 복지와 관련된 팀원들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3.64 1.0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와 관련 3.8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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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0.8로 내용타당도를 입증받지 못한 항목

다.인구중심 역할
인구중심 역할은 사례 발견자,지도자,변화촉진자,지역사회 건강관리자,연구
자의 역할의 항목이 있는데 일차설문의 답변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기 전
총 66건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각 문항들은 모두,지역사회 내에서의 노
인전문간호사에 기대하는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된 팀의 자문에 응함

건강 관리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실

무를 수행
3.86 1.0

LiaisonLiaisonLiaisonLiaison

연계자연계자연계자연계자

지역사회 연계체계와 협력조직 강화 3.71 1.0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여 연결망을 구축 3.79 1.0

대상자가 병원-요양원-가정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연계
3.86 1.0

지역사회 연계 무료진료 3.29 0.71*

재활치료사 연계 3.36 0.93

지역사회 건강검진 팀을 통한 정기검진 확대 3.5 0.93

지역사회 의료팀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연계 3.43 0.93

지역사회 의료전문가를 통한 집단교육사업 연계 3.5 0.93

대상자에게 필요한 타 기관 전문가에게 의뢰 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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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인구중심역할>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RolesRolesRolesRoles 평균 CVI

CaseCaseCaseCase

FinderFinderFinderFinder

사례발견자사례발견자사례발견자사례발견자

지역사회 내 고위험 대상자와 위험 요인을 조사하여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3.79 1.0

의료의 사각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자의 발견 3.5 0.93

노인복지회관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3.5 0.93

지역사회내 1차 screener의 역할 3.43 0.93

LeaderLeaderLeaderLeader

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의 운영 3.93 1.0

요양원 운영과 지도감독 3.79 1.0

문서의 기안 등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3.57 0.93

보건소의 가정방문간호사업 간호사의 지도감독 3.36 0.86

노인주간보호시설들의 운영. 지도. 감독 3.79 1.0

케어메니저의 건강사정 및 케어플랜 설정활동을 감

독
3.64 1.0

ChangeChangeChangeChange

agentagentagentagent

변화촉진자변화촉진자변화촉진자변화촉진자

정책가로서 전산DB구축 3.36 0.93

노인보건의료 정책 수립가 3.57 1.0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참여 3.57 1.0

전문직 표준개발 및 개선에 참여 3.86 1.0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킴 3.93 1.0

CommunityCommunityCommunityCommunity

CareCareCareCare

agentagentagentagent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건강관리자건강관리자건강관리자건강관리자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4 1.0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개설. 운영 3.5 0.93

만성질병관리에 대한 노인 자조모임을 운영 3.29 0.93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련행사를 주관 3.43 1.0

지역사회에서 노인건강문화를 확산시킴 3.29 0.93

사회가 노인, 노화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

도록 함
3.43 1.0

ResearcherResearcherResearcherResearcher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노인간호 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사정을 위한 자료수집가
3.71 1.0

노인대상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 3.57 0.93

간호과정의 적용과 개발 3.5 1.0

타학문과 함께 공동연구 수행 3.71 1.0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 3.86 1.0

노인과 관련된 비용효과적인 연구를 수행 3.86 1.0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시행 3.43 0.93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실무에 적용 평가 3.7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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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를 확인하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적 

연구를 수행
3.5 1.0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임상연구작업의 수행을 지원 3.57 1.0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발표 
3.7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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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가 집단이 장차 활동을 시작할 노인전문 간호사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조사하여,노인전문 간호사의 지역사회 내 역할을 규명하고,규명되어진
역할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항목들은

