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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진출증가,노령화의 속한 진 등으

로 인하여 가족 환자의 발생시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족문

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두되었다. 한 간병인의 사 고용으로 인한 간병비의 부

담은 결국 개인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한 시범사업을 개하고 있다.본 연구는 간병서비스 제도

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 하여 일반 병원에서 실 으로 사 고용을

통해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 실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5월 17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지역

11개병원에서 362명(설문조사 355명,면담조사 7명)의 병원간병인(노인요양

병원,무료 사 간병인제외)을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결과 첫째,조사 상 간병인 60.8%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에

반 한다고 응답하 다. 반 이유로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

(38.9%),보수의 감소(37.0%)를 이유로 들었다.제도화시 실직에 한 우려

로 반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둘째,간병인들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자

체에 한 의견은 제도화 찬성자의 56.2%와 반 자의 34.4%가 좋은 제도

로서 실성이 높다고 응답했다.셋째,보호자 없는 병원시 정한 근무시

간으로 8~12시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보호자 없

는 병원제도시 정한 간병인 근무형태는 과반수 이상이 8시간 교 근무를

원하고 있었다.다만 교 근무시 출퇴근 시간소요 교통비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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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오히려 교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다섯째, 정한

간병비용으로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선택하 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해서는 간병인을 8시간 교

근무형태로 하되 보수는 증도에 따라 일당 5만~7만 사이로 세분화하고,간병인

1인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의 실 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간호수가의 실화를 통한 간호사의 확보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 하는

것이다.둘째,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을 이용하여 간병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셋째,간병인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간병비용에 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 고용하거나 도 계약을 통해 공 하고

비용을 병원비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것은 가장 실 인

안이 될 것이며, 장년이상 고령자의 실업률 감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넷

째, 국단 의 간병인 회를 조직하고 회를 통하여 교육과 자격 리,간병인의

질 향상,사회인식 처우개선,산재보험 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독일처럼 거

주지 심의 간병인 공 체계를 구축하여 교 근무로 인한 교통비 출퇴근 시간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다섯째,간병인 업무 역을 명확히 하여 다툼을 사 에

방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는 환자 심에서 가장 좋은

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본 연구가 조 이나마 제도화에 기여하

기를 희망한다.

핵심이 되는 말 :간병인,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서비스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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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통 으로 입원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특히 가족 여성에 의한 돌 이 당연시 되었다.그러나

1970년 이후 산업화,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와 생활양식 의식구조의 변화로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환자

간병에 한 가족의 부담은 증 되었다(황나미 외,2006). 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수 의 향상으로 양상태가 좋아지면서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가족구성원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돌볼 가족구성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자신을 신하여

환자를 돌 리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권춘숙,

2001). 의료체계에서는 의료기 에서 환자에게 인간호(TotalCare)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환자가 불가피하게 간병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이 규,2004).요컨 간병서비스는 최첨단 의⋅

과학 생산기술의 신 발달로 체될 수 없는 휴먼서비스로서

출산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지속 인 수요증 가 상된다(조선신,

2007).

그러나 간병인들에 한 리체계가 없는 가운데 간병 인력은 기술

측면이나 지식 측면에서 부족한 상태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료 ,사회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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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2007).간병인의 이용은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심리 불안감을 제

거해 주고 환자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에서 환

자와 그 가족은 체 으로 정 이며,병원의 입장에서도 간병인을 환자

회복을 돕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입원비용 외 간병비용의 지출

로 소득층 환자의 경우 경제 부담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나미 외,2006).개인 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간병비용으로

월 12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입

원환자 유료간병인 이용률은 7.6%이며,보호자 상주율은 60%이상으로

조사되었다(황나미 외 2006).

따라서 정부에서도 간병문제에 한 제도화를 하여 이미 2006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

형에 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 고,2007

년 6월부터 1년간의 종합병원 이상 병원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보건복지부,2007.7.4). 한 2010년도에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10개 병원을 상으로 간병서비스제도화를 한 시범사업1)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0.5.1).

이에 본 연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 을

해서 제도화에 한 사 연구차원으로 실시되었으며,우리나라에서 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상

병원을 공모하 으며,10개 상병원을 선정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상병원

은 상 병원(아주 학교병원,조선 학교병원)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삼

육서울병원,강원 학교병원,청주의료원,김천의료원),병원(울산 앙병원,부산고려병

원,여수애양병원)으로 시범사업 산은 총 44억원(국비 24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 산

20억원)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 은 환자의 증증도,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며,조사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공 을 측하

고, 정한 간병서비스원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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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을 상으로 하 으며,정부에서

재 시범사업을 실시 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

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 다.

이를 통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보호자,간병인 모두가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에 기여하

고자 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병인을 상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인

간병서비스 제도화 보호자 없는 병원에 한 간병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세부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간병인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태도를 알아본다.

둘째,간병인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태도의 원인을 악한다.

셋째,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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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1.간병인의 개념

간병인에 하여는 다양한 정의가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간병이라는 개념은 국가,사회,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개념정의

를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간병,수발,개호(介護), 어(care)등의 용

어로 통용되고 있다(권춘숙,2001).간병이라는 용어는 사 으로는 ‘병자

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바라지를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

며,국내문헌에서는 돌 ,수발,개호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황

나미,2006).

‘간병인’이란 용어는 가 언제부터 사용한 용어인지는 모르나 1980년

부터 사용된 것으로 소 일반인으로서 어떤 련 법령에도 그들의 역할

이나 임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

의 보호자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돕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인숙,1989).간병인이란 비 의료인으로서 보수를 받고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의 보호자역할을 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으로 환자간호 경험이

있거나 기 인 환자 간호교육을 이수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간병활동

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김기정,1988). 한 정신 ,육체 장애로 인해

식사,옷 입기,목욕 등 일상 이고 규칙 으로 반복되는 기본 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환자를 보조하는 비의료인이다(선우 덕,오

희,2001).간병인이란 소 일반인으로서,의료 련 법령에는 그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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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돕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황나미,2006).

병원과 가정에서 간병서비스에 종사하는 간병인은 문교육과정을 수료하

여 환자를 어떻게 돌 야 하는지에 하여 문 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거나 사회생활로 간병이 어렵거나 출장이나

한 일로 환자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안

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A 간병인 회).간병인은 가족

을 신하여 병원,요양소,산업체,기타 련 기 이나 가정 등에서 환자

를 보살피는 사람을 말한다.이들은 직장일이나 가사 는 여러 가지 사회

생활로 인해 가족이 환자를 보살피기 힘든 경우에 간병을 의뢰받아 서비

스를 제공하며,그 외에도 환자가 장기 인 입원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때

가족을 신해서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며,간병인은 주로 환자의 신체

청결 리,옷 갈아입히기,식사 돕기 등 환자의 일상 인 활동을 돕는

간병서비스를 한다.그리고 산모를 보살피는 간병인의 경우 산모가 빠른

시간 안에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산모의 간병 신생

아 돌보기를 한다(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이라는 용어의 개념

을 “정신 ,육체 장애로 인해 일상 이고 규칙 으로 반복되는 기본

인 활동을 할 수없는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족을

신하여 환자에게 돌 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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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의 간병인 제도

선진국들은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특히 80세 이상 최고령

인구층의 속한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이에 만성 퇴행성질환의 리의

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단기 성 환자에 한 간병서비스 뿐 아니라

고령자 간병서비스에 한 수요도 증하게 되었다.선진국의 간병서비스

는 고령자에 한 요양시설 간병이나 재택 간병으로 치료시설 즉,병원

입원환자에게서 발생되는 간병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없는 것으로 보

인다.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병원 장기요양시설 재택의료 상자의 질환

특성 상태나 일상생활 활동(ADL)수 에 따라 상자에게 필요한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한 시설에서 리할 수 있는 의료공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제공된 서비스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체계로

운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입원환자에게서 발생되는 간병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귀숙,2001).

미국은 간병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 간호사로서

APN(AdvancedPracticeNurse),CNS(ClinicalNurseSpecialist)가 있으며,

공인간호사(RN-RegisteredNurse),실무간호사(LicensedPracticalNurse)의

역할 교육, 리 등이 체계화,제도화 되어 있으며,지불보상체계도

정립되어 있다.독일은 1995년 1월 1일부터 사회 간병 보호보험이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는 자동 으로 가입되어 간병 보호가 필요

한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생활유지와 독자 인 담이 가능하도

록 하고 단계에 따라 간병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일본은 10여

년 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개인고용 간병인이 병원에서 활동하 으나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로 인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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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 국

1)자격

미국의 간호 련 인력은 공인간호사(RN :RegisteredNurse),실무간

호사(LPN :Licensed PracticalNurse),간호보조원(Nursing Assstant,

NursingAide)등으로 분류된다.공인간호사(RN)는 3~5년 학제의 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하여 련면허를 획득한 간호사로

실제로 간병업무는 실무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이 담당한다.실무간호사

(LPN)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주 정부에서 승인된 실무간호사 교육 로그

램인 1년의 교육과정(이론교육 임상교육)을 수료한 후 면허시험에 합격

한 간호사로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에 해당된다.

실무간호사의 교육은 기술 직업학교나 학 등 주 정부에서 승인한

교육기 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우리나라와 같이 자질 평가를 실시하지 않

고 자격을 부여하는 사설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

병원에서의 실무 간호사(LPN)의 업무는 체온, 압,맥박,호흡측정

기록,욕창치료,주사 장 비,드 싱 소독,냉온 찜질,도뇨

(catheter)삽입,환자 찰 약물 는 치료에 한 부작용 기록,검사물

채취,환자목욕,옷 입히기,개인 생 돌보기,식사 돕기,섭취 배출량

기록 등으로 간호의 일부와 기본 인 침상간호 환자의 일상 활동을

돕는 간병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일부 소 종합병원에서 병

실에 투입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간병인에 해당하는 간호보조원은 고등학교,직업교육센터,

지역 학 간호 학 등에서 4개월(75시간)의 훈련을 이수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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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에 등록된 다음 간호보조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환자의 일상생

활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즉 간병역할을 하고 있으며,많은 수가 요양

원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들의 주요 업무는 ① 육체 ,정신 질환자나

부상자,장애자를 안 한 상태로 돌보는 업무 ② 침상정리,옷 갈아입히기,

목욕,식사 돕기 ③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 압,맥박측정 취침,산책

시 도움 ④ 수술,검사 시 동행,의료용구,이동, 비 ⑤ 환자의 신체 ,

정신 감정 상태기록 변화 상태를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이상

과 같이 미국의 경우,간호 문지식과 기술수 에 따라 간호 인력을 분류,

교육과정을 달리 양성하여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다(표1).

