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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연구는 중소도시 보건소의 방문간호대상가구에 대한 방문간호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2000년도부터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의 시달등 정부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가구에 대한 특성, 건강문제, 간호활동, 문제해결수준 및 방

문간호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방문간호사업 기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일개 시 보건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방문간호사업

관리대상가구 총 736가구중 김의숙(1996)등이 제시한 방문간호기록지를 작

성하기 시작한 19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년 7개월간 등록된 가구로

간호문제가 많은 200가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200가구의 가정건강기록부와 가정방문기록지를 분석하기위하여

기록분석지를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기록분석지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는 SPSS/ 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처리였으며 빈도와 비율로 특성별 분포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일반적특성, 가족건강문제, 방문간호활동, 방문간호요구

도, 방문간호결과에 대한 조사하여 파악된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대상가구는 200가구에 가구원수는 총 425명으로 평균가구원수는 2.2

명이며, 89.6%가 생활보호대상가구였으며,특히 독거노인가구가 33%로 가

장 많았다. 대상가구의 가구원 평균연령은 52.2세이었고 65세 이상노인인구

가 45.1%이었다.

2. 문제가족유형은 취약가족, 환자가족, 위험행위가족, 주거환경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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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정규관리가족순이였으며, 특히 환자가족중 만성질환자가족이 7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위험행위가족중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이 47%, 취

약가족중 장애가족이 35.0%, 소외가족이 33.0%이었고, 주거환경위험가족이

31.5%순이었다.

3. 가족분류의 중복빈도가 높은 가족은 만성질환자가족과 빈곤가족이

39가구, 만성질환자가족과 소외가족이 36가구, 노인가족과 빈곤가족이 34가

구, 노인가족과 만성질환자가족과 빈곤가족이 29가구로 노인가족·빈곤가

족·만성질환자가족이 주된 가족문제로 복합되어 있었다.

4.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24종류였다. 가구원의 만성질환상

태는 관절염이 22.5%, 고혈압 16.4%, 당뇨 8.6%, 뇌졸중 7.5%, 정신질환

7.4%, 소화기질환 4.4%, 심장질환 4.2%, 백내장 3.6%, 호흡기질환 3.0%, 암

3.0%등 순의 빈도였고, 장애 9.4%였다.

5. 가정방문시 파악한 가구원의 주요문제는 근골격계문제 105건, 정신장

애문제 46건, 소화기계문제 44건, 증상·증후가 불명확한 상태가 38건, 호

흡기계문제 27건, 신장·비뇨기계문제 22건, 안과문제 22건, 피부질환문제

9건등 신체적증상이 있었고, 보건소/ 병의원/ 행정기관의뢰가 35건, 가족구성

원의 갈등문제 32건,재정적문제 13건 일상생활불편 10건등 49개의 대상자

불편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나타났

다.

6. 대상가구의 총방문횟수는 3,186회 였고, 평균방문기간은 평균 15.15개

월이었다. 1회 평균방문시간은 18.2분이었으며, 등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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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와 1회 평균 방문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7. 총대상가구에 제공한 간호활동 빈도는 건강상태사정와 질병상태 및

건강관리양상 파악, 투약관리제공, 질병자가관리교육, 근육관절운동순으로

활동빈도가 높았다.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간호활동의 제공빈도는 변화가

없었으나 투약제공관리는 등록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였

다.

8. 방문요구도는 가구의 자가관리능력인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문제대

응을 위한 지시 및 기술정도, 지지자원 보유정도, 생활수준(지불능력)을 중

심으로 측정하여 집중관리군이 12.1%, 정기관리군이 60.6%, 감시/ 추후관리

군이 22.9%, 자가관리군이 4.4%빈도로 나타났다. 방문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집중관리군은 감소한 반면, 자가관리군은 증가하였으며 정기적관리군과

감시/추후관리군은 큰 변화가 없었다.

9. 방문간호결과로 간호활동이 제공됨으로서 대상가구에 상병조절, 환

경적, 행정적, 정서/ 심리적, 경제적, 복지적, 가족갈등, 건강증진, 신체불편정

도이 해결된 정도로 완전해결이 0.5%, 상당히해결이 14.5%, 호전이 62.2%,

변화없음이18.9% , 악화되었음이 3.9%빈도로 나타났다. 등록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변화없음가구가 감소하는데 등록 3개월보다 등록 4∼6개월에서 현

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가 상당히 해결되고 있는

가구가 등록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 2개월에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가구보다 등록 3개월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가구가 2배정도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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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활동은 주로 대상가구의 만성질환자발견과 치료관리에 주력했음을

볼수있었다.