Clark(1999)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로 분류한 것으로,그 분류체계가 차이를
가지기는 하나,ANA에서 제시된 노인전문간호사의 업무규준인 노인간호서비스
의 조직화,이론의 적용,자료의 수집,간호진단,care의 계획과 지속적 수행,중재
와 평가,타 분야와의 제휴,연구,윤리적 의사결정,전문직 발전에 기여의 업무 항
목 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업무영역으로 정
의하기에 부합됨을 알수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은 세 군의 다른 특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에게 행하여졌는데,
도출된 결과가 각 군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진다.
대상자 중심역할 중에서 간호제공자의 역할은 16.52%로 모든 역할 중 가장 많
은 응답율을 보였다.그러나 학생군은 간호제공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사회내에
서의 노인전문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단 두 번의 답변이 있었다.이는 장
차 노인전문간호사로 활동하게 될 학생군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전문간호사가 간
호제공자의 역할외에 다른 역할들을 행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
내어 학생군의 경우 현실보다는 이상에 근거하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달체계 중심역할의 경우,실무자 군이나 학생군에서 지역사회내에서 필요한
역할로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교수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역할제시가 있었다.실
제로 지역사회내에서의 실무에서는 조정,협력,연계로 구성되는 전달체계 중심
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결과는 교수군이 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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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간호이론과 실무의 분리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인구중심의 역할의 경우 교수군과 학생군이 대상자 중심역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역할기대를 서술한 항목이나,실무자군에서는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인
구중심 역할의 경우 사례발견자,지도자,변화촉진자,지역사회 건강관리자,연구
자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사회내에서의 관리자적인 실무역할을 기술한
부분이다.석사이상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적 상급실무를 수행하도록 교육받은 노
인전문간호사로서 지역사회내에서 마땅히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군에서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실무자 집단이 노인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
과 그들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할 기회가 부족했음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보여진
다.

일차설문을 통해 분류되어진 지역사회내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 항목은 일
차설문과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제공되어 4점 likert척도로 적절성을 평가받았
으며,각 항목당 CVI를 측정하여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다.
125개의 문항 중 CVI0.8이하로 탈락된 13문항을 제외하면 총 112개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로 기대되어졌다.본 연구에서 기술되어진
대부분의 역할에서 높은 타당도를 보이고 있어,이는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
호사의 역할에 전문가 집단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Clark의 지
역사회간호사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도구를 개발한 장윤경(2004)은 대상자 중심
역할에 12문항,전달체계 중심역할에 5문항,인구중심 역할에 7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의 사회복지관 간호사의 역할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일차설문에서 개방형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
정한 형식을 배재하고 수렴하여 112개의 다양한 역할을 제시할수 있었으며 장윤
경(2004)의 도구에 제시된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2001년 임상간호사회에
서 400병상 이상 76개 병원의 전문간호사,간호부서장,의사(교수 및 전공의)를 대
상으로 병원에서의 전문간호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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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는 30개 분야였으며,전문간호사 업무 주요도 순위는 1순위가 전문가적
간호실무 수행이었으며,2순위가 교육및 상담,3순위는 자문,협동,조정이었고 4순
위는 변화촉진자,일반간호사의 역할모델이었다.5순위는 연구자 지도자,윤리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이에 제시된 역할들은 본 연구의 역할 항목인 간호제공자,교육자,상담자,자원
연계자,역할모델,옹호자,일차의료 제공자,사례 관리자,조정자,협력자,연계자,
사례발견자,지도자,변화촉진자,지역사회 건강관리자,연구자의 항목에 포함되어
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역할에 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나,간호제공자에 관
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기대에 대한 답변 항목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 간호사의 활동영역이 다를지라도,일차적으로는 간호제공자의 역할에
중요도를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간호제공자의 역할 중 심전도의 측정과 판독,비만도 검사,혈당검사
의 항목과,CVI0.8이하로 측정된 간호제공자의 역할 중 투약수행,폐활량 검사
등 일차적인 검사나 단순 수기를 요하는 간호의 제공은 전문가적 간호실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전문간호사에게는 단순한 간호제공자의 역할보
다는 전문적인 실무기술이 요구되는 간호제공의 역할이 기대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기술된 역할모델의 역할에는 실습지도를 통한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에 한 항목만이 있는데,Clark의 역할모델에 관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대상
자나 가족의 건강관련 신념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역
할모델에 그 중요도를 두고 있으며,하부 역할로 실습자에 대한 역할모델의 항목
을 포함시키고 있다.이는 Clark가 대상자 중심의 역할이라는 분류에 치중해서 역
할모델에 대한 항목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 지긴 하나,앞으로 역할모델로서의 더
욱더 다양한 역할이 개발되어질 수 있음을 알수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대되는 역할들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의
실무영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제시된 역할 항목들은,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실행이 불가능하지만
지역사회내에서의 역할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역할로서,이는 노인전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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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가 지역사회내에서 노인보건의료체계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과 실무에서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8.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