미국의 간병인력은 자격간호보조원(CNA:certified nurse assistant)과

무자격보조원(NCA:non certified nurse assistant)으로 구분된다. 한

활동장소에 따라 NursingHome이나 가정간호센터 등의 지역사회 시설에

서 활동하는 보조원과 의료기 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으로 나뉘어 각기

교육시간과 업무에 차이가 있다.주 정부 법률에 의하면,메디 어

((Medicare)2)와 메디 이드(Medicaid)로부터 지불보상을 받는 싱홈과

가정간호기 에서 활동하는 간호보조원이 되기 해서는 자격인정이 요구

된다.이 자격인정(certification)은 간호보조원 교육 로그램(nurse aide

training program)과 업무능력평가(competency evaluation :필기 는

구술시험,실기시험)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2)민간의료보험을 용하는 미국은 국민을 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한 메디 어와 소득층을

상으로 한 메디 이드(Medicaid)가 있다.메디 어(Medicare)와 메디 이드(Medicaid)의

용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므로 공공과 민간을 함께

운 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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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간호사(RN) 실무간호사(LPN)
간호보조원

(NursingAide)

교육

기간
4-5년/2~3년

1년(교과수업과

임상실습 포함)
4개월(최소 75시간)

주요

업무

-환자를 돌보고

입원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업무

-환자치료나 약물

리시 진료보조

역할,회복,재활

등을 돕는 업무

-환자 가족에게

한 간호교육

-의사나 공인간호사

(RN) 지시하에

환자를 돌보는 업무

-체온, 압,맥박,

호흡체크

-목욕,옷갈아입히기,

개인 생,음식제공,

감정 안정유지

-욕창,주사, 장

비 제공 등

-약물,치료에 한

부작용 보고 등

(환자 찰)

-육체 ,정신 질환자나

부상자,장애자를 돌보

거나 안 한 상태로 돌

보는 업무(취침,산책

도우미)

-침상정리,목욕,식사

돕기

-체온, 압,맥박측정

-수술,검사 시 동행,

이동 비

-환자의 신체 ,정신

정서상태 기록 변화

상태 보고

자료 :U.S.DepartmentofLaborandBureauofLaborStatistics,(1996).

OccupationalOutlookHandbook

표 1.미국의 간호 련 인력 교육기 주요 업무

2)교육

미국의 간병인력 양성제도 업무를 보면,미국은 주정부에서 인정하

는 간호보조원 교육 로그램은 최소 75시간이 필요하며,이 RN이나

LPN의 직 인 감독아래 어도 16시간의 실습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메디 어((Medicare)와 메디 이드(Medicaid)로부터 지불보상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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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홈에서 일하는 간호보조원은 반드시 정해진 등록(registry)방법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계속 자격인정을 유지하고 일하기 해서는 매년 12시

간의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메디 어와 메디 이드로부터 지불

보상을 받는 가정간호기 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 해서는 등록이

요구되지 않았다.

한편,의료기 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경우는 주정부법률에 의한

자격인정(certification)이나 보수교육(training), 자격능력시험(competency

evaluation),등록과 련된 요구사항은 없다.그러나 이들은 부분 고등

학교 졸업 후 각 병원에서 자체 으로 교육하는 간병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간호 학 등에서 실시하는 최소 120시간으로 구성된

간병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후,각 주정부의 련부서나 간호 회에서

자격 인정이나 수료증을 받은 후 의료기 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환자 가족이나 훈련받지 않은 자가 환자 침상간호나 음식 먹이

기 등의 단순한 일을 하다가도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이 비용이나

제반문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효율 인 지도감독을 해 부분의 병원은

자체에서 재교육한 후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간호보조

원은 의료기 이나 노인요양시설,가정간호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간호

장에서 일하며 목욕,옷 입기,식사,배설과 같은 일상생활활동과 생리

,사회 요구를 수발하 다.따라서 간호보조원의 일차 인 업무는

기본간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자의 상태 변화와 기본 간병기술

상자와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한 문 인 자세와 행동을

알아야 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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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간호사(RN) 실무간호사(LPN)

자격

교육시간

-병원 :최소128시간

(공인기 :직업기술센터,

간호 , 문 등)

-요양원 :최소 75시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원

자체 으로 교육,고용

-4개월(최소 75시간)

주요

업무

-의사나 공인간호사(RN)의

지시하에 환자수발업무

-침상정리

-환자개인 생 :목욕,

옷 갈아입히기,음식제공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

압,맥박측정 취침,

산책시 도움

-환자 찰,약 먹여주기

-육체 ,정신 질환자나 부상자,

장애자를 돌보거나 안 한 상태로

돌보는 업무

-침상정리,옷 갈아입히기,목욕,

식사 돕기

-수술,검사 시 동행,의료용구

장,이동, 비

-환자의 신체 ,정신 ,감정

상태기록 변화상태보고

자료 :U.S.DepartmentofLaborandBureauofLaborStatistics,(1996).

OccupationalOutlookHandbook

표 2.미국의 의료기 간병인력 자격,교육시간 주요업무

3) 리체계

미국의 간병서비스와 련된 간호서비스 지불보상 시스템을 보면 의료

기 간호인력의 간호행 에 한 지불보상시스템은 보험 종류 보험

기 과 의료기 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간호시간당,환자 증증도),간병

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 부조를 기본으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자선과 자원 사에

의해 보충하고 있다. 한 소득자의 간병은 의료부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미국의 연방사회보험법에서 정한 고령자 공 의료보험인

메디 어(Medicare)의 경우,개별 문 간호 행 에 해서는 환자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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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되어 메디 어 내 간호료(Nursing fee)가

부가 으로 지불․보상되고 있다.그리고 기본간호(generalnursing)서비스

는 병원보험(hospitalinsurance)인 PartA 여 상3)의 하나의 입원 리료

(room andboardchange)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간호 리료 수가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메디 어(Medicare)입원 리료 지불비용을 보면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한 비용지불 부담을 이기 하여 재원기간 61일

이후부터는 환자 본인부담분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미국의 병원(acute

hospital)입원 환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병원직원에 의해 제공 받고 있다.물론 입원료 수가 자체가 인건비를 보존

해 주고 있다는 도 있으나 보험기 과 피보험자와의 약정과 질 보장에

한 제도 장치에 의해 환자의 상태나 생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에

한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때문이기도 하다. 한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서비스를 보다 효과 ,효율 으로 달하기 해서 입원환자 수

환자상태와 간호 인력의 구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정한 간호 인력이

활동 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시스템화하여 활용하고

있다.최근에는 지불보상체계가 포 수가제(DRG4))형태로 변화되면서 병원

에서도 인력고용에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성이 높은 인력비율을

활용하려고 한다(조선신,2007).

3)메디 어 제도에는 PartA와 B두 종류가 있는데 PartA는 연 수혜자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① 병원에 입원환자를 한 치료 ② 특수환자의 양로원에서의 치료 ③

가정에서의 보건치료 ④ 특수환자를 한 치료 등의 혜택을 주며 병원비 기 공제

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 다.

4)질병군별(DiagnosisRelatedGroup):포 수가제도로 입원환자를 수술,처치명,연령,진

료결과 등에 따라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사 에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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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독 일

1)자격

독일에서는 20여 년간의 검토를 거쳐 1995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납부

를 시작으로 도입된 사회 간병 보호보험에서 ‘자신의 일상 인 삶의

유지가 자신의 신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한 간병 보

호’를 보호 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사회 험(socialrisk)으로 인식하

여,이를 기존의 의료보험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보험으로 처하면서 간병

보호보험은 법에 의해 국가강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라는 두 축으로

도입되었다.

간병인력(간호조무사)은 ‘간호법’과 ‘노인가호법’에 (노인)간호조무사는

(노인)간호사의 어 랜에 따라 간호사의 감독하에 기본간호(수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수행한 업무에 해서는 ‘사회법 ’11권(수발보

험)80조에 따른 품질과 품질보장 시설 내부 자체 품질 리의 개발을

한 원칙과 기 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일은 요양원 간병과 재택간병으로 구분하여 리하 는데,의료기

간병인력운용은 1993년부터 건강구조법(GesundheisstrukturGesetz)에 따

라 간호의 질 보장을 목 으로 2,3차 진료기 에 간호사 규정

(PflegepersonalRegelung)을 용시켜 수발을 포함한 간호 요구도에 따라

간호사를 배정하고 있다.간호 요구도는 기본간호와 특수간호로 구분된다.

매 환자 당 요구도 평가결과를 통해 간호사 배정의 기 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 네 가지 역으로 나 는데,기본간호(수발)의 4 역 :신체청결,

양섭취,배설과 기동 역으로 분류하여 각 역의 수발 필요도를 2,3등

으로 차등하여 기본간호(수발)의 요구도를 정하여 지 한다(독일연방

보건사회보장부,2004,이용갑,2004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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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의 (노인)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업무는 수발보험에서 지불

가능한 간병행 (수발인정평가 항목)와 유사한 신체 리, 양섭취,기동성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신체 리 역 :씻기( 신,상체,하체,손/얼굴),샤워하기,목욕,구강

/치아 리,머리 빗기,면도,배설(소변, 변,의복상태 비, 소변 후

기 귀 교체,소변 주머니/이동용변기 교체, 변주머니 교체)

② 양섭취 역 :먹기에 알맞은 음식 비/차리기, 양 섭취(구강

양,경 양 음식물 주입)

③기동성 역 :기상/취침,이동,걷기,서 있기,계단 오르내리기,외출

과 귀가,의복 갈아입기(의복입히기)

2)교 육

독일의 의료기 간호 간병인력은 간호학교와 노인 간호학교에서

양성,배출되는 간호사 노인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호조무사 노인 간

호조무사로 간호사는 국가자격으로 3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국가 면허시험을 통과한 자로 간병인력인 (노인)간호조무사 교육은 ‘주

정부법’에 따라 총 1,600시간(이론 :900시간,실습 :700시간)의 1년 과정

(12개월)을 거쳐 자격시험 합격 후 주 정부 할부서로부터 간호조무사에

한 자격증이 부여되었다.간병 인력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간호사

3년 교육과정의 첫 1년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주로 기본간호 심).



