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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개 3차 의료기관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한 가정간호  

내용과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가정간호 사업과 질적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서울 소재 일개 3차 의료기관인 C대학 

부속병원 가정간호 사업소에서 4회 이상 가정간호를 이용하고 종결한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40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10문항, 질병관련 특성 7문항, 가정간호 

이용 특성 7문항, 신체상태 평가도구 12문항, 가정간호 만족도 10문항, 행

위별 만족도 1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

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 119명의 성별은 남자 49.6%, 여자 50.4%였으며, 평균연

령은 62.4세 였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이상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은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78.1%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이 64.7%

였고,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73.1%였다. 대상자의 현 가족구성원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대상자가 49.6%로 가장 많았고, 주 보호자는 배우

자가 51.3%였다. 95.0%가 의료보험 대상자였으며, 종교는 가톨릭이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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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다. 질환별로는 악성종양이 47.9%로 가장 많았고, 35.3%의 대

상자에서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의식상태는 명료가 87.4%였고, 대상자

의 58.8%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수술 후 의뢰된 대상자가 

50.4%였고 의뢰 당시 욕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24.4%였다. 가정간호 

의뢰 경로는 입원이 77.3%였고, 가정간호 제공기간은 평균 4.0개월로 1개

월 이내가 40.3%로 가장 많았다. 가정간호 총 방문횟수는 평균 16.2회였고, 

5회 이상 9회 이하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월 방문 횟수는 8회 이상이 

73.9%였다. 가정간호 소요 시간은 평균 36.2분이었고, 30분 이상 59분 이

하가 73.1%로 가장 많았다. 

 

2. 전체 가정간호 영역 중 교육 및 훈련이 88.2%로 가장 많은 환자에게 

제공되었고, 의뢰가 5.9%로 가장 적었다. 

 

3. 종결 사유는 호전이 60.5%로 가장 많았고, 가정간호 등록시 신체상태

는 가정간호 대상자인 Level Ⅱ가 88.2%로 가장 많았다. 등록 시 가정간호 

대상자로 분류된 Level Ⅱ의 대상자 중 종결시 문제가 해결되어 Level Ⅰ으

로 사정된 대상자가 70.0%로 가장 많았고, 등록시 입원대상자로 분류된 

Level Ⅲ의 대상자중 사망으로 종결된 대상자가 75.0%로 가장 많았다. 

 

4. 전체적인 대상자들의 가정간호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의사소통의 충분성’

으로 3.59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주 보호자의 편리성’으로 

3.01점이었다. 제공된 간호 행위별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38점이었

으며, 10명 이상이 제공 받은 행위에서 상처소독(단순드레싱)이 3.6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교육 및 훈련이 3.3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가정간호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는 없었고,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수술 후 의뢰된 대상자(t=.784, 

p=.040),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t=.980, p=.012)에서 그렇지 않은 



 vi 

대상자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교육 및 훈련 영역이 가정간호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제

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점 만점에 3.3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간호 대상자의 질환별 교육 요구도 사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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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현대의 다변화하는 추세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서

비스에 대한 요구는 1989년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후 날로 증가하고 있

다. 급격한 의료요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간호사업을 도입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가정간호 사업은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하나로 가정간호사를 신설하여 가정간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실시한 ‘1차 가

정간호사업’이 4개 진료기관에서 시행되었고, 1997년부터 ‘2차 병원중심 가

정간호 시범사업’을 45개의 진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2001년 2

월부터는 가정간호를 전담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이 확보된 

병원은 어디나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

간호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6년 2월말 현재 150개소의 

병원(가정간호사회, 2006)에서 가정간호가 시행 될 만큼 보편화되고 발전되

어 왔다. 

1차 가정간호 사업의 가정간호 대상자는 암환자, 뇌혈관 질환자, 만성 폐

쇄성폐질환자, 제왕절개 환자(황나미, 1996)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가

정에서 치료, 교육 · 상담, 예방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간호 제공 기관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넓어진 배

경은 가정간호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가 산업화, 핵가족화 

되어 감에 따라 점차 가족들의 수발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의 

개발과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의료비가 증가되고 사회 ·의료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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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의 의료 요구도를 증가시켜 대부분의 종합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병원의 병상수와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

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2001). 이로 인해 의료비 절감과 병상회전율을 높

이기 위해 입원기간이 단축되면서 가정에서의 의료 요구가 증가되었고, 질

병의 양상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함에 따라 장기관리에 대한 요구가 급

증하였으며 가정에서도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가정용 의료기기의 보급

이 증가되어 가정에서도 환자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정간호의 수요와 이

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정간호 대상자와 가정간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간호사업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의문이 연구 문제

로 제기된다. 가정간호 사업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간호의 질적인 보

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단계로 가정간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

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가정간호의 결과는 대상자의 삶의 질의 변화, 비용, 증상경

감 여부, 신체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정도, 안녕감, 가정에서의 유지성, 

처방된 치료와 관리수행, 진단 · 치료 · 관리에 대한 지식, 가족의 부담 그리

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Sorgen, 1986). 

그러므로 가정간호 대상자의 신체상태의 변화와 종결사유 및 만족도 측정

은 가정간호사업의 결과를 보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

정간호의 내용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가정간호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가정간호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간호 이용 요구에 대한 

연구 (김은주, 1991; 최화영, 2001; 김진선, 1989; 권인수, 은영, 1999; 조윤

희, 1990; 김귀재, 1994; 유영미, 1998; 소희영, 송애랑, 2000) 와 가정간호 

사업의 내용 및 만족도 연구(권숙 등,1998; 김정남 등,2000; 임소정, 2003; 

양은희, 2002; 김덕선, 2003)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가정간호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높고 가정간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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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3차 의료기관에

서 제공한 가정간호 내용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3차 병원에서 제공한 가정간호 내용을 파악하고 만

족도를 분석함으로써 가정간호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는 일개 3차 의료기관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한 가정간호의 

내용과 종결상태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제공받은 가정간호의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가정간호 대상자의 종결상태(신체상태의 변화, 종결사유)를 파악한다.  

셋째. 가정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3. 3. 3. 3. 용어용어용어용어    정의정의정의정의    

 

 

1) 1) 1) 1)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질병이나 고통, 또는 만성질환 및 상해로 인한 장기간의 불구제한이 있는 

개인과 가족이 최적의 건강, 활동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는 가정과 연계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보건복지부, 2001), 본 연

구에서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주치의의 처방에 의거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제

공한 간호로서 가정간호 업무편람(보건복지부, 2001)에 제시된 기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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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및 주사, 검사, 치료적 간호,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등 7개 영역에 

대해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시  

필수 측정 항목인 신체사정 및 활력징후 항목은 제외하였다. 

    

    

2) 2) 2) 2) 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    

 

가정간호 대상자의 신체상태로서, 신체상태 평가는 세브란스 병원 가정간

호시범사업소(1997)에서 개발한 신체상태 평가도구로 신체상태 12영역(활

력증상, 의식수준, 영양, 호흡, 피부, 감각 및 운동, 배뇨 및 배변, 일상생활

활동, 이동, 정서상태 및 적응, 보조인력, 시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

은 Level Ⅰ, Ⅱ ,Ⅲ로 구성되는데 Level Ⅰ은 환자문제가 경증 또는 회복

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Level Ⅱ는 환자문제가 중등증으로 전문인력의 간

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며, Level Ⅲ는 환자문제가 중증수준으

로서 전문인력의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로 되는 상태이다. 

    

    

3) 3) 3) 3)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환자의 만족도는 이용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선호로서, 환자가 기

대하는 서비스와 환자가 실제로 제공받고 느낀 서비스에 대한 일치 수준이

다(Risser, 1975).  

가정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LOPSS 도구(La Monica, Oberst & 

Madea, 1986)를 기초로 황나미(1996)가 번안하여 사용한 13문항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10개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1점에서 4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행위별 만족도는 가정간호 주 의뢰 내용으로 제공되는 간호 행위에 대한 

환자의 만족과 건강 도움정도를 말하며, 대상자에 따라 1개에서 3개의 행위

별로 측정된 점수로 1점에서 4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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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4. 4. 4.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1. 만족도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대와 충족간의 차이를 규명

할 수 없었다. 