역역역할할할항항항목목목 CCCVVVIII

노인의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 1.0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0.93
지역 내 노인 가정방문을 위한 기획 및 운영 1.0
지역사회 제공 간호의 질 모니터 0.93
지역사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킴 0.93
가정 중심 치료 관리체계의 구축 1.0
대상자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축 1.0
의료,영양,재활,생활등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1.0
지역사회 내 노인관리를 일원화 하는 역할 1.0
가정,지역사회,보건소,복지관등의 서비스 조정 1.0
대상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업무의 조정자 1.0
의료직종간 서비스 조정 1.0
지역사회 치료공동체 실현 1.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발견 0.9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활동을 돕고,역할을 재배치 0.93
요양원 운영과 지도감독 1.0
보건소의 가정방문간호사업 간호사들의 지도감독 0.86
노인주간보호시설들의 운영,지도,감독 1.0
케어매니저의 건강사정 및 케어플랜 설정활동을 감독 1.0
정책자로서 전산 DB구축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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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장차 활동을 시작할 노인전문 간호사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기대하는 역
할을 조사하여,노인전문 간호사의 지역사회 내 역할을 규명하고,내용타당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는 동일 대상자에 대해 이차에 걸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일차설문
은 개방형 설문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기대를 10문항
내외로 자유롭게 서술토록 하였다.이차 설문은 일차 설문의 내용을 나열하여
Clark(1999)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항목에 대입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
다""적절하지 않다""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의 4항목으로 측정토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일차설문
으로 수집된 자료는 Clark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근거하여 항목을 분류하
였으며,각 항목당 교수와 실무자 학생군의 응답비율을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이차설문은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기대를 "매우 적절하지 않
다"1점,"적절하지 않다"2점,"적절하다"3점,"매우 적절하다"4점으로 측정하
여 평균을 구하였으며,각 항목당 CVI(IndexofContentValidity)를 측정하여
0.8이하인 항목을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 직접 면담과,1:1전화통화로 대상자에게 연구취지를 충분
히 설명한 후 이루어 졌으며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직접 방문 또는 e-mail
로 이루어졌다.일차 설문은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
되었으며 총 17인이 응하였다.이차 설문은 일차설문과 동일한 대상자에게 2005
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었으며 일차설문의 응답자 중 3인이
탈락하여 총 14명이 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연령은 30~35세가 가장 많았으나(28.6%)30세부터 60
세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대상자의 직종은 노인전공의 간호학 교수가 5인(35.7%),노인전공 대학원생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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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5.7%),지역사회의 실무자가 4인으로 (28.6%)지역사회 실무자중 2인은 사회
복지관 간호사이며 2인은 가정방문 간호사이다.
근무연한은 6년에서 24년까지로 분포되어 있으며,16년 이상의 근무연한을 가진
대상자가 8인으로(57.1%),이는 이들의 전문분야에서의 숙련도를 대변하는 것으
로 보여 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로 기대되어지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대상자 중심 역할
1)간호제공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건강사정으로 개별적인 간호진단과 감별 진
단을 수립
*전문적 상급간호 직접 수행자
*주간 보호소,단기보호소에서의 직접 노인건강관리
*노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적 처치의 수행
*노인 만성질환 관리
*노인에 흔한 신체문제 관리
*노인에 흔한 정신사회적 문제 관리
*노인의 영양에 대한 관리
*외상의 처치
*통증에 대한 처치
*혈당검사
*활력증후 측정과 판단
*심전도의 측정과 판독
*비만도 검사
*수행한 처치에 대한 평가와,평가에 근거한 중재내용의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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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자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사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
*개인,가족,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사정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계획의 수
립
*노인 건강 교육 내용 개발 시행:다야한 매체를 이용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시행
*정상노인을 대상자에 포함한 건강자가관리 교육
*노인의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
*대상자의 직접 간호제공자를 위한 간호교육 수행
*노인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일반의료인력에 교육수행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대상자에게 교육적 원리를 적용한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

3)상담자
*개인,가족,지역사회의 상담적 욕구를 사정
*개별 대상자에 대한 건강상담 실시
*가족 및 노인의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
*가족 상담
*대상자의 심리적 고립과 갈등요인에 대한 상담
*대상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해결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수행