-15-

3) 리체계

리체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등 과 그에 따른 여체계로 되어

있으며,일반 공공의료기 의 간호인력을 한 여기 은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의 등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즉 등 체계가 15

등 으로 분류되어 간호조무사는 1~3등 ,간호사는 4~15등 에 해당되고,

간병서비스비용은 의료기 간병서비스 련 지불보상 시스템에서 지불될

수 있도록 의료와 수발을 철 히 구분5)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 수발보험은 요양원 간병과 재택 간병을 용하는 포 인 고령자

간병 로그램으로 간병업무에 한 수가는 DRG 도입이 인 2004년에

책정되었고 치료에 따른 조치로서 질병보험에서 지불되었다.이에 2005년

1월 1일부터 정신과를 제외한 의료기 에서 DRG(DiagnosisRelated

Group)제도가 도입되어 DRG에 간호/간병 수가가 포함되었다.

한 독일의 간병에 한 사회보장은 연 보험과 산업산재보험으로 이

루어지는데 간병 보호인력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한 법정 연 보험의

가입은 “타인을 간병 보호하며,주 30시간 밖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자를 상으로 한다”(이용갑,2004).간병 보호활동

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는 불안 하게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재가 간병 보호인력에 한 사회보장의 의미에서 보험료는 사회

간병 보호보험에서 지불된다.

5)독일은 1995년 실시된 수발보험에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질병보험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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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 본

1)자격

일본의 경우 1950년 부터 환자가족 신 유료 간병인에 의해 입원환자

에 한 간병이 행해지고 있었으며,일본정부는 1958년 환자 개인 간병인

활동에 따른 응으로 기 간호체계를 도입하 다.간병인은 간호인력인

간호사(3~4년제 교육과정 졸업자) 간호사(2년제 교육과정 졸업자 :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간호(보)조수(우리나라 간병인에 해당)로 이루어

져 있고 간호(보)조수는 병원체계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일용직 무자격자

다.

일본의 일반병동의 간호조수의 자격은 규정된 것이 없으며 이들의 업무

에 해서도 병원에서 지불보상하고 있지 않는다.간호보조수의 역할은

기 간호요건에 “병동에서 환자간호를 하는 간호사 간호사를 보조

하는 자로서 청소부,잡역부,세탁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간호부장 간호직원의 지도,감독 하에서 병실 내의 환경정비,

린넨 교환,입욕 비,마무리,식사의 배 ,하선,마무리 등의 환자신변의

시 ,간호용품 소모품의 정리,정돈업무,그리고 환자의 질환상태에

직 인 계가 없는 범 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황나미,

고덕기,1998).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을 보조하는 자로 활동하며 병원자체에서 교육하

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와 아웃소싱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병원이

설립된 지 오래된 기 은 최근 환자 간호기록 행정이 산화됨에 따라

‘의료사무’등의 역할 환을 통해 기존 병원인력을 간호조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설립된 병원은 외부기 의 아웃소싱에 의해 간호조수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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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간병인의 활동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간호사의

일부역할을 신하는 등 부작용을 래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하시키

는 원인이 되었다.이에 1958년 입원환자의 정신 ,육체 고통과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소한의 간호의 질을 보장하면서 간병인의 활동을

억제하고 기본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일정한 기 을 정하고 기 보

험수가에 입원료의 일정액을 가산하는 일명 ‘기 간호제도’를 도입하 다

(표3).

기 간호체계는 환자 간호요원(간호사, 간호사,간호조수 등)의 구

성비율에 따라 6등 (2:1~4:1)으로 나뉘어 수가를 차등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 부터 입원환자나 보호자가 개인

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병원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증함에 따라 의료의

일 성과 간호의 질에 문제가 제기되었고,환자 개인의 간병비 지출로 인

하여 의료비 이외의 비용부담이 계속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따라서 정부

는 간병인의 활동을 1996년 3월까지 폐지하도록 하 고,개인고용간병인

활동의 폐지를 해 간병인이 활동하는 기 에 해서는 보험 의료기 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극 인 조치를 취하 다.결국 1995년 환자를 시

하는 간병인의 활동을 허용하던 병원의 약 80%에서 간병인 활동이 폐지되

었다.

2)교 육

일본의 간호 련 인력에는 간호사(3~4년제 교육과정 졸업자)와 간호

사(2년제 교육과정 졸업자),간호보조수(기존 간병인)가 있다.간호보조수는

어디까지나 병원에서 일하는 무자격자로서 새롭게 자격직종으로 탄생한

개호복지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8-

등 환자:간호인력
간호 련직원배치비율

(간호사:간호사:간호조수)
수가( 용 수)

특3류 2:1 5:3:2 669

특2류 2.5:1 6:4:2 532

특1류(Ⅰ) 3:1 4:4:2 441

특1류(Ⅱ) 3:1 3:5:2 435

기본(Ⅰ) 4:1 4:6:0 328

기본(Ⅱ) 4:1 3:7:0 320

주:1)1 =￥10

자료 :일본간호 회.신 체계 간병인 폐지가 간호에 미치는 향,1997;P84

표 3.일본의 기 간호체계

간호조수를 견하는 기 에 해서는 ‘일본간호 회’가 정기 으로 간

호조수를 교육하는 지도자를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리하고 있다.

최근 재활병원 등 요양병원에서는 질 ,양 으로 환자수발에 한 수요가

증 됨에 따라 문 인력을 간호조수로 활용하거나 2000년 개호보험제도

의 도입과 함께 양성된 개호복지사(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교육과정)를

간호조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며,개호복지사의 간병 는 수발

행 는 신 간호체계의 ‘간호보조료’수가로 지불 보상되고 있다.

개호복지사의 인건비는 간호조수보다 높으나(간호 조수는 간호사의 62%,

개호복지사는 간호사의 80%수 )수발서비스 질 차원에서 개호복지사를

선호하고 있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병원 보조직원,헬퍼(helper)를 간호조

수로 인정하여 ‘간호 보조료’를 지 하 으나 향후 개호복지사 인력만을

인정할 계획이다.



-19-

3) 리체계

일본정부는 간호직원의 투입비율이 기 간호체계의 기본간호 직원 수에

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이 일본 역에 40%에 달하고,사설 간병인을 고용

하는 경우는 체 환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악(일본 간호 회,1994)

되자 1970년 부터 증한 환자 개인 고용에 의한 간병인의 활동을 폐지

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4년 간호료 지불보상체계를 개

선하여 일명 ‘신간호체계’를 수립하 다(일본간호 회,1997).즉,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 지불보상체계에 ‘간호보조료’수가를 별도로 신설

하여 병상에 투입된 간호보조자(‘간호조수’로 지칭)비율에 따라 8단계

(3:1-15:1)로 구분된 수가를 책정,추가로 차등지 하 다. 한 입원기본료

의 간호료(신간호료)는 환자 간호인력의 비율을 7단계(2:1-6:1)로 세분화

하여 간호인력 투입수 에 따라 최고 2배의 간호료를 추가 지불보상 함으

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 다.

개정된 지불보상 기 으로 인하여 간호료는 이 보다 약 20% 상승하게

되었으며,이는 총 의료비의 증가분 5% 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

다.그러한 조치는 간호료의 실화를 통하여 환자에게는 간 의료비용의

부담을 감시키고 양질의 간호제공을 보장하며 각 병원에서 투입하고 있

는 인력이나 인력구조에 하여 한 보상책을 마련하려는 정책 개선

방안이 되었다.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신간호료 간호가산과 간호 보조료의

기 을 정해놓고 심사를 실시하여 간호료(신간호료+간호가산+간호 보조

료)를 차등화 하여 지 하여 일본은 간호사 인력비율과 간호조수 규모에

따라 합리 인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간병비의 부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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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료

신간호료

+

간호가산

+

간호보조료

환자:간호인력(수가)
간호사 70% 이상

/40-70%미만

환자:간호조수

(수가)

2:1(440 )

2.5:1(410 )

3:1(388 )

3.5:1(355 )

4:1(320 )

5:1(263 )

6:1(225 )

245 /155

187 /105

95 /77

45 /32

19 /10

16 /8

14 /7

3:1(130 )

4:1(110 )

5:1(100 )

6:1(85 )

8:1(80 )

10:1(75 )

13:1(58 )

15:1(50 )

주:1)1 =￥10

자료 :일본간호 회.신 체계 간병인 폐지가 간호에 미치는 향,1997;P85

표 4.일본의 신 간호체계

시키고 병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 고 간호사수의 지속 인

증가를 가져왔다.당시 일본 후생성의 보고에 따르면 신간호체계 도입 이

후 간호사의 이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성

시회보장통계연보,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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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의 간병인제도

1)자 격

간병인력은 노인복지법6),국민기 생활보장법,산재보험법7), 한 십자

사법등에 따라 양성되는 간병인력과 이와 유사한 업무와 교육내용을 갖는

간병인, 어복지사 등 민간자격제도로 양성되는 인력으로 다원화되어

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윤조덕,한충 재인용,2009).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요양보호

사교육기 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에게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한다.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외에

일반 간병인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 제한은 없다.그러나 여성회 ,

복지회 , 십자회 ,YWCA,그 외 간병인 단체나 간병인 안내기 등

에서는 취업을 알선하거나 개할 때 상을 교육훈련 이수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재 공식 이고 체계 인 간병인의 통계보고는 없으나 2006년의 연구

에 의하면 2005년 12월 말 기 으로 병원 이상 의료기 1,449개소를 통

6)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 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

를 문 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2010.1.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 (이하 "

요양보호사교육기 "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

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

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7)제40조(요양 여)④ 제1항의 요양 여의 범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찰 검사 2.약제 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그 밖의 보조기의 지 3.처치,

수술,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입원 6.간호 간병 7.이송 8.그 밖에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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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악한 1일 활동 간병인수는 총 3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병원 이상

의료기 가동 병상 규모에 따른 총 간병인력 수요추계는 187,938명으로

산출하고 있다(황나미 등 2006).그러나 정부의 사회 일자리 사업 련

간병도우미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기 인 간병인력,

비공식 으로 가사 서비스의 일부로 취 되어 간병노동을 제공하는 간병

노동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간병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측할 수 있다(윤조덕,한충 ,2009).