2. 종결시점이 7개월 이내인 대상자들이었으므로 회상의 한계가 있다. 

 

 

 

 

 

 

 

 

 

 

 

 

 

 

 

 

    

    



 6 

ⅡⅡⅡⅡ. . . . 문문문문    헌헌헌헌    고고고고    찰찰찰찰    

 

 

1. 1. 1. 1. 가정가정가정가정    간호간호간호간호    

 

 

가정간호는 퇴원 후 재가 환자의 계속적인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미국의 HCC(Home Care Coalition)에서는 “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의학적 치료결과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가정에서 질병,장애 또는 만성적인 상태의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방법, 일상

적 서비스, 가사지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소모품과 의료장비 

및 부수적 서비스로서 일차적, 예방적 간호 그리고 재활간호 및 장기적인 

간호를 포함한다”  라고 정의 하였다(Fitzpatrick,1996). 

 오늘날 미국에서의 가정간호는 의료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중

의 하나로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AHA)(1992)의 연구에서 미국 

병원 내 가정간호가 1980년대에서 1990년 사이 거의 3배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간호사업은 1974년 원주기독병원 내 지역사회 보건간호과

를 개설하여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안되는 환자들에게 병원치료의 연장선상

에서 간호를 하고자 시행되었다. 이 때의 가정간호는 최소한의 병원비용으

로 입원치료와 동일한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

이 있었다(서향숙, 1996).  

 이를 기초로 1980년대 후반에 대한간호협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

지부에 가정간호사제도의 설치를 건의하여, 1990년 1월 9일 의료법 시행규

칙 제 54조의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 제 4항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전

문 간호사를 포함시켜 가정전문 간호사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1994년 9월부터 7여년에 걸친 1,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

료수요에 대한 충족과 이용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가정간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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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01년 2월 1일부터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

료기관에서는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6년 2

월 현재 가정간호 사업 의료기관은 총 150개소로 종합병원은 104개소, 병

원 37개소, 의원 9개소이다(가정간호사회, 2006). 

 가정간호 사업의 목적은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이용

편의, 고통경감, 보건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의료비 절감 유도, 보건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유지 · 증진하는데 있다. 

 가정간호 요양급여기준에서 정의한 가정간호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중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관리가 필요하

다고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전문간호

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 가정전문서비스를 통한 치료 및 간호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입원이나 불

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입원대체 서비스로 정

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국내외 여러 학자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간호는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

자들에게 예방적, 지지적, 치료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의 의뢰나 개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

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개인

과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간호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정영숙 등, 1991; 홍여신 등, 1990). 

그러므로 가정간호란 치료, 교육, 상담을 포함한 전체적 간호를 수행함으

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회복, 건강유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기본간호, 검사,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로 구성된 총 7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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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기본간호는 환자상태에 대한 사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치의 처방 없이도 

가정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한 것으로 건강상태 파악, 

혈압측정, 온/냉 요법, 체위변경 등의 간호행위를 포함한다. 

검사 영역은 주치의가 처방한 검사 중 가정에서 실시 가능한 검사항목으

로 혈액, 대/소변, 가래, 상처분비물 등의 검사 수집과 당뇨 검사 등으로 이

루어진다. 

투약 및 주사 영역은 주치의의 처방아래 혈관주사, 근육주사, 내복약 투

약관리, 수액감시 및 관찰, 기타 외용약 및 안약 투여가 포함된다. 

치료적 간호영역은 주치의의 처방아래 욕창을 비롯한 상처소독, 봉합선 

제거, 각종 튜브 교환 및 간호, 장루간호, 관장, 치료용 삽관 세척 및 간호, 

신생아 처치 및 간호 등을 포함한다. 

교육 및 훈련 영역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식이요법, 위관영양법, 활동요법, 감염증상 판별법, 전반적

인 당뇨교육, 상처/기구 소독법, 장비 사용법, 개인위생법 등이 이에 포함된

다. 

상담 영역은 환자상태나 재입원 상담 가족문제 상담 등을 포함하며 의뢰

는 타 가정간호사업소나 보건소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가정간

호 내용에 포함된다. 

병원중심 시범사업(황나미, 1996)에 의한 가정간호 이용 결과를 살펴보면, 

이용환자 2명중 1명에게 제공된 내용은 ‘섭취량/배설량 체크’ , ‘식이요법 교

육’ , ‘약물요법 교육’ , ‘증상상태 및 위험요인 교육’  이며 이용환자 3~4명 중 

1명에게 제공된 내용은 ‘활동요법교육’ , ‘상처치료’ , ‘봉합선 제거’ , ‘신생아 

관리 및 처치’  등으로 교육 및 상담 항목이 다빈도 제공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범 4개 병원 모두 뇌혈관 질환자에게 가장 많은 가정간호가 제공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간호, 치료적 간호, R.O.M 훈련과 약물요법, 

증상상태 및 위험요인에 대하여 주로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중심 가정간호 내용을 분석한 장인순과 황

나미(2001)의 조사에서는 가정간호의 내용을 치료적 간호, 검사, 투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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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훈련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뇌혈관질환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 가정간호 항목은 총 43종이었다. 단순 뇌혈관질환자에게서 수행빈도

가 높은 항목으로는 위관영양, 방광세척/요도세척, 도뇨관 삽입/단순도뇨, 

비위관 교환 및 관리, 비강내 흡인/구강내 흡인, 기관절개관 간호, 피부간호

/피부마사지, 욕창간호 등의 순이며, 복합 뇌혈관 질환자에게 제공된 가정간

호 내용들은 R.O.M 운동, 욕창간호, 도뇨관 삽입/단순도뇨, 위관영양, 피부

간호/피부맛사지, 비강내 흡인/구강내 흡인, 비위관 교환 및 관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권숙 등(1998)에 의하면 가장 빈번하게 실시된 가정간호 내용은 활력징

후 측정 92.7%, 상태변화 및 사정 92.0%, 주사 86.0%, 투약 62.8%, 체위

변경 61.6%, 영양관리 56.7% 순으로 높았고 반면 비위관 간호 1.8%, 기관

절개간호 3.7%, 배변배뇨운동 7.3%, 의뢰 및 협조 9.8%, 검사물 의뢰 

9.8% 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간호가 기본간호 및 투약 및 주사 영

역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간호사회 주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유호신 등,2000)에 의하면 제공된 가정간호 제공 내용을 크

게 기본간호, 검사, 투약 및 주사, 교육 및 상담, 치료적 간호, 훈련 및 기타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본간호에 해당되는 간호 제공이 18.7%, 검사 

1.0%, 투약 및 주사 1.0%, 교육 및 상담 34.9%, 치료적 간호 24.4%, 호흡 

및 운동 등의 훈련 14.5%, 그 외에 기타로 분류되는 서비스 5.6%로 밝혀

졌다.  

김덕선(2003)의 일 3차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간호 영역 

중 교육 및 훈련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다음이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순

이었으며, 검사 및 의뢰는 제공횟수가 가장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간호 제공 내용은 대상자나 기관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주로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교육 및 상담 영

역의 간호 제공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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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만족도 조사는 간호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관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제공된 간호에 대한 긍정적 서술 또

는 구두 표현으로 측정한다. 간호는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

의 만족도는 간호제공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Tomas & Bond, 1996). 