4)자원연계자
*개별적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역할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후 관리체계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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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역할모델
*실습지도를 통하여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6)옹호자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관리 중재자
*간호 전문가적 입장에서 노인을 옹호하는 역할
*의견을 확실히 주장할 수 없는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증진시키는 역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자
*가족 내에서의 노인의 역할 및 가족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상자 또는 가족을 도움
*대상자 및 가족과 치밀하면서도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
*대상자의 윤리적 결정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

7)일차의료 제공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기적 신체검진 및 기능사정 수행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비판적 사고 및 통합성을 갖고 자료를 분석하여 의학적 감별진단 및 간호진
단,지역사회 보건진단을 내림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질환별에 따른 개별 건강지도 관리
*노인의 치아관리 시스템 마련

8)사례관리자
*지역 내 노인 가정방문을 위한 기획 및 운영
*노인과 그 가족 및 노인을 둘러싼 환경을 적절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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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
*지역사회 제공 간호의 질 모니터
*지역사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킴
*가정 중심 치료 관리체계의 구축
*대상자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축
*의료,영양,재활,생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나.전달체계 중심역할
1)조정자
*지역사회 내 노인관리를 일원화 하는 역할
*가정,지역사회,보건소,복지관 등의 서비스 조정
*대상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업무의 조정자
*의료직종간 서비스 조정
*대상자가 연속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함
*지역사회 치료공동체 실현:만성질환을 가지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물리적 인적환경의 공동협력으로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발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활동을 돕고,역할을 재배치

2)협력자
*대상자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타 전문직과 함께 공동의사 결정에 참여
하는 역할
*내부 전문의를 통한 의료상담 및 집단교육 서비스
*의료,복지와 관련된 팀원들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팀의 자문에 응함
*건강 관리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실무를 수행



- 40 -

3)연계자
*지역사회 연계체계와 협력조직 강화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여 연결망을 구축
*대상자가 병원-요양원-가정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재활치료사 연계
*지역사회 건강검진 팀을 통한 정기검진 확대
*지역사회 의료팀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연계
*지역사회 의료전문가를 통한 집단교육사업 연계
*대상자에게 필요한 타 기관 전문가에게 의뢰

다.인구중심 역할
1)사례 발견자
*지역사회 내 고위험 대상자와 위험 요인을 조사하여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의료의 사각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자의 발견
*노인복지회관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지역사회내 1차 screener의 역할

2)지도자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의 운영
*요양원 운영과 지도감독
*문서의 기안 등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보건소의 가정방문간호사업 간호사의 지도감독
*노인주간보호시설들의 운영,지도,감독
*케어메니저의 건강사정 및 케어플랜 설정활동을 감독

3)변화촉진자
*정책가로서 전산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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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의료 정책 수립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참여
*전문직 표준개발 및 개선에 참여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킴

4)지역사회 건강관리자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개설,운영
*만성질병관리에 대한 노인 자조모임을 운영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련행사를 주관
*지역사회에서 노인건강문화를 확산시킴
*사회가 노인,노화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함

5)연구자
*노인간호 대상자(개인,가족,지역사회)의 건강문제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가
*노인대상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
*간호과정의 적용과 개발
*타 학문과 함께 공동연구 수행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
*노인과 관련된 비용효과적인 연구를 수행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실무에 적용평가
*연구문제를 확인하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적 연구를 수행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임상연구작업의 수행을 지원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발표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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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사회 이외에도 노인전문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
할기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2.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노인전문간호사의 활동 장소들이 있으므로 각각의
장소에 대한 구체화된 역할기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3.본 연구에서 제시된 역할문항들을 체계화 하여,지역사회 노인전문간호사 업
무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4.지역사회내에서 노인전문간호사에게 기대되어 지는 역할을 직접수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노인전문간호사가 실무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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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부록:표1.ANA StandardsforCommunityHealthNursing>
Source:AmericanNursesAssociation,1986

1.The nurse applies theoreticalconcepts as a basis for decisions in
practice.

2.The nurse systematically collects data that are comprehensive and
accurate.

3.The nurse analyzes data collected aboutthe community,family,and
individualtodeterminediagnoses.

4.Ateach levelofprevention,the nurse develops plans thatspecify
nursingactionsuniquetoclientneeds.

5.The nurse,guided by the plan,intervenes to promote,maintain,or
restorehealth,topreventillness,andtoeffectrehabilitation.