2)교육

간병인에 한 교육은 부분 간병인 회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1∼

2주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기 이나 사설학원 등

에서는 1일 4시간씩 2∼3개월 기간의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교육내용은 일반 으로 기 간호학(간호 리, 양 식이요법,기

약리학,치의학 기 개론,한의학 기 개론),성인 간호과학,기 응 간

호학,재활치료학(물리치료,수기요법,산후운동치료), 체의학기 등이

며,간병인으로서의 취업은 부분 에 언 된 단체나 기 , 는 직업소

개소의 알선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리고 일부 사단체를 제외하면 등록비

와 월(연)회비를 납부해야만 한다.하지만 활동 간병인 일부는 스스로

형병원에 방문하거나 구인 고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한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는 간병인의 교육기 과

교육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그리고 2010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

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격증 시험제도를

신설하고,교육기 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자

질 향상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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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련 제도
서비스

l 사회복지제도
l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l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l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
l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목
기능

l 요양보호업무의 목 과 기능
l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역할 범
l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l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윤리강령
l 요양보호사 직업 태도
l 노인의 인권 학 방
l 요양보호사의 자기 리 안 리 (건강 리,
스트 스 리,자기계발,자격 리,성희롱
처 등)

8 6

요양보호
상자 이해

l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 특성)
l 노인과 가족 계

2

요양보호
련

기 지식

의학 ㆍ
간호학
기 지식

l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 (이론ㆍ실기)
l 노인의주요질환(치매,뇌졸 , 킨슨질환등)
l 노인의 건강증진 질병 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l 식사 돕기(경구,비 경구)/복약 돕기와 약 보

4 6

<배설 요양보호>
l 화장실 사용 돕기/침상배설 돕기
l 이동변기 사용 돕기/기 귀 사용 돕기
l 유치 도뇨 (留置 尿管)사용 돕기

5 8

<개인 생 환경 요양보호>
l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陰部)청결 돕기
l 세면ㆍ목욕 돕기
l 옷 갈아입히기
l 침상청결 등 쾌 한 환경 유지하기

5 8

표 5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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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
시간

이론

실기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 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l 침상이동 돕기/휠체어 이동 돕기
l 보행(자가,기구)돕기/이송 돕기

6 8

<안 감염 련 요양보호>
l 낙상/미끄러짐/넘어짐 방
l 감염 방 욕창 방/흡인(吸引)

3 6

가사
일상생활
지원

l 일상생활지원의 목 ,기능 기본원칙
l 식사 비와 양 리
l 식품,식기 등의 생 리
l 피복과 침상의 청결 리 세탁
l 외출 돕기 일상업무 지원
l 쾌 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여가지원

l 효율 의사소통
l 의사소통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l 여가활동 돕기(TV시청,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l 요양보호 상자ㆍ장소 특성 악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l 타 직종,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l 업무 보고회,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보고

l 기록과 보고의 목 요성
l 업무일지 기록 방법
l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l 치매 상자의 일상생활지원
l 치매 상자의 문제행동 처
l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l 죽음 임종단계/호스피스의 개요
l 임종 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 처치
기술

l 응 처치(골 ,질식,경련,화상 등)
l 기본 소생술

4 6

소 계
①
80

②
80

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 계(① +② +③) 240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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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체계

간병인은 일상 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고,옷을 갈아입히

며,환자의 안락함과 외모단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병실을 청소

하고 침 시트를 교체해주고,가습기 등 환자의 주변 환경을 리한다.음

식물을 비하여 환자에게 먹이며,환자의 ·소변을 보조하며,변기세척

튜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도 담당한다.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경우에

는 식사 비 등 간단한 가사 일을 돕기도 한다. 한 환자가 거동할 때에

는 휠체어를 거나 동행한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

에 환자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제거해 주고,휴식 수면을 할 수 있도

록 돕는다. 한 환자가 침상에서 이동하거나 조기기동을 하도록 돕고,심

호흡이나 기침을 할 수 있도록 거들어 주며,가능한 범 내에서 운동하도

록 도와 다.이러한 기본 인 업무 외에도 환자의 정신 안정을 하여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요하다. 외 으로 소규모 병·의원이나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에는 간혹 간호인력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 간병인은 환자의 체온,맥박 호흡수를 측

정하여 기록하거나,음식섭취량과 횟수,배설물( ·소변,토물)의 양 횟

수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한 약을 먹여주고 확인하는 일,검사물 채집,

의사 회진 시 환자상태에 한 경과보고,증상과 증후 찰 등의 일을 수

행하기도 한다(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간병인의 보수는 병원에서 12시간 근무시 35,000원 정도,24시간근무시

50,000~55,000원 정도의 여를 받는데,이것은 근무시간과 격무에 비해 낮

은 임 이며,계속 인 일로 수면부족과 만성 인 피로에 의해 소진 상태

가 나타난다(김 숙,2005). 한 간병인들은 임시 고용의 노동 실,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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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업무의 한계,제도화되지 않은 실 등으로 인하여 간병업무에 어려

움이 많다(김 숙,2006).하루 12시간에서 24시간의 근무시간,간병인과

간병인 사용자간의 계약 계가 일시 인 임시노동의 성격,간병인의 역할

규정 간병인에 한 사회 기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여

러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강 미,1998). 한 실 으로 간병인의

지 가 인정되지 않고 간병서비스가 우리사회에서는 그다지 특화되지 않

은 역으로써 일용잡부나 출부와 유사하게 인식되어 있다(정명희,

2004).이와 같이 간병인들이 간병활동에서 처하는 업무요인들은 간병인에

게 커다란 스트 스로 작용한다(김창열,2008).

간병인의 안 보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의 일상생활

거동을 도와주어야하므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손목질환 등),24시

간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에 기인한 안구질환( .안구건조증),환자로부

터의 감염( ,피부병,결핵 등)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나 간병업

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용은 간병인 본인이 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간병인의 사회 보호,즉 간병인의 산재

보험 용이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필요하다(윤조덕 외,2009).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간병인 제도를 정리하여 보면 표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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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법

인
측
면

-독립된 법제정

안됨

- 련법 근거

간병서비스지원

-지불체계정립

-법제화

-거주지역 심의

고령자간병

-시설,재택간병

-지불체계정립

-법제화

-개호 복지사 탄생

-노인 간병인 제도

-간병인 양성제도

-역할규정제도화

-지불체계정립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그 외 간병인

제도화 안 됨

-지불체계없음

간
병
인
력
측
면

-다양한 교육과정

- 문 간병인 배출

-간호조무사교육

-자격시험

-주정부자격

-개호직 문인력

교육(단기 학,

문양성학교,고등

학교 등)⇨배출

⇨등록제

-요양보호사

시험(2010년)

-그 외 문인력

양성 훈련

제도 없음

서
비
스
내
용
측
면

-서비스 내용정립

-노인 담간호사

-간병계획수립

-환자 심서비스

-서비스내용정립

-생활유지

-4개 역(신체보호,

양공 ,이동,

집안정리)

-서비스 내용 정립

- 상 :일상 ,

규칙 으로

반복되는 활동

-서비스 내용에

한 통일된

규정이 정립

되지 않음

서
비
스

달
체
계
측
면

-민간장기간병보험,

퇴직자 공동체의

계속 간병보호,

사회건강기구,주택

당 부 등을

통한 달체계

-의료보험의

의학 감정

-3단계로 정

-재활,재가간병

입원간병 순서

-간병 보호보험

의 여

-국가차원 실시

-본인 는 가족

⇨시.구청에 신청

⇨집을방문

⇨건강상태 악

⇨7단계로 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상 등

정 원회에서

정(3등 )

-그 외 통일된

법체계 없음

자료 :1.권춘숙,우리나라 고령자 간병인 제도의 도입에 한 연구,2001

2.장옥자,김명화,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간병정책,2002

3.이용갑,노인사회와 노인에 한 의료보장,2004

4.조선신,간병인력 공 체계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2007

5.원석조,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한

연구,2008

6.황나미 외,의료기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7.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 양성지침,2008 8.노인복지법(2010년 개정)

표 6.미국,독일,일본,한국의 간병인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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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개요

정부에서도 간병문제에 한 제도화를 하여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형에 한 설문조사

와 연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 고,2007년 6월부터 1년간의

종합병원 이상 병원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보건복지부,

2007.7.4). 한 2010년도에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10개 병원을

상으로 간병서비스제도화를 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2010.5.1).시범사업계획 상병원 선정에 한 발표자료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시범사업목표 추진내용

간병서비스의 시범사업의 목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

델(유형)을 개발하는데 있다.즉 환자의 증도,상병 등을 고려한 간병서비

스 표 모델을 개발하고,간병서비스의 수요,공 을 측하고 수가체계 등

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는 1단계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간병서비스의 비 여화시행,3단계로 2011년 간병서비스의 재원조

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이를 한 시범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12

월까지로 산은 국비 24억원과 건강보험공단 산 20억원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10개 병원을 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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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역 할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계획수립․조정 등 총
○ 추진상황 총 리․ 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추진단)

○ 세부 업무 매뉴얼 수립
○ 시범사업 진행상황 보고,평가 총 /홍보

연구기 ○ 련 연구용역 수행

자문회의 ○ 시범사업 운 평가 자문

시범사업 참여 병원 ○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평가자료 제출

표 7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체계

나.시범사업 운 내용

시범사업의 운 방법은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함

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 지원 상자8) 의료 여 수 권자는 간병비의

50%9)를 지원한다.즉 건강보험 지원 상자는 국고(30%)와 공단(20%)에서 지

원하고 의료 여 상자는 국고(50%)에서 지원한다.

시범병원은 요양기 종별(종합병원,병원 )로 고르게 시범사업 병원을 선

정하며 의료기 의 지역 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국․공립병원을 포함시킨

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3월 15일부터 3월 26

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상병원을 공모하 으며,10개 상병

원을 선정하여 2010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 다. 상병원은 상 병

원(아주 학교병원,조선 학교병원),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8)건강보험 지원 상자 기 :간병서비스신청 월 건강보험료 월 43,600원 이하인

가입자 는 피부양자

9)2010년도 복지부 발표 최 생계비 120% 액을 건강보험 직장보험료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개인부담 보험료 액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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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강원 학교병원,청주의료원,김천의료원),병원(울산 앙병

원,부산고려병원,여수애양병원)이 선정되었으며,시범사업 산은 총 44억원

(국비 24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 산 20억원)이다.