국내 선행연구로는 황나미(1996), 권숙 등(1998), 김정남 등(2000), 김덕

선(2003), 조미자와 현혜진(1995), 서향숙(1996), 김선숙 등(1998)의 연구

가 있으며, 가정간호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

자가 가정간호에 대해 표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겠느

냐는 질문에는 9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치료에 대한 설명, 지속

성, 신뢰감, 정서적 안정감 등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황나미(1996)의 연구에서는 6개 영역의 13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최대평점을 4점으로 하고 최하평점을 1점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가정

간호에 대한 만족수준은 평균 3.0점으로 만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빈도 질환별 만족도에서는 제왕절개 환자가 3.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잠복고환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질환별로 가장 높은 

만족내용을 제시해 보면 공히 ‘의사소통의 충분성’이 3.3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암과 뇌혈관질환은 여기에 ‘비용절감’에 대한 만족이 추가되었다. 만족

도가 가장 낮은 내용은 암환자의 경우 ‘교육 및 상담의 유용성’이었으며 뇌

혈관질환자에서는 ‘가족의 편의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 만족도에 대한 권숙과 남철현(1998)의 연구에서는 80점 만점에 

68.85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일반 특성별로는 여자, 59세 이

하, 농촌거주자, 의료보호대상자, 고졸이상의 학력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가정간호 이용 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2회에서 3회가 

71.25점으로 가장 높았고 10회 이상도 70.62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 제공 

시간에 있어서는 30분 이하 보다  1시간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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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서울시 간호사회 가정간호 시범사업 조사결과(1997)에서 간호 제

공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

여 간호 제공 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조미자와 현혜진(1995)의 연구에서는 13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로 각 

문항의 최대평점을 3점으로 하고 최하평점을 1점으로 하여 39점 만점으로 

하였다. 이 중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봐준다’가 평점 

2.75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서향숙(1996)의 연구에서 가정간호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13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로 각 문항의 최대평점을 2점으로 하고 최하평점을 0점으

로 하여 26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각 항목의 전체평균은 2점 만점에 1.27

점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김덕선(2003)의 연구에서는 제공된 가정간호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16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사용한 결과에서 각 항목 평균 3.36점으로 비

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여자, 60세 이상 70세 미만, 일상활동 

정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 월 수입이 많을

수록, 진단명에서는 악성 종양인 대상자, 의식수준이 명료한 대상자에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간호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총 

방문횟수가 10회 이상 20회 미만, 월 방문 횟수가 8회 이상인 경우, 간호 

제공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종결 시 환자 상태가 사망인 경

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김선숙 등(1998)의 연구에서는 의식인 혼돈인 상태가 정상이나 무의식 때

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활동정도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는 독립적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자가 

만족도가 높았고, 욕창, 특수기구 부착 등의 유무와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 의료보험 

대상자, 39만원 이하의 월 수입이 있는 대상자에서 각각 높은 만족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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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월 수입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 김덕선(2003)과 우경

숙(199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가정간호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가

정간호 방문횟수가 많고 제공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가

정간호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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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연연연    구구구구    방방방방    법법법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설계설계설계설계    

 

 

본 연구는 일개 3차 의료기관에서 가정전문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가정

간호의 내용과 종결상태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C대학 부속병원에서 가정간호를 제공 

받고 2005년 10월 1일에서 2006년 3월 31일 사이에 가정간호가 종결된 

환자로 종결시점이 1~7개월 이내의 167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 

기록미비 18명, 설문거부 9명, 연락불가 21명으로 총 48명을 제외한 119명

이 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4회 이상의 가정간호를 제공 받고 종결된자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질문에 응한자. 

 

 

3. 3. 3. 3.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일반적특성 10문항, 질병관련 특성 

7문항, 가정간호 이용 특성 7문항, 신체상태 평가도구 12문항, 가정간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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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10문항, 행위별 만족도 1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1) 1) 1) 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    평가도구평가도구평가도구평가도구    

    

대상자의 신체상태 평가도구는 세브란스 병원 가정간호시범사업소(1997)

에서 개발한 신체상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상태 12영역(활력증상, 

의식수준, 영양, 호흡, 피부, 감각 및 운동, 배뇨 및 배변, 일상생활활동, 이

동, 정서상태 및 적응, 보조인력, 시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Level Ⅰ, Ⅱ ,Ⅲ로 구성되는데 Level Ⅰ은 환자문제가 경증 또는 회복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Level Ⅱ는 환자문제가 중등증으로 전문인력의 간헐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며, Level Ⅲ는 환자문제가 중증수준으로서 

전문인력의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로 되는 상태이다. 

신체상태를 평가하여 12개 영역에서 모두 Level Ⅰ으로 평가된 경우는  

퇴원대상자로 간주한다. 12개 영역에서 Level Ⅱ가 1개 이상이고 Level Ⅲ

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가정간호요구 대상자로 간주한다. 12개 영역

에서 Level Ⅲ가 1개 이상 평가된 경우는 입원치료 대상자임을 의미한다. 

 

 

2) 2) 2) 2)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LOPSS 도구(La Monica, Oberst & Madea, 1986)를 기초

로 황나미(1996)가 번안하여 사용한 13문항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항별 4점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6이었다.  

    

    

    



 15 

4. 4. 4. 4. 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    기간기간기간기간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며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가정간호 이용 특성은 환자 기록을 통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가정간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화를 이용하여 연구

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안부를 물은 후 일대일 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환자가 직접 응답한 경우가 67명(56.3%), 주 

보호자가 응답한 경우가 52명(43.7%)이었다. 자료 수집 후 환자나 보호자

가 별도의 간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였다.  

 

 

5. 5. 5. 5.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및 가정간호 이용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가정간호 내용, 대상자의 종결상태(신체상태 변화, 종결사유)는 실수

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3. 가정간호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

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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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연연연    구구구구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1) 1) 1) 1)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19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9명(49.6%), 여자 60명(50.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2.4세 였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이상이 44명(37.1%)으로 가장 많았

고 중졸이하가 42명(27.7%), 고졸이 33명(27.7%)이었다. 

 직업은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93명(7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상태

는 중이 77명(64.7%)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는 있는 대상자가 87명

(73.1%)이었으며, 미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32명(26.9%)이

었다. 

 대상자의 현 가족구성원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대상자가 59명

(49.6%)으로 가장 많았고, 주 보호자로는 배우자가 61명(51.3%), 자녀 또

는 며느리가 37명(31.1%)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형태를 보면 직장이나 지역 의료보험이 113명(9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호가 5명(4.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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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9)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명(%) 

남  59(49.6) 
성별 

여  60(50.4) 

49세 이하 22(18.5) 

50-69세 59(49.6) 나이 

70세 이상 

62.4±15.3 

38(31.9) 

중졸이하  42(35.2) 

고졸  33(27.7)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44(37.1) 

유  26(21.9) 
직업 

무  93(78.1) 

상  32(26.9) 

중  77(64.7) 경제 상태 

하  10(8.4) 

유  87(73.1) 
배우자 

무  32(26.9) 

배우자  28(23.5) 

자녀 혹은 손자  20(16.8) 

배우자와 자녀  59(49.6) 
현 가족구성원 

기타  12(10.1) 

배우자  61(51.3) 

자녀/며느리  37(31.1) 주 보호자 

기타  21(17.6) 

의료보험  113(95.0) 

의료보호  5(4.2) 의료보장 

기타  1(0.8) 

가톨릭  42(35.3) 

기독교  28(23.5) 

불교  14(11.8) 
종교 

무교  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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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질병관련질병관련질병관련질병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가정간호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표 2>와 같다 

 

대상자들의 진단명은 악성종양이 57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

격계 질환 31명(26.0%), 뇌혈관 질환 20명(16.8%)이었다.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42명(35.3%)으로 그 중 고혈압이 17

명(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가 12명(10.1%)이었고 고혈압,당뇨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7명(5.9%)이었다. 

의식상태는 명료가 104명(87.4%)으로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

으며 일상생활 정도는 독립적이 70명(58.8%), 부분의존이 26명(21.9%), 완

전의존이 23명(19.3%)이었다. 

전체 가정간호 대상자 중 수술 후 조기 퇴원된 상태로 의뢰된 대상자는 

60명(50.4%)이었고, 의뢰 당시 욕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29명(24.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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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n=119) 

질병 특성 구분  명(%) 

악성종양  57(47.9) 

뇌혈관 질환  20(16.8) 

근골격 질환  31(26.0) 

호흡기 질환  3(2.5) 

비뇨기 질환  2(1.7) 

심장 질환  2(1.7) 

간 질환  2(1.7) 

진단명 

기타  2(1.7) 

무  77(64.7) 

유  42(35.3) 

               고혈압 17(14.3) 

               당뇨 12(10.1) 

               고혈압 ·당뇨 7(5.9) 

동반 질병 

               기타  6(5.0) 

명료  104(87.4) 
의식상태 

혼돈/혼미/무의식  15(12.6) 

독립적  70(58.8) 

부분 의존  26(21.9) 
일상생활 

수행정도 
완전 의존  23(19.3) 

유  60(50.4) 의뢰시  

수술여부 무  59(49.6) 

유  29(24.4) 의뢰시  

욕창여부 무  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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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이용이용이용이용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자의 가정간호 이용 특성은 <표 3>과 같다. 