6. The nurse evaluates responses of the community, family, and
individual to interventions, to determine progress toward goal
achievementandtorevisethedatabase,diagnoses,andplan.

7.Thenurseparticipatesinpeerreview andothermeansofevaluationto
assure quality ofnursing practice.The nurse assumes responsibility
for preofessional development and contributes to the professional
growthofothers.

8.Thenursecollaborateswithotherhealthcareproviders,professionals,
andcommunityrepresentativesinassessing,planning,implementing,
andevaluatingprogramsforcommunityhealth.

9.The nurse contributes to theory and practice in community health
nursingthrough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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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2. ANA StandardsofGerontologicalNursingPractice>
Source:AmericanNursesAssociation,1987

SSStttaaannndddaaarrrdddⅠⅠⅠ:::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ooofffgggeeerrrooonnntttooolllooogggiiicccaaalllnnnuuurrrsssiiinnngggssseeerrrvvviiiccceeesss
Allgerontologicalnursingservicesareplanned,organized,anddirectedby
a nurse executive.The nurse executive has baccalaureate ormaster's
preparationandhasexperienceingerontologicalnursingandadministration
oflong-term oracutecareservicesforolderclients.

SSStttaaannndddaaarrrdddⅡⅡⅡ:::ttthhheeeooorrryyy
Thenurseparticipatesinthegenerationandtestingoftheoryasabasis
forclinicaldecisions.Thenurseusestheoreticalconceptsto guidethe
effectivepracticeofgerontologicalnursing.

SSStttaaannndddaaarrrdddⅢⅢⅢ:::DDDaaatttaaacccooolllllleeeccctttiiiooonnn
The health status of the older person is regularly assessed in a
comprehensive,accurate,andsystematicmanner.Theinformationobtained
duringthehealthassessmentisaccessibletoandsharedwithappropriate
members ofthe interdisciplinary health care team,including the older
personandthefamily.

SSStttaaannndddaaarrrdddⅣⅣⅣ:::NNNuuurrrsssiiinnngggdddiiiaaagggnnnooosssiiisss
Thenurseuseshealthassessmentdatatodeterminenursingdiagnoses

SSStttaaannndddaaarrrdddⅤⅤⅤ:::PPPlllaaannnnnniiinnngggaaannndddcccooonnntttiiinnnuuuiiitttyyyooofffcccaaarrreee
Thenursedevelopstheplanofcareinconjunctionwiththeolderperson
and appropriateothers.Mutualgoals,priorities,nursing approaches,and
measuresinthecareplanaddressthetherapeutic,preventive,restorative,
andrehabilitativeneedsoftheolderperson.Thecareplanhelpstheolder
person attain and maintain the highestlevelofhealth,well-being and
qualityoflifeachievable,aswellasapeacefuldeath.Theplanofcare
facilitatescontinuityofcareovertimeastheclientmovestovariouscare
settings,andisrevisedas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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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tttaaannndddaaarrrdddⅥⅥⅥ:::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
The nurse,guided by the plan ofcare,intervenes to provide care to
restore the older person's functional capabilities and to prevent
complicationsandexcessdisability.Nursinginterventionsarederivedfrom
nursingdiagnosesandarebasedongorontologicnursingtheory.

SSStttaaannndddaaarrrdddⅦⅦⅦ:::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
The nurse continually evaluates the client's and family's responses to
interventionsinordertodetermineprogresstowardgoalattainmentandto
revisethedatabase,nursingdiagnoses,andplanofcare.

SSStttaaannndddaaarrrdddⅧⅧⅧ:::IIInnnttteeerrrdddiiisssccciiipppllliiinnnaaarrryyycccooollllllaaabbbooorrraaatttiiiooonnn
Thenursecollaborateswithothermembersofthehealthcareteam inthe
varioussettingsin which careisgiven totheolderperson.Theteam
meetsregularlytoevaluatetheeffectivenessofthecareplanfortheclient
andfamilyandtoadjusttheplanofcaretoaccommodatechangingneeds.

SSStttaaannndddaaarrrdddⅨⅨⅨ:::RRReeessseeeaaarrrccchhh
Thenurseparticipatesinresearchdesignedtogenerateanorganizedbody
ofgerontologicalnursing knowledge,disseminatesresearch findings,and
usesthem inpractice.