시범사업의 간병인력은 해당 시범사업 병원에서 결정( 견계약 vs직

고용)하도록 하되,병원의 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한 경우 견

이 가능하도록 한다.단,양질의 인력 투입 간병인력 복무 리,원가계

산을 한 인건비 지출내역,정산 황 등 자료 제공이 가능한 기 으로 선정

하도록 한다.간병인력의 자격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모두 가능하며,시범병원에 투입하는 간병인력에 하여는 간병기 에서

소정 기본교육(이론 실기)을 받은 자를 기본 으로 투입하고,병원에서

자체 보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상 환자의 선정방법은 시범사업 실시 병동 환자는 일반병동

환자로 하고,해당 병동에 입원하고자 동의한 환자에 한하여 실시하며,강

제입원은 지양한다.간병형태는 환자상태(경증, 증) 시간 별(주간형,

야간형, 일형),1:1간병부터 공동간병(1:2~1:6)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

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향한 간병형태를 제시하며,시범

사업 참여 병원에 하여는 시범사업에 따른 병원 리비용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참여 등의 행정소요에 따른 비용 간병인 리에 필요한 직․간

비용10)을 지원한다. 한 시범병원은 행 간호인력 확보수 (간호 리

료 등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최소한 30병상 이상을 운 하여야 한다.

10)교육, 리 인력 고용,유니폼 제공,간병인력 탈의,휴식 공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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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병원에 하여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한다.즉 평가항목에 따라

월별~분기별 진행상황 검․확인하고 평가결과 시범사업을 수행하기가 심

히 어렵다고 단되는 한 사유 발생 시 시범사업 단․취소 등의 조치

를 취한다.

이번 시범사업과 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

서비스를 단계 으로 제도화해 나갈 정이며,내년부터 건강보험 비 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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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병인들의 재 상태를 알아보고 재 정부에서 시범사업

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실 을 한 정책수립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 으로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상으로 보

호자 없는 병원에 한 찬반을 묻고 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단면조사연

구이다.연구의 개념 틀은 그림 1과 같다.

 

 

 

보  없는 
병원 실  

한 료제공
 및 정책제안

   심층면담
 - 보  없는 병원에
    찬 /반
 - 적정한 간병비
 - 적정한 간병 원
 - 적정한 근무 태
 - 적정한 근무시간

문헌고찰
조사 상 및 방법

보 없는 병원
찬 /반  원

제도 시 필 사항

연 목적 정

    문조사
 - 반적특
 - 근무 태
 - 간병비
 - 근무 간
 - 근무중 애로점
 - 보  없는 병원에
    한 찬 /반
 - 찬 /반  
 - 적정한 간병 원
 - 적정한 간병비
 - 적정한 근무 태
 - 적정한 근무시간

그림 1.연구의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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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병원에서 환자 는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료간병인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

사자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간병인은 조

사 상에서 제외하 다.

간병인의 선정은 무작 로 설문에 응답이 가능한 간병인을 상으로 실

시하 으며,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집합으로 모여서 설문조사를 실시

하거나 개인배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자료수집

본 연구는 상자인 간병인을 상으로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 상병원은 서울시내 형병원 8곳

( 학병원 6,시립병원 1,종합병원 1)과 경기지역 형병원 3곳( 학병원

1, 학병원 종합병원 2)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

설문지는 450부를 작성하여 배포하 으며,이 391부가 회수되었고,이

통계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불성실 응답자 36부를 제외하고 355부

를 상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로는 악할 수

없는 부분의 악과 설문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하여 조사 상

병원 2개병원의 7명의 간병인을 상으로 5월 6일부터 17일 기간 에

심층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의 정확도를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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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은 병실이나 기실,식당 등에서 실시하 고,1인병실의 경우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면담을 실시하 다.면담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2

시간까지 다양하 으며,밤 10시나 심식사시간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실시하 고,거리상 제약이 있는 곳은 화면담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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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산통계 처리

하 으며,빈도분석,χ²검정,t-test를 실행하 다.유의수 p<.05,p<.01,

p<.001에서 검증하 다.

첫째,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측정하기 해 응답수,백분율(%),

항목 백분율(%), 백분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실시하 다.

둘째,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찬성,반 에 따른 근무조건,보수 등

에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χ²검정을 실시하 다.

셋째,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찬성,반 에 따른 간병업무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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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조사 상의 특성

가.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8과 같다.조사 상자는 총 355명이며,성별에 따라 남자(2.3%),여자

(97.7%)로 여자 간병인이 으로 많았다.연령별로는 60 (52.2%),70

이상(21.9%)으로 부분의 간병인이 60 이상의 고령자 으며,간병인

의 근무기간도 2년 이상-5년 미만(32.6%),5년 이상(35.6%)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68.2%로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소득에 따라서는 조사 상자

의 86%가 6만원 이상-7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 다.보호자 없는 병원 제

도에 한 찬성과 반 를 묻는 질문에 하여는 상과 달리 찬성(39.2%),

반 (60.8%)로 과반수 이상이 반 를 하 다. 한 간병인력 공 방법(직

,간 )에 따라 직 (48.5%),간 (51.5%)으로 나타났고,직 공 방법에

하여는 병원을 통한 직 고용(22.8%),국가를 통한 직 고용(28.7%)으로

나타났고,조사 상자의 근무병원 종류에 따라 학병원(58.6%),일반병원

(41.4%)으로 나타났고,근무병원종류에 따른 보호자 없는 병원에 한 찬

성반 에서는 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의 반 (40.5%)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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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수 백분율
항목

백분율 백분율

성별
남자 8 2.3 2.3 2.3

여자 339 95.5 97.7 100

나이

50 미만 89 25.1 25.9 25.9

60 179 50.4 52.2 78.1

70 이상 75 21.1 21.9 100

간병인

근무연수

1년 미만 59 16.6 17.2 17.2

1년 이상-2년 미만 47 13.2 13.7 30.8

2년 이상-5년 미만 112 31.5 32.6 63.4

5년 이상 126 35.5 36.6 100

소득

6만원 미만 33 9.3 10.5 10.5

6만원이상-7만원미만 271 76.3 86 96.5

7만원이상-10만원이하 11 3.1 3.5 100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찬성 139 39.2 39.2 39.2

반 216 60.8 60.8 100

한

간병인력

공 방법1

간 172 48.5 48.5 48.5

직 183 51.5 51.5 100

한

간병인력

공 방법2

간 172 48.5 48.5 48.5

병원 81 22.8 22.8 71.3

국가 102 28.7 28.7 100

간병업무를

하고 있는

병원의 종류

학병원 201 56.6 58.6 58.6

일반병원 142 40 41.4 100

병원종류에

따른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찬반 여부

학병원 찬성 62 17.5 18.1 18.1

학병원 반 139 39.2 40.5 58.6

일반병원 찬성 74 20.8 21.6 80.2

일반병원 반 68 19.2 19.8 100

표 8.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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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사 상자의 간병 담당 환자수

간병인들의 담당 환자수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찬성과

반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설문결과는 표9와 같다.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의 찬반에 따른 간병 담당 환자의 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χ²검정을 시행한 결과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의 찬반에 따라 간병 담당 환

자의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lue=10.019,

p<0.05).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에 반 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2.2%가 1

명만을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반 하는 간병인들은 제도화시 노인요양병원처럼 담당해야 할

간병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상하여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간병 담당

환자의 수

1명만 담당 68(49.6) 130(62.2)

value=10.019

df=3

p=0.018*

(Fisher's
P=0.020)

2명을 동시에 간병 37(27.0) 43(20.6)

3명을 동시에 간병 8(5.8) 18(8.6)

4명이상 동시에

간병
24(17.5) 18(8.6)

Total 137(100) 209(100)

*p<.05**p<.01***p<.001

표 9.담당 환자수와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의 찬반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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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병인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태도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한 태도에 따른 찬성과 반 경향을

알아보기 한 조사에서는 체 응답자 346명 149명(43.0%)이 좋은 제도

로 실성이 높다고 응답하 고,실 가능성이 낮거나,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41명(40.7%)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부

정 시각과 정 시각이 거의 비슷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이것은 보호

자 없는 병원제도에 하여 60.8%가 반 한 것과는 조 으로 반 의견

을 가진 상당수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하여는 정 인 입장을 시

각을 가지고 있는 등 다소 이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에

한 생각

좋은 제도로

실성이 높다
77(56.2) 72(34.4)

value=22.518

df=4

p=0.000***

(Fisher'sP=0.000)

우리나라 정서상

실 가능성은 낮다
27(19.7) 38(18.2)

환자의 간병에 별로

효과 이지 않음
18(13.1) 58(27.8)

간병인에게는

도움이 안됨
14(10.2) 32(15.3)

기타의견 1(0.7) 9(4.3)

Total 137(100) 209(100)

*p<.05**p<.01***p<.001

표 10.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에 한 인식과 찬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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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찬성/반 사유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에 한 찬성과 반 의

원인을 악하기 한 문항에서 간병인의 찬성과 반 의 사유가 되는

주된 이유는 보수와 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즉 찬성자는 안정 인

간병료의 지 을 찬성이유로 택하 으며,반 자는 보수의 감소우려를 반

의 이유로 택하 다.물론 반 이유에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

에 한 우려도 있었다.그러나 찬성과 반 공통으로 보수의 문제를 요

시 하고 있음은 확인 할 수 있었다.제도화시 보수문제가 간병인들에게

가장 큰 쟁 이 될 것이라는 을 측할 수 있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찬반

이유

보수가 어든다 3(2.4) 78(37.0)

value=217.365

df=4

p=0.000***

(Fisher'sP=0.000)

10(8.1) 82(38.9)병원,건강보험공단의

간섭이 심함

안정 인 간병료 지 이

이루어짐
86(69.4) 7(3.3)

소속감 증 로 더 나은

간병서비스 제공 가능
22(17.7) 9(4.3)