가정간호 의뢰경로는 입원상태에서 퇴원시 의뢰된 대상자가 92명(77.3%)

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재원기간은 13.4일이었다. 외래 진료시 의뢰된 

대상자는 27명(22.7%)이었다. 

가정간호 제공기간은 평균 4.0개월로 1개월 이내가 48명(40.3%)으로 가

장 많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가 30명(31.9%),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가 14명(11.8%), 6개월 이상 가정간호를 이용한 대상자는 19명(16.0%)이었

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총 방문횟수는 평균 16.2회였고, 5회에서 9회가 45명

(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10회에서 19회가 29명(24.4%), 20회 이상이 

24명(20.2%)이었다. 월 방문 횟수는 8회 이상이 88명(73.9%)으로 7회 이

하 31명(26.1%) 보다 많았다. 

가정간호 소요 시간은 평균 36.2분이었고, 30분에서 59분이 87명(73.1%)

으로 가장 많았고 29분 이하가 21명(17.6%), 60분 이상이 11명(9.3%)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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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가정간호 이용 특성                                  (n=119) 

가정간호 이용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빈도(%) 

외래  27(22.7) 가정간호 의뢰경로 

(재원일) 입원 13.4±14.0 92(77.3) 

1개월 이내 48(40.3) 

1 ~ 3개월 이내 38(31.9) 

3 ~ 6개월 이내 14(11.8) 

 

가정간호 제공기간 

(개월) 
6개월 이상 

4.0±8.1 

19(16.0) 

4회 21(17.6) 

5 ~ 9회  45(37.8) 

10 ~ 19회 29(24.4) 

 

총 방문횟수 

(회) 
20회 이상 

16.2±22.8 

24(20.2) 

7회 이하  31(26.1) 
월 방문 횟수 

8회 이상  88(73.9) 

29분 이하 21(17.6) 

30 ~ 59분  87(73.1) 

 

가정간호 소요시간 

(분) 60분 이상 

36.2±13.0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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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내용과내용과내용과내용과    제공받은제공받은제공받은제공받은    대상자수대상자수대상자수대상자수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가정간호 내용과 제공 받은 대상자수는  

<표 4>와 같다. 

전체 가정간호 영역 중 교육 및 훈련이 105명(88.2%)으로 가장 많은 대상

자에게 제공되었고, 다음이 치료적 간호 89명(74.8%), 투약 및 주사 82명

(68.9%) 순이었다. 검사와 의뢰는 39명(32.8%), 7명(5.9%)으로 제공 받은

대상자수가 가장 적었다. 

 구체적으로 가정간호 제공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간호를 제공 받은 대상자

수는 47명(39.5%)이었으며, 이 중 섭취량/배설량 조사가 28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체위변경이 18명(15.1%), 구강간호가 6명(5.0%)이었다. 검사 

영역의 간호를 제공 받은 대상자수는 39명(32.8%)으로, 혈액검사가 17명

(14.2%), 미생물 배양검사 15명(12.6%), 반정량 혈당검사가 12명(10.1%)이

었다. 

 교육 및 훈련 영역의 간호는 105명(88.2%)이 제공 받았으며 수액감시 및 

관리법이 66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식이요법 32명(26.8%), 체위변경

법 27명(22.6%) 순이었다. 투약 및 주사 영역의 간호를 제공 받은 대상자

수는 82명(68.9%)으로 일반수액제재의 혈관주사가 66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액감시 및 관찰이 52명(43.6%), 내복약 투약관리가 24명(20.1%) 

순이었다.  

치료적 간호 영역의 간호를 제공 받은 대상자수는 89명(74.8%)으로 상처

치료(단순드레싱)가 43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욕창간호 및 치료가 23

명(19.3%), 봉합선 제거가 22명(18.4%) 순이었다. 상담영역의 간호를 제공

받은 대상자수는 79명(66.4%)으로 환자상태 상담이 67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주 보호자 및 가족문제 상담이 15명(12.6%)이었다. 의뢰영역의 간

호를 제공받은 대상자수는 7명(5.9%)으로 타 기관의뢰가 6명(5.0%)이었고, 

이사 등으로 인해 타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의뢰된 경우가 1명(0.8%)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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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가정간호 내용 및 제공 받은 대상자수                  (n=119) 

가정간호 영역 및 내용 제공 받은 대상자수(%) 순위 

기본간호기본간호기본간호기본간호    44447(39.5)7(39.5)7(39.5)7(39.5)     5 

섭취량/배설량 조사 28(23.5) 1111    

      체위변경 18(15.1) 2222    

      구강간호 6(5.0) 3333    

      등 · 발 마사지 2(1.7) 4 

검사검사검사검사    33339999(32.8)(32.8)(32.8)(32.8)     6 

      혈액검사 17(14.2) 1111    

      미생물 배양검사 15(12.6) 2222    

반정량 혈당검사 12(10.1) 3333    

      소변검사 5(4.2) 4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훈련훈련훈련훈련     105(88.2)105(88.2)105(88.2)105(88.2)     1111    

      수액감시 및 관리법 66(55.4) 1111    

      식이요법 32(26.8) 2222    

      체위변경법 27(22.6) 3333    

      상처/기구 소독법 26(21.8) 4 

      감염증상 판별법 21(17.6) 5 

      활동요법 20(16.8) 6 

      운동요법 9(7.5) 7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법 7(5.8) 8 

      위관영양법 7(5.8) 8 

      개인위생관리법 7(5.8) 8 

      투약방법 5(4.2) 9 

      관장법 2(1.6) 9 

      고/저 혈당시 응급처치 5(4.2) 9 

반정량 혈당검사법 4(3.3) 10 

인슐린 자가주사법 3(2.5) 11 

      방광훈련법 2(1.6) 12 

의뢰의뢰의뢰의뢰     7(5.9) 7(5.9) 7(5.9) 7(5.9)        7 

타 기관  6(5.0) 1111    

타 가정간호 기관  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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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정간호 내용 및 제공 받은 대상자수(계속)             (n=119)    

가정간호 영역 및 내용 대상 받은 대상자수(%) 순위 

투약투약투약투약    및및및및    주사주사주사주사            82(68.9)82(68.9)82(68.9)82(68.9)     3333    

      일반수액제재 혈관주사 66(55.4) 1111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52(43.6) 2222    

      내복약 투약관리 24(20.1) 3333    

피하주사 7(5.8) 4 

      항생제 혈관주사 4(3.3) 5 

      마약진통제 혈관주사 4(3.3) 5 

치료적치료적치료적치료적    간호간호간호간호    89(74.8)89(74.8)89(74.8)89(74.8)     2222    

      상처치료(단순 드레싱) 43(36.1) 1111    

      욕창간호 및 치료 23(19.3) 2222    

봉합선 제거 22(18.4) 3333    

      정체 도뇨관 교환 및 간호 20(16.8) 4 

관절운동 13(10.9) 5 

      비위관 교환 및 관리 12(10.0) 6 

      치료용 삽관 세척 및 간호 10(8.4) 7 

      비구강 내 흡인/구강 내 흡인 9(7.5) 8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7(5.8) 9 

회음부 간호 7(5.8) 9 

      산소요법 5(4.2) 10 

      관장(글리세린) 4(3.3) 11 

위관영양 4(3.3) 11 

      방광세척/요도세척 4(3.3) 11 

      염증성 처치 3(2.5) 12 

      쇄골하정맥관 간호 3(2.5) 12 

      장루간호/인공 결장루 간호 2(1.6) 13 

 상담상담상담상담    79(66.4)79(66.4)79(66.4)79(66.4)     4 

환자상태 상담 67(56.3) 1111    

주보호자 및 가족문제 15(12.6) 2222    

재입원 상담 7(5.8)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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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종결상태종결상태종결상태종결상태    

    

    

1) 1) 1) 1) 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    변화변화변화변화        

 

 가정간호 대상자의 신체상태 변화는 <표 5>과 같다. 