SSStttaaannndddaaarrrdddⅩⅩⅩ:::EEEttthhhiiicccsss
ThenurseusesthecodefornursesestablishedbytheANA asaguide
forethicaldecisionmakinginpractice.

SSStttaaannndddaaarrrdddⅪⅪⅪ:::PPPrrrooofffeeessssssiiiooonnnaaalll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
The nurse assumes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ontributestotheprofessionalgrowthofinterdisciplinaryteam members.
Thenurseparticipatesinpeerreview andothermeansofevaluationto
assurethequalityofnursing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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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델파이 델파이 델파이 1111회차 회차 회차 회차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간호대학원에서 노인전문간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기대를 알아보고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본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의료의 전문화와, 의료 소비자의 기대치 상승, 질병의 만성화와 다변화, 의료수가 

상승과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의 전문

화를 위해 전문 간호사 제도를 2004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전문 간호사 분야는 노인, 응급, 감염, 정신, 산업, 

가정, 중환자, 호스피스, 보건, 마취의 10개 분야로, 이들 전문 간호사는 5학기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여야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의 인준된 전문 간호사 과정 중, 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만성적인 질환과 경제.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문제의 복합성

과 심각성을 볼 때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의 도입은 시의적절 하다고 보여 집니다. 

 노인전문간호사는 병원과 요양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노인 관리의 중

점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활동의 전

례가 없어, 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광

범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은 그 규정이 더욱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노인전문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

할을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로 한정하여 10항목 내외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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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델파이 델파이 델파이 2222차 차 차 차 설문설문설문설문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기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전공 이미진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문항은 여러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일차설문을 문항 분석한 것입니다. 

문항은 크게 대상자 중심, 전달체계 중심, 인구 중심의 역할로 나누어 분류하였습

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로서 적절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Client-oriented RolesRolesRolesRoles
매우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CaregiverCaregiverCaregiverCaregiver

간호제공자간호제공자간호제공자간호제공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건강사정으로개별

적인 간호진단과 감별진단을 수립

전문적 상급간호 직접 수행자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직접간호제공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증이 요구됨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1. 연령

2. 성별

3. 직종(전문분야)

4. 근무연한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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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에서의 직접 노인건강관리

노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적 처치

의 수행

노인 만성질환 관리

노인의 흔한 신체문제 관리

노인의 흔한 정신사회적 문제 관리

노인의 영양에 대한 관리

물리치료의 시행

스트레칭 체조의 시행

작업치료의 시행

마사지의 시행

투약수행

외상의 처치

통증에 대한 처치

혈당검사

활력증후 측정과 판단

심전도의 측정과 판독

폐활량 검사

비만도 검사

수행한 처치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중재내

용의 수정보완

EducatorEducatorEducatorEducator

교육자교육자교육자교육자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사정하고 교육계획을 수

립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사정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계획을 수립

노인 건강 교육 내용 개발 시행: 다양한 매체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시행

정상노인을 대상자에 포함한 건강자가관리 교육

노인의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

대상자의 직접 간호제공자를 위한 간호교육수행

노인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일반의료인력에 교

육수행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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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교육적 원리를 적용한 교육을 시행하

고 평가한다.

CounselorCounselorCounselorCounselor

상담자상담자상담자상담자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상담적 욕구를 사정

개별 대상자에 대한 건강상담 실시

가족 및 노인의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

가족상담

대상자의 심리적 고립과 갈등요인에 대한 상담

대상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과정

을 돕는 역할을 수행

Referral Referral Referral Referral 

ResourceResourceResourceResource

자원연계자자원연계자자원연계자자원연계자

개별적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역할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후 관리체계를 기획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 관리

Role Role Role Role modelmodelmodelmodel

역할모델역할모델역할모델역할모델
실습지도를 통하여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AdvocateAdvocateAdvocateAdvocate

옹호자옹호자옹호자옹호자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관리 중재자

간호 전문가적 입장에서 노인을 옹호하는 역할

의견을 확실히 주장할 수 없는 대상자의 자기 결

정권을 증진시켜주는 역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자

가족 내에서의 노인의 역할 및 가족갈등에 대한적

극적인 옹호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상자 또

는 가족을 도움

대상자 및 가족과 치밀하면서도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

대상자의 윤리적 결정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가족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치료 및 간호과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권리