재와 별로 달라지는

이 없음
3(2.4) 35(16.6)

Total 124(100)211(100)

*p<.05**p<.01***p<.001

표 11.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의 찬성/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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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호자 없는 병원의 정한 간병인수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하에서 5~6인의 다인실을 기 으로 간병인들이

생각하는 정한 간병인수에 한 문항에서 제도화에 반 인 간병인들의

과반수가 찬성인 간병인보다 정한 간병인 1인당 환자수를 3명으로 보고

있다는 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이것은 3명이라는 환자를 정하다고

응답은 했으나 실 으로 3명을 담당하게 제도화 할 경우 굉장히 업무량

이 많아 질 것을 염려해서 간병인 제도화에 반 를 하고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간병인 제도화시 환자수를 1~2명의 범 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정한

간병인 수

(5~6인실)

1명 1(0.7) 1(0.5)

value=10.411

df=4

p=0.034*

(Fisher'sP=0.025)

2명 54(38.8) 65(31.0)

3명 53(38.1) 110(52.4)

4명 17(12.2) 11(5.2)

5명이상 14(10.1) 23(11.0)

Total 139(100) 210(100)

*p<.05**p<.01***p<.001

표 12.보호자 없는 병원의 정 간병인수(5~6인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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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의 정한 근무시간

간병인들이 생각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하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하여 조사하 다.본 문항에 하여 표13에서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8-12시간미만을 선호하고 있었다.이것은 간병인들이 재의 24시간 근무

에서 8시간 3교 나 12시간 2교 형식을 염두해 두고 응답한 것으로 추

정되며,실제로 표14에서 보듯이 과반수가 8시간 근무시간이 정하다고

선택하 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당한

1일 평균

간병시간

8시간미만 30(22.2) 36(17.2)

value=18.988

df=4

p=0.001**

(Fisher'sP=0.000)

8-12시간미만 89(65.9) 106(50.7)

12-16시간미만 9(6.7) 31(14.8)

16-24시간 7(5.2) 33(15.8)

기타 0(0.0) 3(1.4)

Total 135(100) 209(100)

*p<.05**p<.01***p<.001

표 13. 정한 1일 평균 간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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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의 정한 근무형태

간병인들이 생각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5~6인실의 정한 간병인의

근무형태에 한 조사결과는 표14와 같다.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찬성

자의 57.4%와 반 자의 55.1%의 과반수가 8시간 교 근무를 선택하 다.

이것은 기존 간병인들이 24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병원에서 하는 간

호사 등의 8시간 3교 근무에 한 동경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보호자

없는 간병

서비스의

근무형태

(5~6인실)

24시간 교 근무 17(12.5) 39(19.0)

value=10.259

df=4

p=0.036*

(Fisher'sP=0.033)

12시간 교 근무 39(28.7) 47(22.9)

8시간 교 근무 78(57.4) 113(55.1)

4시간 교 근무 2(1.5) 0(0.0)

기타 0(0.0) 6(2.9)

Total 136(100) 205(100)

*p<.05**p<.01***p<.001

표 14.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의 정한 근무형태(5~6인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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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의 정한 비용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의 찬반에 따른 정한 간병비용의 차이를 살펴

보기 한 문항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에 하여 찬성과 반 자 모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5만~7만원사이의 비용을 선호하 다.

이것은 물론 환자 증도를 고려하여 비용을 달리해야한다는 제가 있

다.간병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간병인들은 증도에 따라 간병료에 차이

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 목　 찬성 반 검정통계량

당한

간병비용

3만원 4(2.9) 1(0.5)

value=10.478

df=4

p=0.033*

(Fisher'sP=0.034)

5만원 44(32.4) 89(42.4)

7만원 48(35.3) 72(34.3)

9만원 36(26.5) 36(17.1)

기타 4(2.9) 12(5.7)

Total 136(100) 210(100)

*p<.05**p<.01***p<.001

표 15.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의 정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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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심층면담을 통한 분석결과

구조화된 설문조사로는 악할 수 없는 부분의 악과 설문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하여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조사 상 병원

2개병원에서 7명의 간병인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심층

면담의 경우 정형화된 질문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런 질문들과

애로 등을 질문하 고,녹음에 한 거부감 때문에 녹음을 하지는 않고

인터뷰내용을 기록하 다.

가.보호자 없는 병원에 반 하는 이유

심층면담 내용으로부터 간병인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반 하는

이유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설문조사결과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제

도에 하여 간병인들 75.9%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이 심 할

것이다(38.9%)라거나 보수의 감소(37.0%)를 이유로 반 하 다.그러나

인터뷰 결과 추가 인 반 이유들이 있었다.

A간병인(60대후반) :다들 은 사람을 선호할 것이므로 나이 많은

간병인은 오히려 자리를 빼앗긴다.

F간병인(50대후반)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 되면 오히려 간병인들

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A,F간병인의 의견 로 이번 설문조사결과 체 응답간병인 에서 60

이상이 254명(71.5%)이나 되었다. 재 간병인들의 다수가 고령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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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실제로 다수의 간병인들이 간병인제도화에 반 하는 이유 에

제도화시 고령에 의한 실직의 험성에 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A간병인(60대 후반) : 간병인들은 부분 병원에서 먼 곳에 살고 있어서

교 근무로 출퇴근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나가고,몸도

더 피곤하다.차라리 24시간 근무가 좋다.

B간병인(50대 후반) : 출퇴근을 하면 교통비가 별도로 들고 손해라서

차라리 24시간 근무가 좋다.

C간병인(50대 초반) : 출퇴근하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간병인들은 부분

멀리 살고 있어 불편하다.

간병인들의 경우 24시간 근무가 힘들다고 한다.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한

다.응답자 119명(34.6%)16시간~2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25명(65.2%)이 간병시간이 많다고 응답했다는 을 볼 때 다수 간병인

들이 24시간 근무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교 근무형태로

변경 시에는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야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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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호자 없는 병원에 찬성하는 이유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에 한 반 의견과 달리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

는데 찬성하는 간병인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D간병인(50대) :24시간 근무가 힘들고 24시간 하고 6만5천원 받는 것

보다 12시간씩 4만원정도 받으면 수입도 더 되고 좋다, 한 12시간씩

나 면 간병인도 더 많이 뽑을 수 있으니 일자리도 더 생길 것이고

좋다고 생각한다.단,병원에서 직 고용했으면 좋겠다.

E간병인(40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찬성하며 24시간 근무가

힘들다.8시간이나 12시간 교 근무했으면 좋겠다.

G간병인(60대 초반) :간병인과 비간병인(보호자)이 병실에 함께 있으니

시기라든지 다툼이 있다.간병인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찬성하는 간병인 들은 부분 설문조사의 내용

로 24시간 근무의 어려움과 같은 병실내 간병인과 비간병인(보호자)간의

갈등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되기를 선호하고, 한 교 근무로 인하

여 추가 인 일자리 창출을 환 하는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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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한 간병비용과 환자수

심층면담을 통해 들은 당한 간병인 비용과 당한 간병환자에 하여

는 다음과 같았다.

A 간병인(60대 후반) :24시간 간병시 7만원 정도면 좋겠다. 한 1명이

2~3명을 간병하는 것은 무 힘들다.

B간병인(50대 후반) :간병비가 무 비싸도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고용

할 수 없을 것이다.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24시간에 7만원이면

당하다고 본다.

C간병인(50대 초반) :24시간에 7만원 정도면 좋겠다.

D간병인(50대) :12시간에 4만원 좋다. 증환자의 경우 간병인이 1인당

1명이어야 하고,경증환자는 1인이 2~3명도 가능하도 본다.그것도 거동

가능여부에 따라 고려해야한다.그리고 노인요양병원처럼 다인실에 간병

인이 1~2명씩 배치하는 것은 당하지 않다고 본다.간병하기가 어렵다.

E간병인(40대) :8시간에 4만원이면 좋겠다.그리고 추가시간당 액을

책정했으면 한다.1인당 2~3명 간병은 가능성 있다고 본다.그런데 노인

요양병원가보니 실제로 1인이 8명 정도 간병하는데 그것은 무 힘들다.

G간병인(60대 초반) :척추환자의 경우 2인실에 1명 정도면 가능하다.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비용에서는 설문조사와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5만원~7만원(12시간기 )으로 응답이 나왔으며,설문과 실제

응답과의 차이가 있다.이것은 아마도 설문 응답자 에 상당수가 60 이

상의 고령자로서 설문지의 12시간 기 이라는 말보다는 자신이 재 24시

간 근무이므로 이를 기 으로 액을 기입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이 부

분은 추후 더 보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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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찰

1.연구의 의미에 한 고찰

본 연구는 재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을 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에 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 비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환자곁은

떠날 수 없는 간병인의 특성상 이들에 한 설문조사와 면담에는 어려움

이 많았다.특히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간병인

회사들에 소속되어 설문조사와 면담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병인들의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단체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범사업 시작 에 설문조사를 완료하 다.

반면 심층 면담은 병원의 간병인과 약속을 통해 직 찾아가 면담하거나

화면담을 하거나,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간병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진다.

첫째,본 연구는 재 시범사업 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하여 시범사업 기에 실시한 연구라는 이다.특히

본연구는 량의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비구조화된 심층면담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의 정확도를 높 다.간병인을 상으로 여러 연구가 있었으

나, 부분 문헌고찰에 의한 연구,만족도조사,교육 필요성 등에 한

연구조사 던 반면 본 연구는 보호자 없은 병원에 한 직 인 조사이

며,정부의 시범사업 실시 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향후 시범사업완료

시에 결과와 비교하여 제도화를 한 정책수립에 요한 자료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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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이다.

둘째,본 연구는 간병업무와 련하여 실 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을 상으로 한 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실 을 한 정책수립

시 상태를 정확히 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이다.

셋째,특정병원만을 상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내 주요 학병원

수도권의 형병원의 간병인을 상으로 한 범 한 설문조사연구라는

이다.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지역 한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특정

병원만을 상으로 하지 않았고 량의 설문조사라는 을 고려할 때 결

과를 일반화하여 재 간병인들의 상태를 악하는데 기 자료로서 신뢰

성과 활용도가 높다는 이다.