환자의 신체상태는 신체상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가정간호 등록시 상태와 

종결시 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가정간호 등록시 상태별로는 가정간호 

대상자인 Level Ⅱ가 105명(88.2%), 입원대상자인 Level Ⅲ가 12명

(10.1%), 퇴원대상자인 Level Ⅰ이 2명(1.7%) 순이었다. 

가정간호 등록시 상태와 종결시 상태를 비교해 보면 가정간호가 필요 없

는 Level Ⅰ의 2명은 종결시에도 Level Ⅰ으로 나타났다.  

등록시 가정간호 대상자로 분류된 Level Ⅱ의 대상자 105명 중에서 종결

시 의뢰 문제가 호전되어 Level Ⅰ으로 사정된 대상자가 64명(70.0%)이었

고, 예정된 재입원 또는 환자나 보호자의 거부, 이사 등으로 인한 타기관 

의뢰로 인해 가정간호가 계속 필요한 Level Ⅱ의 상태에서 종결된 대상자

가 18명(17.1%)이었으며, 기존상태 악화나 다른 문제로 인하여 입원대상자

인 Level Ⅲ로 넘어간 대상자가 3명(2.9%)이었으며, 사망으로 종결 처리된 

대상자가 20명(19.0%)이었다. 

등록시 입원대상자로 분류된 Level Ⅲ의 환자 12명의 종결사유를 보면 

상태 호전으로 Level Ⅰ이 1명(8.3%)이었고, 상태가 약간 호전되거나 그대

로인 상태에서 재입원한 Level Ⅱ, Level Ⅲ 대상자가 각각 1명(16.6%)이

었으며, 사망한 대상자가 9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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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신체상태 변화                                           (n=119) 

등록시 

신체상태 
명(%)  

종결시 

신체상태 
명(%) 

Level Ⅰ 2(1.7)  Level Ⅰ 2(100.0) 

     

Level Ⅱ 105(88.2)  Level Ⅰ 64(70.0) 

   Level Ⅱ 18(17.1) 

   Level Ⅲ 3(2.9) 

   사망 20(19.0) 

     

Level Ⅲ 12(10.1)  Level Ⅰ 1(8.3) 

   Level Ⅱ 1(8.3) 

   Level Ⅲ 1(8.3) 

   사망 9(75.0) 

 

    

2) 2) 2) 2) 종결사유종결사유종결사유종결사유    

    

가정간호 대상자의 종결사유는<표 6>와 같다. 

종결사유는 호전이 72명(60.5%)이었고, 사망이 30명(25.2%), 재입원 8명

(6.7%), 타기관 의뢰 7명(5.9%), 환자나 보호자의 거부로 종결된 대상자가 

2명(1.7%)이었다. 

 

<표 6> 가정 간호 종결 사유                                          (n=119) 

구분 실수 백분율(%) 

호전 72 60.5 

사망 30 25.2 

재입원 8 6.7 

타기관 의뢰 7 5.9 

환자/보호자 거부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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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가정간호 만족도와 제공된 간호 행위별 만족도로 서술하였으며,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1) 1) 1)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제공된 가정간호의 만족도는 <표 7>과 같다. 

대상자들의 가정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이상이 6개 항목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개 문항 중 ‘의사소통의 충분성’이 3.59점으로 점

수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3.51점,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이 3.41점, ‘치료기술의 숙련성’이 3.41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점수

가 낮은 항목은 ‘주 보호자의 편리성’으로 3.01점이었다. 

 

 

<표 7> 가정간호 만족도                                              (n=119) 

항목 평균±표준편차 

의사소통의 충분성 3.59±0.50 

치료시간의 충분성 3.35±0.48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 3.41±0.57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 3.51±0.56 

치료기술의 숙련성 3.41±0.58 

심리적 안정성 3.15±0.78 

주 보호자의 편리성 3.01±0.73 

진료에 대한 지속성 3.16±0.59 

건강관리 도움정도 3.31±0.51 

진료비의 절감성 3.33±0.62 

전체 3.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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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행위별행위별행위별행위별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가정간호 행위별 만족도는 <표 8>과 같다. 

행위별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38점이었으며, 10명 이상이 제공 받

은 간호 행위에서 ‘상처소독(단순드레싱)’이 3.61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봉합사 제거’ 3.50점, ‘비위관 교환 및 관리’가 3.43점의 순이었다. ‘교육 

및 훈련’은 3.3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8> 가정간호 행위별 만족도                                       (n=119) 

항목 명(%) 평균 ± 표준편차 

수액주사 62(52.1) 3.32±0.60 

교육 및 훈련 38(31.9) 3.31±0.51 

상처소독(단순 드레싱) 34(28.6) 3.61±0.34 

욕창 간호 및 치료 17(14.3) 3.34±0.44 

정체도뇨관 교환 및 간호 16(13.4) 3.37±0.67 

봉합사 제거 16(13.4) 3.50±0.56 

비위관 교환 및 관리 12(10.1) 3.43±0.26 

호스피스 간호 8(6.7) 3.45±0.52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7(5.9) 3.31±0.38 

검사 5(4.2) 3.52±0.51 

중심정맥관 간호 4(3.4) 3.30±0.82 

항생제 주사 3(2.5) 3.60±0.40 

기타 7(5.9) 3.66±0.46 

전체  3.3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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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만족도는 <표 9>와 같다. 

대상자의 나이,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주보호자, 종교

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만족도                           (n=119) 

특성 구분 만족도(M±SD) t or F p 

남 33.28±4.16 0.683 0.934 
성별 

여 33.35±3.92     

49세 이하 32.27±4.13 1.905 0.153 

50-69세 33.10±4.29   나이 

70세 이상 34.26±3.36   

중졸 이하 33.71±3.43 0.110 0.431 
교육정도 

고졸 이상 33.10±4.31   

유 33.53±4.50 0.270 0.755 
직업 

무 33.25±3.90   

상 32.06±4.15 2.370 0.098 

중 33.68±3.99   경제상태 

하 34.50±3.10   

기혼 33.52±3.99 1.706 0.091 
결혼상태 

미혼 31.36±4.00   

배우자 32.39±4.03 1.446 0.240 

자녀 또는 손자 34.00±3.78   현 가족구성원 

배우자와 자녀 33.83±4.00   

배우자 33.60±4.02 0.157 0.855 

자녀/며느리  33.78±3.62   주 보호자 

없슴 33.00±5.63   

가톨릭 32.50±4.17 1.488 0.221 

기독교 33.67±3.55   

불교 35.00±4.01   
종교 

무교 33.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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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이용이용이용이용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대상자의 질병 및 가정간호 이용 특성에 따른 환자 만족도는 <표 10>과 

같다. 

 동반질병에서 현재의 질환 외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만족

도가 34.57점으로 단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보다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t=.980, p=.012). 

 가정간호 의뢰 시 수술 후 의뢰된 대상자가 34.06점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된 대상자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784, p=.040). 

가정간호 의뢰경로, 방문횟수, 소요시간, 방문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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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질병 및 가정간호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                    (n=119) 

특성 구분 만족도(M±SD) t or F p 

악성종양 33.19±3.94 0.453 0.637 

뇌혈관 질환 34.15±3.77   진단명 

근골격 질환 33.16±4.57   

유 34.57±3.81 0.980   0.012** 
동반질병 

무 32.63±3.99   

독립적 33.32±4.14 0.573 0.976 
일상활동정도 

도움 필요 33.30±3.89   

명료 33.32±4.10 0.302 0.957 
의식상태 

혼돈/혼미/무의식 33.26±3.53   

유 34.06±3.90 0.784   0.040** 
의뢰 시 수술여부 

무 32.55±4.03   

입원 33.45±4.10 0.337 0.495 
의뢰 경로 

외래 32.85±3.76   

9회 이하 33.25±4.22 0.022 0.978 

10 ~ 19회  33.44±4.00   총 방문 횟수 

20회 이상 33.33±3.61   

7회 이하 33.21±3.92 0.291 0.639 
월 방문 횟수 

8회 이상 33.61±4.34   

59분 이하 33.41±4.08 0.194 0.411 
가정간호 소요 시간 

60분 이상 32.36±3.35   

1개월 이내 33.41±4.33 0.082 0.921 

1 ~ 6개월 이내 33.15±3.91   가정간호 제공기간 

6개월 이상 33.52±3.68   

호전 33.62±3.98 0.867 0.461 

사망 33.33±3.73   

재입원 31.37±4.80   

가정간호 종결 시 

환자 상태 

기타 32.55±4.6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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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논의논의논의논의    