를 인정

Primary Primary Primary Primary 

Care Care Care Care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기적 

신체검진 및 기능사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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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ProviderProviderProvider

일차의료일차의료일차의료일차의료

제공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비판적 사고 및 통합성을 갖고 자료를 분석하여 

의학적 감별진단 및 간호진단, 지역사회 보건진단

을 내림

예방주사 등 질병예방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

만성질환조기발견 및 관리

질환별에 따른 개별 건강관리지도

노인의 치아관리 시스템 마련

Case Case Case Case 

ManagerManagerManagerManager

사례관리자사례관리자사례관리자사례관리자

지역 내 노인 가정방문을 위한 기획 및 운영

노인과 그 가족 및 노인을 둘러싼 환경을 적절히 

관리

노인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관

리자 역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정관리

지역사회 제공 간호의 질 모니터 

지역사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킴

가정 중심 치료 관리체계의 구축

대상자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축

의료, 영양, 재활, 생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 마련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Delivery-oriented RolesRolesRolesRoles
매우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CoordinatCoordinatCoordinatCoordinat

orororor

조정자조정자조정자조정자

지역사회 내 노인관리를 일원화 하는 역할

가정, 지역사회, 보건소, 복지관등의 서비스 조정

대상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업무의 조정자

의료직종간 서비스 조정

대상자가 연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받도

록 함

지역사회 치료공동체 실현: 만성질환을 가지는 노

인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물리적 인적환경의 

공동협력으로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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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발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의 활동을 돕고, 역

할을 재배치

CollaboratCollaboratCollaboratCollaborat

orororor

협력자협력자협력자협력자

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타 전문직과 

함께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

내부 전문의를 통한 의료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의료, 복지와 관련된 팀원들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와 관

련된 팀의 자문에 응함

건강 관리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실무를 수행

LiaisonLiaisonLiaisonLiaison

연계자연계자연계자연계자

지역사회 연계체계와 협력조직 강화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여 연결망을 구축

대상자가 병원-요양원-가정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역사회 연계 무료진료

재활치료사 연계 

지역사회 건강검진 팀을 통한 정기검진 확대

지역사회 의료팀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연계

지역사회 의료전문가를 통한 집단교육사업 연계

대상자에게 필요한 타 기관 전문가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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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Population-oriented RolesRolesRolesRoles
매우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CaseCaseCaseCase

    FinderFinderFinderFinder

사 례 발 견사 례 발 견사 례 발 견사 례 발 견

자자자자

지역사회 내 고위험 대상자와 위험 요인을 조사하

여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의료의 사각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자의 발견

노인복지회관에서 대규모 건강 스크리닝 

지역사회내 1차 screener의 역할

LeaderLeaderLeaderLeader

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의 운영

요양원 운영과 지도감독

문서의 기안 등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보건소의 가정방문간호사업 간호사의 지도감독

노인주간보호시설들의 운영. 지도. 감독

케어메니저의 건강사정 및 케어플랜 설정활동을 감

독

ChangeChangeChangeChange

agentagentagentagent

변 화 촉 진변 화 촉 진변 화 촉 진변 화 촉 진

자자자자

전문직 표준개발 및 개선에 참여

정책가로서 전산DB구축 

노인보건의료 정책 수립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참여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킴

CommunityCommunityCommunityCommunity

CareCareCareCare

agentagentagentagent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건 강 관 리건 강 관 리건 강 관 리건 강 관 리

자자자자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개설. 운영

만성질병관리에 대한 노인 자조모임을 운영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련행사를 주관 

지역사회에서 노인건강문화를 확산시킴

사회가 노인, 노화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

도록 함

ResearResearResearResearchercherchercher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노인간호 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사정을 위한 자료수집가

노인대상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 

간호과정의 적용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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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문과 함께 공동연구 수행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

노인과 관련된 비용효과적인 연구를 수행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시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실무에 적용 평가

연구문제를 확인하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적 

연구를 수행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임상연구작업의 수행을 지원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발

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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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RRRooollleeeooofffaaaGGGeeerrriiiaaatttrrriiicccNNNuuurrrssseeePPPrrraaaccctttiiitttiiiooonnneeerrr
iiinnnTTThhheeeCCCooommmmmmuuunnniiitttyyy