넷째,본 연구의 조사자료는 간병인과 련된 연구의 기 자료로서 간병

인의 근무형태,비용, 정한 간병인수,간병인의 인구학 특성 등 향후

간병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이다.따라서 본 연구가 간병

제도화와 타 연구자의 련 연구에 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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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간병인의 보호자 없는 병원에 한 의식을 알아

보고자 설문조사와 면담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 으며,서울

수도권 형병원에 근무 인 많은 수의 간병인을 상으로 하 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 은 추후 연구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임의표본 추출에 의하여 설문 상자를

선정하 고,단기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간병인마다 업무강도와 근

무여건,간병환자의 상태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실제

간병인들이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이다.따라서 기존의 단면연구

들과 같은 제한 을 가지며,본 연구결과와 실제 간병인의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 이 있다.

둘째,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에서 제한 이 있다.단기간에 효과 인

설문조사를 하여 간병인의 교육시간을 사용하여 단체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간병인 회나 회사 계자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

부하고 조사하 다.따라서 연구에 한 설명이 미흡할 수 있었으며, 부

분의 간병인이 고령자인 을 감안한다면 설문문항에 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응답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특히 정한 간병비의 경우 설문조

사에서 12시간 기 으로 비용을 조사했으나, 재 간병인들이 주로 24시간

근무로서 24시간기 의 비용과 혼동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이 은 면담조

사와 차이가 크다는 을 보면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에 한 규명은

할 수가 없었다.이 은 추가 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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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본 연구는 지역 한계성과 병원종류에 따른 한계성을 가지고 있

다.조사한 간병인은 서울시내와 수도권의 형병원의 간병인을 상으로

하여 조사하 기 때문이며, 한 서울과 수도권의 형병원에 비하여 열악

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지방의 소병원에 한 조사가 부족하 다는

이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모든 종류의 병원에 용하기 해서

는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조사 상 간병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응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선택

편 (SelectionBias)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설문조사 내용이

실제 정부의 시범사업을 고해 놓은 상태에서 시범사업과 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간병인의 입장에서는 민한 문제 을 것이

다.따라서 간병인 본인의 실업문제와 보수등과 직 연결될 수 있어 자신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수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으나,간병인에 한

량의 설문조사 면담자료는 극히 드물며,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

실 인 간병인의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고는 큰 의의가 있으며,이를

통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한 정책수립의 기 자료를 삼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앞으로 본 연구에 미비한 부분을 더욱 보완

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가 정착되어지

는데 본 연구가 석이 되기를 바란다.



-53-

Ⅵ.결론 제언

1.결 론

성기 병상에서 환자에 한 간병의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 인 문제로 발 하고 있다.특히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여성

의 사회진출증가는 가족 특히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 되었던 간병의 문제

가 더 이상 여성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낮은

보험수가체계와 부족한 간호사 인력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결국 사 고용형태의 간병인이

성행하게 되었고,이것은 간병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 다.결국 정부에서도 간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화하기

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 다.이에 본 연구는 간병업무를 실 으로 담

당하고 있는 간병인을 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에 한 태도를 악하

여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화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에서 시행 되었다.

연구 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형병원 11곳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과 소수에 한 심층면담으로 실시하 다.연구도

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

하 으며,설문문항에는 간병 상 환자에 한 3문항,간병인의 일반직인

활동에 한 문항 18문항,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와 련한 6문항,간병인

의 일반 인 특성에 한 9문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결과는 상과 달리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병인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60.8%가 보호자 없는 병원에 반 하는 입장을 보 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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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시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38.9%)이나

보수의 감소(37.0%)가 주된 이유 다.반면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설문조사

에서 나타난 반 의 사유 외에 다른 이유가 발견되었다.그것은 실업에

한 걱정이었다.즉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시 병원이나 국가는 은 연령

의 간병인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기존 간병인들은 실직의 험에 처

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었다.본 연구에서 응답자 254명(71.5%)이 60

이상의 고령자라는 을 고려한다면 실직에 한 우려야말로 간병제도화

에 반 하는 간병인들의 주된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실제 로 응답자

의 과반수가 넘는 60.8%가 간병인제도화에 반 한 것은 고령에 의한 실직

의 험성에 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반면에 이들의

부분이 2년이상의 경력자들로 간병업무에 능숙하다는 을 고려할 때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시 기존 고령간병인에 한 고용보장 등 충분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 지 않으면 실업자을 양산하는 제도화가

될 것이다.

둘째로 간병인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자체에 하여는 찬성자의

56.2%와 반 자의 34.4%가 좋은 제도로서 실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간병인들도 자신의 불이익한 면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를

반 할지언정 제도자체의 정 인 면에 하여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

다.

셋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시 정한 근무시간으로 8~12시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화 반 자의 50.7%,찬성자의 65.9%가

선택하 다.이것은 간병인들이 24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로 인해 교 근무

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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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시 정한 간병인 근무형태는 제도화의

찬성자 반 자 모두 과반수 이상이 8시간 교 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다섯째로 정한 간병비용으로는 12시간 기 으로 5만원에서 7만원 사

이를 선택하 다.구체 으로는 제도화에 찬성하는 응답자 5만원(32.4%),

7만원(35.3%)이었으며,제도화 반 응답자의 경우 5만원(42.4%),7만원

(34.3%)으로 주로 5만원~7만원 사이의 보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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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정책제언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 을 해서 앞서 여러 병원들이 시도를 하 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병원단 의 시도에 불과하 으며 개별병원에서 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이 있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의 운 사례를 보면 K의료원 S 학병원의 1970년

인간호(Totalcare)의 실 을 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의 운 을 시도하

으나 간호 인력의 업무과 을 비롯하여 병원 경 상,병원시설 구조

리체계상,그리고 우리나라의 통 인 문화 특성상 제 여건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의 운 을 지속하지 못하 으며,Y병원,

E병원 등은 간병인을 병원차원에서 이용하여 부분 으로 몇 개 병동으로

한정하여 원하는 환자를 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 하 으나.환자

보호자와의 연락문제,간호 인력의 필요성 증 와 인력확충에 따른 병원

재정문제가 문제 으로 두되었고,S병원의 경우 병동구조 시설을 보

호자 없는 병동으로 운 할 수 있도록 설립당시 간호사실(NurseStation)

의 치나 의료진과의 연락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환자에게 불안감이나 불

편함이 없도록 구조화하여 부분의 일반병동을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운

하 으며,간병 인력을 병원(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환자의 별도 간병

비 지불 없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 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 심의 정서상 철 하게 보호자를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었고,제한된 면회시간의 불편감과 간호인력 확충을 한 병원 재

정상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지 되었다.(황나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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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해서

는 간병인의 근무형태를 8시간 교 근무형태로 하며,환자의 증도에 따

라 간병인의 보수를 달리하여 일당 5만~7만 사이로 세분화하여야 하며,

간병인의 담당 환자수는 간병인 1인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담당환자수도 환자의 증도를 고려하여 효과 인 간병이

이루어 질수 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의

실 을 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간호수가체계의 실화를 통하여 간호사를 증원하고,간호사 증원

을 통하여 간병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 을 해

서는 무엇보다도 간병 인력을 어떻게 공 하느냐에 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앞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표방했던 병원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

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간병인력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양질의 간병인력을 안정 으로

공 하는 것은 간병인 제도화 성공을 한 요한 요소라고 본다.간병인

력의 확보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그 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간호사인력의 확충이다.그러나 재와 같이 낮은 수가하에서 병원

이 간호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간호사의 수가를 실화하여 병원에서 간호사의 증가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고 수가의 실화만으로 간호사를 증원하여 간병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간호사 인력의 부족문제 때문이다.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장롱 속 간호사 면허증 다시 찾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서 수가인상만으로 간호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실성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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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방법일 수밖에 없으며,간호사의 이직율과 간호사의 교 근무 기피

상을 고려할 때 간호사고용에 한 병원의 부담만 가 시키게 될 수도

있다.

둘째,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 간병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을 활용하여 간병업

무를 활성화한다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간병문제의 해결과 제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간호사는 한 단계 높은 수 있는 의료행 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는

간병업무 등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간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의료기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새로

운 수요시장으로써 간병인력시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은 층의 실업문

제해결과 동시에 양질의 간병인력의 공 도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일본의 제도에서 보듯이 사 인 간병인 고용제도를 없애고 간병비

를 수가화하여 간병인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재 간병인들은 환자에 의

하여 사 으로 고용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부분이다.그러한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 고용하거나 도 계약을 통해 간병인을 공 하고 비용을 병

원비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를 수가화 하는 것이다.간병인을

제도화하는 것은 가장 실 이고 실 가능성이 높은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하여 반 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본인들의 수입 감소와 병원이나 국가의 간섭심화,

실업우려 등이 그 이유 다.따라서 간병인제도화를 실 하기 해서는 고

령간병인에 한 실업 책과 정한 간병료의 수가화를 통해 최 임 에

도 못 미치는 간병인들의 임 을 실화할 필요가 있으며,간병인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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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도 8시간 교 근무형태로 변경하다면 재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분이 고령자인 간병인의 실업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간병인의 자격이나 질 향상과 사회인식의 변화를 해서 국단

의 간병인 회를 조직하는 것이다.간병인 회를 한간호 회나 간호

조무사 회처럼 하나의 단일한 직능단체로 구성하여 회차원의 교육과

자격 리를 하며,이를 통하여 간병인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간병인에 한 낮은 사회인식도 개선하여 간병인력의 공 을 늘리는 것이

다. 한 간병인에 한 산재보험 용 등의 문제에 하여 회를 매개로

하여 해결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사각지 에 있는 간병인을 보호하는 것이

다. 한 교 근무시 간병인들이 지 하는 교통비소요,출퇴근시간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 인 회차원에서 거주지 심의 간병인 인력공 체계

를 형성한다면 간병인들의 이동시간과 교통비를 최소화하면서 간병인력의

체계 이고 안정 인 공 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이러한 거주지 심

이 공 체계는 독일의 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독일이 제도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간병인 업무 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선행연구들에서 볼

때 간병인의 업무 역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업무 역을 넘나드는 경우

가 빈번하 고,간호사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실 으로 간병인들이 담당한다고 보았을 때 간병

인 업무에 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간병인의 업무 역으로 인한 다툼

을 사 에 방하며,간병인에 한 인식을 높이고,제도화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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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은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직종의 이익이

나 역싸움의 상이 아니라 간병을 받고 있는 환자 심에서 가장 좋은

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그러한 기 하에 수립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가 실 되기를 희망한다.아울러 본 연구가 조 이나마 제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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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InstitutionalizationofCaregiverService,

TheCaregiver'sAwarenessStudy

CheolWonKim

Dept.ofPublicHealthLaw andEthics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ohnMyongseiM.D.,Ph.D.)