 

 

본 연구에서는 4회 이상 가정간호를 제공 받고 종결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내용과 종결상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과정

에 나타난 가정간호와 관련된 특성과 그에 따른 가정간호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가정간호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2.4세로 60세 이상이 61.3%를 차지하여 가

정간호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인 인구였다. 김정남(2001) 등의 연구, 

권숙과 남철현(1998)의 연구, 서향숙(1996)의 연구, 김덕선(2003)의 연구에

서도 60세 이상의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간호의 주 대

상자가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과 유관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 대상자들을 위해 노인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별로는 악성종양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이 

16.8% 순이었다. 이는 김정남 등 (2001)의 연구, 김덕선(2003)의 3차 병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종 암이 과반수 이상으로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3차 의료기관에서 악성종양의 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말기로 갈수록 중증도가 높아져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암환자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비해 뇌혈관 질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여명이 

길고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보호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

가 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이 커서(서미혜와 오가실, 1993)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기 보다는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돌보기를 원해 가정간호로의 의뢰가 많

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제공자는 배우자(51.3%), 자녀 또는 며느리(31.1%)로 전체의 82.4%

가 직계가족이 간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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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특성상 간병인에 의한 간호보다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간호가 심리적

으로 더 많이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혈육에 대한 의무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간호 사업 내에 가족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간병 도우미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월 방문횟수는 8회 이상이 7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가정간호 서비스가 월 8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9회 이상의 방문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환자가 

월 8회 방문 대상자였다. 대상자의 중증도가 높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

은 환자일 경우 양질의 가정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월 방문 제

한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가정간호 대상자의 등록시 신체상태를 보면 가정간호 등록시 입원치료 대

상자군인 Level Ⅲ의 대상자가 10.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사망으로 종

결된 대상자가 7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종을 앞둔 대상자들에

게 호스피스 간호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정호스

피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결사유는 호전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김정남 등(2000), 김덕

선(2003)의 연구에서 사망이 가장 많았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근골격 질환, 초기 암으로 수술 후 의뢰되어 회복된 대상자가 많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점 3.3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각 항목 중에서 ‘의사소통의 충분성’이 만족도가 가장 높아 황나미(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주 보호자의 

편리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가정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부담감과 

병원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진과의 접촉이 줄어 들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수술 후 의뢰된 환자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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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퇴원 환자에게 가정간

호가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가정간호가 병상회전율을 높일 뿐만 아

니라 환자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질환별 표준화 지침 개발

시 가정간호를 정책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간호 소요시간에서는 59분 이하가 60분 이상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시간 이상(권숙 등,1998),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서울시 간호사회 가정간호 시범사업 조사결과, 1997)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는 달랐으며, 김덕선(2003)의 30분 이상 60분 미만과는 유

사한 결과를 보여 현재의 가정간호 수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소요시간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간호 영역 중에서는 교육 및 훈련이 88.2%로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제공되어 가정간호 방문시 자가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

으나, 10명 이상이 제공 받은 가정간호 행위별 만족도에서는 교육 및 훈련

의 점수가 3.3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

다.  

 교육 영역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김덕선(2003)의 연구

에서는 ‘자가간호 교육’에 대한 항목이 4점 만점에 3.0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남

(2000)의 연구에서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항목이 3점 

만점에 2.54점으로 평균 점수 2.67점 보다 낮아 교육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나미(1996)의 연구에서는 ‘교육 및 상담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 

4점 만점에 3.0점으로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은희(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 및 상담영역이 4점 만점에 3.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전체 평균 점수인 3.5점을 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황나미(1996), 김

덕선(2003)의 연구에서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교

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평균이하의 성적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전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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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낮다는 의미보다는 가정간호 대상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한편으로는 가정

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이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육영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실제적

으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가정간호 대상자의 질환

별 교육 요구도 사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실시된 교육에 대한 일정액의 교육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가 산정

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일개 3차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내용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

과 가정간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가정간호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질환별 교육 요

구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환자 관리 및 가족지지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정간호 월 방문횟수의 탄력적인 조정과 대상자

의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수가 조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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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1.1.1.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일개 3차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가정간호 내용과 종결상태를 

파악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가정간호 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대학 부속병원 가정간호를 4회 이상 제공받고 2005년 10

월 1일부터 2006년 3월 30일 사이에 종결된 환자 167명중 설문에 응한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 119명의 성별은 남자 49.6%, 여자 50.4%였으며 평균연령

은 62.4세 였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이상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78.1%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이 64.7%였고,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73.1%였다. 대상자의 현 가족구성원으로는 배우자

와 자녀인 대상자가 49.6%로 가장 많았고, 주 보호자는 배우자가 51.3%였

다. 95.0%가 의료보험 대상자였으며, 종교는 가톨릭이 35.3%로 가장 많았

다. 질환별로는 악성종양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35.3%의 대상자에서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의식상태는 명료가 87.4%였고, 대상자의 58.8%

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수술 후 의뢰된 대상자가 50.4%였고, 

의뢰 당시 욕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24.4%였다. 가정간호 의뢰경로는 

입원이 77.3%였고, 가정간호 제공기간은 평균 4.0개월로 1개월 이내가 

40.3%로 가장 많았다. 가정간호 총 방문횟수는 평균 16.2회였고, 5회 이상 

9회 이하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월 방문 횟수는 8회 이상이 73.9%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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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간호 소요 시간은 평균 36.2분이었고, 30분 이상 59분 이하가 

73.1%로 가장 많았다. 

 

2. 전체 가정간호 영역 중 교육 및 훈련이 88.2%로 가장 많은 대상자에

게 제공되었고, 의뢰가 5.9%로 가장 적었다. 

 

3. 종결사유는 호전이 60.5%로 가장 많았고, 가정간호 등록시 신체상태

는 가정간호 대상자인 Level Ⅱ가 88.2%로 가장 많았다. 등록시 가정간호 

대상자로 분류된 Level Ⅱ의 대상자 중 종결시 문제가 해결되어 Level Ⅰ

으로 사정된 대상자가 70.0%로 가장 많았고, 등록시 입원대상자로 분류된 

Level Ⅲ의 대상자는 사망으로 종결된 대상자가 75.0%로 가장 많았다. 

 

4. 대상자들의 가정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의사소통의 

충분성’으로 3.59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주 보호자의 편리성’

으로 3.01점이었다. 제공된 간호 행위별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8점이었

으며, 10명 이상이 제공 받은 행위에서 ‘상처소독(단순드레싱)’이 3.61점으

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 및 훈련’은 3.31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가정간호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는 없었고,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수술 후 의뢰된 대상자(t=.784, 

p=.040),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t=.980, p=.012)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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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언제언제언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3차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국내 3차 의료기관의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간호 대상자의 질환별 교육 요구도 사정과 교육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간호 종결 이후에 제공된 간호 내용의 평가를 위한 콜 서비스를 

제안한다. 

 

 

 

    

    

    

    

    

    

    

    

    

    

    

    



 39 

참참참참    고고고고    문문문문    헌헌헌헌    

 

 

권숙, 남철현(1998).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대한

보건협회학술지, 24(2), 14-26. 

권인수, 은영(1999). 암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 대한간호학회지, 29(4), 

743-754. 

김덕선(2003). 일 3차병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조사. 부산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6. 

김모임, 조원정, 김의숙, 정영숙, 강혜영, 이정렬(1999). 대상자 중심의 지역

사회 간호학. 현문사. 

김모임, 조원정, 김의숙, 김성규, 장순복, 유호신(1999). 가정간호사업의 평

가를 위한 기초연구. 가정간호학회지, 6, 33-42. 

김선숙, 소희영, 이태용(1998). 일개 시 지역의 가정간호 수혜자들의 만족도 

조사. 가정간호학회지, 5, 73-83. 