Mi-Jin,Lee
DepartmentofGerontologicalNursing
The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proportionofolderpeopleinKoreaexceeded7% in2000.That
meansKoreahasenteredintoagingsocietyalreadyandtheproportion
willbeover14% in2019.Moreoverolderpeopleover75yearsold
areweekphysicallyandmentallyorhaveimpedimentsinnormallife,
sotheyneedlong-term medicaltreatment.therefore,thegovernment
planedtointroducelong-term carewhichbeginsin2007.
Inadvancedcountrywhichenteredintoaging societyearlierthan
korea,the main issue ofpolicy was deciding the long-term care
betweenapolicycenteredonstayingathomeandstayingathealth
facilities.WesternadvancedcountriessuchastheUK haveadopted
thepolicy centered on staying athome,which ispreferred by the
family orthecommunity,agreed with socialunification policy and
most efficient.In terms of "filial piety" in korea related with
Confucianism,thepolicycenteredonstayingathomeismore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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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peoplearevulnerabletovariousdiseases;theyhavepotential
riskontheirhealthandmostofthem sufferfrom chronicdiseases.
Therefore,before introduction oflong-term care,the role ofthe
geriatric nurse practitionershould be considered as primary public
healthmanagersandspecialistswhoorganizemedicalservicesystem.
InKorea,geriatricnursing practitionersystem hasjustintroduced
andwhatthegeriatricnursepractitionerhastodoisnotclarified,so
discussionontheroleandthefunctionofthem,especiallytheroleof
the geriatric nurse practitioner for older people staying athome,
shouldbedoneinpriority.
Thisstudywasaskedtoaspecializedgroupincommunityabout
whether the geriatric nurse practitioner willbe able to play an
importantrole,and conducted descriptive research by using Delphi
techniquein ordertoanalyzecontentvalidity oftheexpected role.
The participants were professors,men of community affairs and
graduate students majored geriatrics. They have educational
backgroundmorethanMaster,appreciategeriatricnursingsystem and
haveexperiencedpracticaltraining.
Two questionnaireswereconducted.Thefirstwasopen typeof
Delphitechniquequestionnaire,whichwasgiventoinspecialistsfrom
April1st to April20th in 2005.The otherwas handed outto 14
specialists except 3 persons from the same group of the first
questionnairefrom June1st,2005toJune17th.125questionsonthe
twoquestionnairesweredividedinto3kindsofquestionaccordingto
typeofrolebasedonClark’scommunityhealthnurse’srole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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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role,delivery-orientedroleandpopulation-orientedrole.
Roleexpectationofthegeriatricnursepractitionerwasdigitalizedby
theansweredfrequencyoftherespondentsabouteachquestion.They
were presented by realnumber and percentage.In orderto test
contentvalidity oftherole,thestudy used CVI(ContentValidity
Index)andexcludedanswerswhichgotlessthan0.8points.
Theresultsofthestudyareinsubstanceasfollows.
First,in1stquestionnaire,thequestionsabouttheexpectedroleof
thegeriatricnursepractitionerincommunitywere230;131(56.96%)
were aboutclient-oriented role,33 (14.35%)were delivery-oriented
roleand66(28.70%)wereaboutpopulation-orientedrole.Second,2nd

questionnaireconsisted of125questionsexcluding similarquestions
outof1stquestionnaire.112questionssatisfiedcontentvalidity.Outof
125 questions, questions about client-oriented role were 71; 23
questionsascaregiver,11aseducator,6ascounselor,4asreferral
resource,1asrolemodel,9asadvocate,8asprimarycareprovider
and9ascasemanager.59questionsoutof71weretestedcontent
validity.Intheotherhand,questionsaboutdelivery-orientedrolewere
22;8questionsascoordinator,5ascollaboratorand9asliaison.21
questionsoutof22satisfiedcontentvalidity.Lastly,questionsabout
population-oriented rolewere32;4 questions as casefinder,6 as
leader,5aschangeagent,6ascommunity careagentand 11as
researcher.All32questionssatisfiedcontentvalidity.
Inconclusion,throughthesepresentedroles,itcanbesurethatthe
field ofroleofthegeriatricnursepractitionershould bewid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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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Some of expected roles of the geriatric nurse
practitioner can notbe played as an individual,butsupportand
empowermentofpracticalauthority shouldbegiventothegeriatric
nursepractitioner.

KeyWords:GeriatricNursePractitioner,Role,Community,Delphi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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