Thechangeofsocialstructurehasbroughtabouttheincreaseof

nuclearfamily and more chancesforwoman'sparticipation in the

society.Asthepopulationoftheelderlyriseswiththeextensionof

lifespan,familymemberscannotalwaysbetherefortheirsickfamily

and take care ofthem.As the demand for paid caregivers of

hospitalized patientsincreased,caregiverand medicalcostsincrease

proportionally.Thegovernmentisnow activelyconsidered aboutthe

institutionalizationofcaregiverservice.

Fortheinstitutionalization ofcaregiverservice,a pilotstudy has

recentlybeenimplementedinKorea;throughthisproject,"family-less

hospital",thegovernmentexpectstocreatejobsandimprovequalityof

careforinpatientswithinthehospital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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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wasconductedtoexaminethecaregiver'sawarenessand

attitudetowardthefamily-lesshospital.

Inthisstudy,aquestionnairewasused tosurveycaregiversfrom

eightdifferenttertiarylevelhospitalslocated inSeoul(sixuniversity

hospitals,onecitypublichospital,andonegeneralhospital)andthree

hospitals in Kyung-giprovince (one university hospital,and two

university-levelgeneralhospitals).From April5,2010toApril20,2010,

355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and collected by the subject

caregivers.To increasetheaccuracy ofsurvey results,a qualitative

researchmethod(in-depthinterview)wasused;sevencaregiverswho

wereworkingintwodifferenthospitalsfrom elevensubjecthospitals

wereinterviewedfrom May6toMay17,2010.Thecollecteddatawere

analyzedwithSPSSWIN version12.0programs,andtheresultofthis

studyisasthefollowing:

First,themajorityofrespondedcaregivers(60.8%)wereopposedto

thefamily-lesshospital.Themainreasonsforoppositionwere;concerns

aboutinterference from the hospitalor NationalHealth Insurance

Corporation(38.9%)andreductionsinpay(37.0%).From thein-depth

interview,thecaregiverswerealsorespondedthattheymightlosetheir

jobsduetotheiroldage.Mostofthecaregiversareatleast60years

old, and the hospitals will look for young caregivers once

institutionalized.

Secondly,56.2% ofthe advocates and 34.4% of the opponents

responded thatthefamily-lesshospitalprojectitselfisrealisti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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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itshowedthathighpercentageoftherespondentsagreewith

thepositiveaspectsoftheprojecteventhoughtheywereopposedto

theprojectfortheirbenefit.

Thirdly,therespondents,50.7% oftheopponentsand65.9% ofthe

advocates,considered8~12workinghoursperdaytobeappropriate.

Caregiverspreferredshiftworkduetofatiguefrom 24-hourcare.

Fourthly,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both opponents and

advocates,wantedevery8hour-shiftrotation.

And lastly,thecaregiverresponded thattheywanted togetpaid

50,000~90,000wonfor12-hours.Indetails,32.4% oftheadvocates

chose50,000won,35.3% 70,000won,and26.5% 90,000won,whilethe

opponentswanted50,000won(42.4%)and70,000won(34.3%).

Basedonthestudyfindings,theauthorrecommendthefollowings:

First,increasewagesinordertoresolvenursingshortage,andreplace

privatecaregiverswithnursingpersonnel.butitisnoteasy,Secondly,

usenurseaides,medicaltechnicians,andsocialworkersascaregivers.

Thirdly,institutionalize the caregiving service.Instead the family

membershireprivatecaregiversdirectly,hospitalsorthegovernment

makes a formal contract with caregivers. Fourthly, organize an

association forcaregivers,so the association provides high quality

training forcaregivers.And lastly,definethecaregiver'sdutiesand

responsibilitiesclearlytoreducetensionandconflicts.

Keyword:Caregiver,Institutionalizationofcaregiverservice,

Family-less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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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환자의 간병업무로 바쁘신 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연세 학교 보건 학원에서 석사학 논문작성을 한 기 자료를 얻기

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병원에서 환자의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간병인 분들을 상으로 “보

호자 없는 병원”의 실 방안을 알아보고,환자와 간병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호

자 없는 병원의 실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한 응답내용은 무기명처리하며,본 연구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

음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0년 4월 일

연세 학교 보건 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연 구 자 :김 철 원

(연락처 010-8703-5956/e-Mail:55mulso@hanmail.net)

부록1.설문지

간병인 활동에 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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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항목의 □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재 간병하고 계신 환자의 질병종류는 무엇입니까 ?

□ 1)사지마비 □ 2)암환자

□ 3)척수 손상등 근골격계질환(근육병등)

□ 4)뇌 질환 □ 5)기타( )

2. 재 간병하는 환자의 병명은 무엇인가요?

질병명 : (잘 모르시면 안쓰셔도 됩니다)

3. 재 간병하는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 1)무의식

□ 2)의식이 있으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 3)보조기구 보조인이 있어야 활동가능

□ 4)보조기구만을 이용한 활동 가능상태

□ 5)일상 활동 가능한 상태

4.간병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 1) 회 는 회사 □ 2) 한 십자사 □ 3)YMCA

□ 4)선배간병인 □ 5)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5.간병업무에 하여 배우신 내용 간병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3개까지 √ 어주세요)

□ 1)섭취와 요양(음식물,약,투입)

□ 2)배설 련

□ 3)개인 생(세면,옷 갈아입히기,목욕 등)

□ 4)체 변경과 이동 련

□ 5)응 처치 □ 6)감염 방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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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매우

그 다

2)

그 다

3)그 지

않다

4)매우

그 지

않다.

1)간병시간이 무 길다

2)간병 련 지식이나 기술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3)의료인(의사,간호사)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4)환자 는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어렵다

5)병원비품을 손하거나 분실할까 불안하다

6)병원의 간병인 리가 무 엄격하다

7)질병감염이 될까 두렵다

8)병원에 한 소속감은 없다

9)간병료가 다

10)간병인에 한 식사제공이 안되어 불편하다

6.간병인 교육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3개까지 √ 어주세요)

□ 1)섭취와 요양(음식물,약,투입 등) □ 2)배설 련

□ 3)개인 생(세면,옷 갈아입히기,목욕 등)

□ 4)체 변경과 이동 련 □ 5)응 처치

□ 6)감염 방 련 □ 7)기타( )

7.간병업무를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한 질문입니다.아래 표에서

해당 항목별로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8. 재 1일 평균 간병시간은?(쉬는 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간병시간)

□ 1)8시간미만 □ 2)8~12시간미만

□ 3)12~16시간미만 □ 4)16~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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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평균 간병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많다.□ 2)보통이다.□ 2) 다

10. 당한 1일 평균 간병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시간미만 □ 2)8~12시간미만

□ 3)12~16시간미만 □ 4)16~24시간

□ 5)기타 ( )시간

11. 당한 간병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12시간 근무 기 )

□ 1)3만원 □ 2)5만원 □ 3)7만원

□ 4)9만원 □ 5)기타( )만원

12.동시에 2명이상 환자의 간병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 몇 명이었습니까?

□ 1)1명만 담당 □ 2)2명을 동시에 간병

□ 3)3명을 동시에 간병 □ 4)4명이상 동시에 간병

※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보호자가 상주하면서 간병하거나 사 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간병을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임.(간호사 는 간병인,간호보조인을 이용하여 병원이나

국가차원에서간병서비스제공)

13.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은 제도로 실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2)우리나라정서상 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3)환자의 간병에 별로 효과 이지 않을 것이다.

□ 4)간병인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 5)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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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 하기 한 한 간병인력 공 방법은 ?

□ 1)간호사를 늘려서 간병업무를 담한다.

□ 2)간병인을 병원에서 직 채용한다.

□ 3)간병인을 국가에서 직 채용한다.

□ 4) 행처럼 간병인 회나 회사를 통해 고용한다.

□ 5)아무방법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다.

15.간병인 비용을 입원료에 포함하여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 지불하게 된다면 찬성하십니까?

□ 1)찬성 □ 2)반

15-1.간병인 비용을 입원료에 포함하여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 지불하는 것에 찬성하시거나 반 하신다면 그 이유는 ?

□ 1)보수가 어든다.

□ 2)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이 심할 것이다.

□ 3)안정 인 간병료 지 이 이루어질 것이다.

□ 4)소속감 증 로 더 나은 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5) 재와 별로 달라지는 이 없을 것이다.

16.5인실이나 6인실 병실에 보호자 없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한 간병인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1명 □ 2)2명 □ 3)3명 □ 4)4명 □ 5)5명이상

16-1.5인실이나 6인실 병실에 보호자 없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간병인의 한 근무형태는 ?

□ 1)24시간 교 근무 □ 2)12시간 교 근무

□ 3)8시간 교 근무 □ 4)4시간 교 근무

□ 5)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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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응답자의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17-1.귀하의 성별? □ 1)남 □ 2)여

17-2.귀하의 연령은? 만 세

17-3. 재 1일 간병수입은?( )만원

17-4.귀하의 학력은 ?

□ 1) 등학교졸업이하 □ 2) 학교졸업

□ 3)고등학교졸업 □ 4) 학교 이상 졸업

17-5.귀하의 결혼여부 ?

□ 1)기혼 □ 2)미혼

17-6.간병인으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1)6개월 미만 □ 2)6개월 이상~1년 미만

□ 3)1년 이상~2년 미만 □ 4)2년 이상~5년미만

□ 5)5년 이상

17-7.간병하는 환자를 소개받은 방법은 ?

□ 1)간병인회사 는 회소개 □ 2)병원을 통한 소개

□ 3)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 □ 4) 고를 보고

□ 5)기타 ( )

18.귀하가 간병인 업무를 하고 있는 병원의 종류?

□ 1) 학병원 □ 2)종합병원 □ 3)병원 □ 4)의원

19.간병인 업무를 하면서 국가나 병원에 바라거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 )

※ 간병업무로 많이 바쁘신 에도 이 게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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