가정간호사회 http://www . hcna. or. kr 

김진선(1989). 암 환자의 퇴원 시 가정간호사업 이용의사와 요인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5. 

김정남, 권영숙, 고효정, 김명애, 박청자, 신영희, 이병숙, 이경희, 서향숙

(2000). 일 대학 병원의 가정간호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에 대

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246-259. 

보건복지부(2001).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지역보건

정책과. 

서미혜, 오가실(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3), 467-484. 

서울시 간호사회(1997, 1998, 1999). 가정간호사업보고서. 

서향숙(1996). 가정간호 환자의 가족기능도와 만족도 조사. 가정간호학회지, 

3, 67-74. 



 40 

성영희, 황문숙, 류성숙, 김성주(2005). 정주형 항생제 치료에 대한 병원중

심 가정간호서비스 효과분석. 임상간호연구, 10(2), 129-144. 

세브란스 병원 가정간호 시범사업소(1997). 제 1차 병원중심 가정간호 시범

사업 보고서. 

소희영, 송애랑(2000). 뇌졸중과 척수손상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 충남대 간

호학술지, 3(1), 49-57. 

양은희(2002). 일 중소도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성과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4. 

여환숙(2003). 가정간호 요구도 파악을 위한 퇴원환자의 신체상태 조사. 부

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4. 

우경숙(1999). 가정간호 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간호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9. 

유호신, 이소우, 문희자, 황나미, 박성애, 박정숙, 최행지, 정기순, 한상애, 

임지영 (2000).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

초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6), 1488-1501. 

윤순녕, 조명숙, 김홍수(1997). 국내 가정간호 사업의 성과측정 연구의 고찰

(1981-1996). 가정간호학회지, 4, 41-50. 

이윤휘(2005). 장기재원 환자의 특성 및 가정간호 요구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6. 

임난영, 김근순, 김영임, 김귀분, 김시현, 박호란(1997). 서울시 간호사회 가

정 간호시범 사업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6(1), 

59-76. 

장인순, 황나미(2001). 병원중심 가정간호 뇌혈관질환자의 중증도별 서비스 

특성 및 비용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1(4), 619-630. 

정영숙, 김현옥(1991). 가정간호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8(1), 

84-101. 

조미자, 현혜진(1995). 가정간호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 가

정간호학회지, 2, 52-59. 

조은지(2006). 입원환자의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가정간호 이용의사에 대한 



 41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0. 

 

최국미(1997).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운영실제. 가정간호학회지, 4, 23-

28. 

최원희(2003). 병원중심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 가정간

호학회지, 10(2). 

최화영(2001). 일 종합병원 퇴원환자의 가정간호 요구조사. 전북대학교 간

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4. 

황나미(1996).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 평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76-

258.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1990). Home care in the 1990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3, 1241-1244. 

Fitzpatrick. J. (1998). Challenges on Caring for the Public’s Health Focus 

on Home Care Nursing. The Third International Home Care Nursing 

Conference, 133-143. 

Harris M.D.(1997). Handbook of Home Health Care Administration 2nd
 

Ed. An Aspen Publication. 

La Monica, M. T., Obest, A. R., & Madea, R. M. (1986). Development of a 

patient Satisfaction Scal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9, 43-50. 

Risser, N. L. (1975).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es and nursing care in primary care setting. 

Nursing Research, 24(1), 45-51. 

Sorgen. L. M. (1986). The development of a home care quality 

assurance program in Alberto. Home Health Care Service Quality, 

7(2), 13-28. 

Tomas, L. H. & Bond, S. (1996). Measur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 742-756. 

 

 



 42 

부록부록부록부록 1 1 1 1    

    설설설설                문문문문                지지지지    

    

        

<<<<간호사용간호사용간호사용간호사용>>>>    

    

Ⅰ.환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남             여 

 

2. 나이   만  세 

 

3. 학력 

1) 무학   2) 초등졸  3) 중졸  4) 고졸  5) 전문대이상 

 

4. 직업 

1) 전문직/사무직  2) 기술직  3) 영업/서비스직  4) 농업  5) 학생  

6) 주부   7) 무직  8) 기타 

 

5. 경제상태 

1) 상                2) 중              3) 하 

 

6. 결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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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 가족구성형태 

1) 독신     2) 배우자   3) 자녀 또는 손자     4) 배우자와 자녀  

5) 독신과 자녀    6) 부모,배우자,자녀   7) 부모와 형제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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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간호제공자 

1) 배우자   2) 자녀   3) 며느리  4) 간병인  5) 부모  6) 기타 

 

9. 의료보장형태 

1) 직장의료보험  2) 지역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기타 

 

10. 종교 

1) 가톨릭    2) 기독교   3) 불교    4) 무교   5) 기타 

 

 

Ⅱ.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11. 가정간호 의뢰시 진단명 

 

12. 동반 질환   

1) 유 질환명                       2) 무  

 

13. 의식상태 

  1) 명료     2) 혼돈    3) 혼미    4) 무의식 

 

14. 일상생활 수행정도 

1) 독립적     2) 부분적으로 의존      3) 전적으로 의존 

 

15. 입원 시 의뢰된 경우 재원일수는 

     

16. 수술유무 

1) 유 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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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욕창유무 

1) 유 2) 무 

 

Ⅲ. 가정간호 이용 특성 

 

18.가정간호 의뢰 경로 

   1) 외래      2) 입원      3) 기타 

 

19.가정간호 방문 총 횟수 회 

 

20.가정간호 받은 기간     개월 

 

21.가정간호 방문 간격은 

1) 주 2회    2) 주 1회    3) 월 2회    4) 월 1회   5) 기타 

 

22.가정간호 종결사유 

1) 호전 2) 사망  3) 가정간호 거부  4) 재입원  5) 타기관 의뢰   

6) 기타 

 

23.가정간호 내용(가정간호 기간동안 받은 모든 내용) 

      

 

 

24.가정 방문시 가정간호 평균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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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정간호 등록시 신체상태평가 

 

Level Ⅰ(1점) Level Ⅱ(2점) Level Ⅲ(3점) 
수준/신체상태 영역 

등록시 종결시 등록시 종결시 등록시 종결시 

1) 활력증상       

2) 의식수준       

3) 영양       

4) 호흡       

5) 피부       

6) 감각 및 운동       

7) 배뇨 및 배변       

8) 일상생활 활동       

9) 이동       

10) 정서상태 및 적응       

11) 보조인력       

12) 시설       

 

분류: 등록시 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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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전화전화전화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환자용환자용환자용환자용>>>>    

안녕하십니까? 

가정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동안 받으셨던 가정간호의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각 질문에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모두 무기명으로 이용되며 연구자료로만 쓰여지므로 솔직하고 신중하게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설문시 답변자는? 

환자:                  보호자: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정간호사는 내 건강문제에 대해 내 애기를 잘 들어 주었다         

2. 가정간호사가 간호해준 시간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했다 
        

3. 질병의 경과나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과 상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설명해 주었다 
        

4. 방문할 때마다 내 건강의 변화정도에 관심을 보였다         

5. 간호사의 간호나 처치기술은 숙련되었다         

6.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보다 집에서 치료 받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7. 가족이 나를 돌보는 것이 병원에서 보다 수월하였다         

8. 병원의사가 나의 건강변화에 관심을 보였다         

9. 나의 건강문제나 건강관리에 관한 간호와 상담은 도움이 

되었다 
        

10. 입원비가 절약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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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공받은 가정간호 행위별 만족도 조사입니다. 제공받은 간호행위에 대

한 주관적인 만족감 또는 건강 도움정도를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간호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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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2. 2. 2. 2.    

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신체상태    

수준/                 

신체상태 영역 

level Ⅰ(1점)                     

문제가 경증 또는  

회복된 상태              

Level Ⅱ(2점)                      

문제가 중등증으로 전문인력

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로  

되는 상태 

Level Ⅲ(3점)                   

문제가 중증으로 

전문인력의 집중적

인 도움이 필요로 

되는 상태 

1)활력증상 
활력증상이 계속  

안정된 상태 

활력증상이 불안정 상태이지

만 원인이 규명되고 투약으

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 활력증상 감시가 요구 

되는 상태 

활력증상의 변화가 

심한 상태 

2)의식수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는 상태 

의식이 혼미하거나 무의식 

상태이지만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 의식장애가 일정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의식상태가 악화되

거나 변화될 가능

성이 있는 상태 

3)영양 

구강섭취 상태나  

영양상 문제가 없거나 

이미 해결이 된 상태 

위관영양을 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영양상 문제가 없는 상

태: 특별식이나 치료식이 공

급되는 상태이거나 음식을 

삼키는 연습단계인 상태: 일

시적,단기간의 정맥 수액공급

이 필요한 상태 

영양 및 체액의 불

균형이 초래된 상

태: 지속적인 오심,

구토가 있는 등 영

양상 문제가 있는 

상태 

4)호흡 

호흡곤란이 없으며,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정상인 상태 

기관지 누공 성형수술을 하

고 있으며,이로 인한 문제가 

없는 상태: 객담배출을 적절

하게 하지 못하여 간헐적으

로 인공적인 배출을 필요로 

하는 상태: 경증의 호흡곤란

을 호소하거나 비효율적인 

호흡양상을 보이지만 간헐적

인 산소공급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객담이 

분비되거나 또는 분비되지 

않는 기침이 있으나 호흡곤

란,청색증이 없는 상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심한 불균

형의 상태: 객혈, 

청색증, 흉통을 동

반하는 호흡곤란 

및 호흡이상이 있

는 상태: 심한 호흡

기계 감염,이물흡

입,폐쇄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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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부 
피부문제가 없거나 

 해결이 된 상태 

근육,뼈에 침투되지 않은 욕

창이나 단순 드레싱이 필요

한 외과적 상처가 있는 상태:

욕창발생 위험으로 인하여 

피부관리 및 교육이 요구되

는 상태 

조직내 깊이 침투

된 욕창이 있거나 

이로 인해 골막염,

폐혈증이 있는  

상태 

6) 감각 및  

운동 

감각장애,운동마비,반사

상실이 없거나 회복된 

상태 

감각장애,운동마비,반사상실

이 호전되어 가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 

감각장애,운동마비,

반사상실 등에 갑

작스런 변화가 있

거나 악화된 상태 

7)배뇨 및  

배변 

자연스러운 자기 조절

이 되는 상태 

간헐적 배뇨관 또는 정체도

뇨관을 하고 있거나 이로 인

한 문제가 없거나 장루,치골

상 방광 절개술을 한 상태: 

배변상태로 인하여 배변훈련,

교육,투약관장이 필요로 하는 

상태 

비뇨기계 감염증상

이 있는 상태: 배뇨 

및 배변 문제로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된 상태 

8)일상생활  

활동 

일상생활활동 수행이 

완전 독립적이거나 거

의 독립적인 상태 

일상생활활동 수행이 일부 

의존적인 상태: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완전 의존적인 현상

이 영구적인 상태 

일상생활 수행이 

갑작스런 변화가 

있으며 악화되는 

상태 

9)이동 

이동이 완전 독립적이

거나 거의 독립적인  

상태 

이동이 일부 의존적인 상태:

완전 의존적인 현상이  

영구적인 상태 

이동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거나  

악화된 상태 

10)정서상태 

및 적응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적응상의 문제

가 현재 노출되지 않은 

상태 

정서적으로 불안정 상태 또

는 사회생활 부적응의 문제 

등으로 계속 관찰을 요하는 

상태 

정서적으로 심한 

불안정 상태: 사회

생활 부적응의 문

제가 발생한 상태 

11)보조인력 

보조인력의 도움없이 

환자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상태: 전문인의 

도움없이 보조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태 

보조인력이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상태 

보조인력 유무에 

관계없이 전문인력

의 집중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태 

12)시설 

가정내 시설이 전문인

의 도움 없이 재활활동

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 

가정내 시설이 전문인의 도

움을 받아 재활활동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시설유무에 관계없

이 전문인력의 집

중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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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분류 
퇴원 대상자 

(Level Ⅰ) 

가정간호요구 대상자 

(Level Ⅱ) 

입원치료 대상자 

(Level Ⅲ) 

문제 수준 
환자문제가 경한 수준 

또는 회복이 된 상태 

환자문제가 중증수준으

로서 전문인력의 간헐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환자문제가 중증수준으

로서 전문인력의 집중

적인 도움과 감독이  

필요한 상태 

문제 사정 

12개 문제영역에서           

모두 Level Ⅰ으로 사

정된 경우 

12개 문제영역에서        

Level Ⅲ가 없으며  

1개 이상 Level Ⅱ 가 

사정된 경우 

12개 문제영역에서       

Level Ⅲ가 1개 이상 

사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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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are contents, ending status and satisfaction of home 

health care nursing in a general hospital  

 

 

Choi, Ji Yeon 

Dep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ffer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home health care nursing 

business efficiency and its qualification improvement through analyzing contents and 

satisfaction rate on home health care nursing which was done with the help of home 

health care nursing specialized nurses in the 3rd medical institutio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done with 119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s of 

using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more than 4 times in the home health care 

nursing section of C university hospital, the 3rd medical institution located in Seoul. 

Data gathering was done by individual interviews with questionnaires for 40days from 

3rd of April to 12th of May in 2006.  

 

Questionnaire consist of total 47 inquiries; 10 question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7 

questions about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7 questions of home health care nursing 

use characteristics, 12 questions about health condition evaluation, 10 questions about 

satisfaction rate for home health care nursing, 1 question about satisfaction rate by 

actions. Collected data has been analyzed with the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using SPSS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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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bellows.  

 

1. Of 119 questioned, male participants’ percentage was 49.6 % and female was 50.4%, 

and the average age of questioned was 62.4 years old. Regarding the level of education, 

above technical collage graduation took the highest percentage of 37.0%, and about 

occupation, inoccupation was the highest of 78.1%. In terms of financial status, middle 

class was 64.7%, and the percentage of questioned with a partner was 49.6%. 

Concerning family composition, the percentage of questioned with a partner and 

children marked the highest of 49.6%. In addition, as a main supporter, the percentage 

of a partner was 51.3%. 95% of questioned was medical insurance covered, and as for 

religion, Catholic took the highest of 35.3%. By disease, malignancy tumor was 47.9%, 

and 35.3% of questioned had other related disease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consciousness status, status of being clear was 87.4% and 58.8% of the questioned 

could be able to have an independent normal life. Participants w! ho were requested 

after surgery was 50.4% and 24.4% of the requested had a bedsore at that time. The 

most answered reason for home health care nursing was via hospitalization which was 

77.3%, and the average period of home health care nursing was 4.0 months and within 

1 month of duration was answered the highest percentage of 40.3%. Total visit 

numbers of home health care nursing was 16.2 times on average, and more than 5 

times less than 9 times was 37.8%. In terms of the average monthly visit frequency, 

more than 8 times was 73.9%. Consuming time for home health care nursing was 36.2 

minutes on average, and more than 30 minutes less than 59 minutes was 73.1%.  

 

2. In the whole section of home health care nursing, education and training were 

offered to patients the most of 88.2%, and request was the lowest of 5.9%.  

 

3. As ending reason, being recovered was 60.5%, and as for physical conditio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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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ing a home health care nursing, Level II was 88.2%. Out of Level II, 70.0% of 

the participants were turned into Level I since their problems were solved in the end, 

and among Level III who has been categorized as hospitalization, 75.0% of them was 

ended as death.  

 

4. Satisfaction rate of the questioned marked 3.33 out of 4 scale that was relatively 

high.  

The highest scored item was ‘sufficiency of communication (3.59) and the lowest 

scored item was ‘main supporter’s convenience (3.01). Satisfaction rate by nursing 

actions marked 3.38 out of 4 scale, and wound disinfection (simple dressing) marked 

the highest percentage of 3.61 and, on the other hand, education and training marked 

the lowest percentage of 3.31.  

 

5.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ed and 

home health care nursing us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ubjects’ disease, the ones 

who were requested after surgery (t=. 784, p=. 040) and the ones with other diseases 

(t=. 980, p=. 012) showed higher satisfaction rate.  

 

We could see that the se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marked the lowest, 3.31 out of 

4 scale even though those sections were offered to home health care nursing subjec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education 

request rate b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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