방문간호활동으로 대상가구가 스스로 문제확인과 관리할 자가관리능력

이 길러졌슴에도 불구하고, 사망·전출시에만 가구방문을 종결함으로서 자

가관리능력이 길러진 이후의 간호활동은 단순히 말벗이나 정서적지지등 추

후관리가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가 등록3개월째에 상당히해결이 많은것과 같이

대상가구의 건강관리는 2∼3개월째에 turning point가 되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짐에따라 간호활동도 대상가구의 자가관리능력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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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사업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인구구조 및 상병구조의 변화에 직

면하여 부각되는 요구에 형평성·포괄성·지속성유지 방향으로 새롭게 변

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보건의료제공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바,

정부는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1995년12월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1996년7월 지역

보건법으로 바꾸어 중앙집권적 보건의료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반영

한 상향식 공공보건 서비스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업무 부문에서 국민건강증진, 방문간호사업, 만성

퇴행성질환관리,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

고 있어 기존 질병치료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문을 강

조하고 있다(보건간호소식 1996). 특히,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사업중에서

도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만성퇴행성질환의 급격

한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절감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

강관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 진료권 설정 등 제도

가 정착되면서 치료 지향적 민간보건의료 서비스가 개발되고 의료기관이 늘

어나고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소외된 주민에게 일차건강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보건의료 제공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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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서울시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

관리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시작하여 1993년 경기도 보건소도 포괄적

인 의료사업으로 가족보건계 중심으로 취약계층주민에게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였다.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추구하는데 있

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접근으로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

제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서로 지지하는 건강한 지

역사회를 이룩하는데 주역이 되는 사업이다(김의숙, 2000). 이는 보건소 간

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재가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활동을 제공

하는 사업이나 지역간 방문간호사업 조직구조의 차이와 전문인력 부족등으

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 재가환자에

대한 사업의 접근성과 유용성이 제한적이였다.

1999년 3월에 정부는 경기침체로 IMF 운영체계하에서 보건과 복지시혜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주민과 경제난에 증가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보건소중심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간호활

동을 제공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전국 5개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협의

체를 구성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각종지침이 개발되었고, 실직간호사의

고용창출 및 방문간호사업 강화하기 위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를 1999년

전국에서 총3,188명을 채용하여 전국 보건소에 투입함으로 기존의 방문간

호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문간호활동을 분석하고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와

가족의 방문간호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방문간호서비스제공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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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목적

일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대상 등록가구에 대해 가족적 문제 및 문

제 해결을 위해 수행된 간호활동을 분석하고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와

가족의 방문간호요구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방문간호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간호사업 대상가구의 건강문제를 파악한다.

2) 방문간호사업 대상가구에 제공된 간호활동을 분석한다.

3) 방문간호사업 대상가족의 가족문제와 방문요구도을 파악한다.

4) 방문간호사업 대상가구의 방문간호결과를 확인한다.

3 . 용어정의

1) 방 문간 호사

방문간호사는 개인, 가족, 집단 및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모든

수준을 위해 질환관리 및 간호, 질병, 재해/ 상해(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의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김모임등 1996).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 중 방문간호업무를 수

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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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문간 호사 업

개인, 가족, 지역사회집단에게 가장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

호수단으로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방문간호사가 건강과 관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김모임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 대상자 발견 및 상태파악, 보건교육, 예방, 치료, 추후관리, 간호, 의뢰활

동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방 문요 구도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과 관련된 간호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방문을 말한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의숙

(2000)이 개발한 자가관리능력 측정도구에 의해 분류된 4군으로 주1회 이

상 방문이 요구되는 집중관리군, 월1- 2회의 방문이 필요한 정기관리군,

2- 3개월 간격의 방문과 필요시 또는 간헐적 감시, 관리가 필요한 감시/추

후관리군,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문제 발생시 필요한 도움을 요청

하는 자가관리군을 말한다.

4 ) 간 호활 동

간호사가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와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

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대상자로 하여금 건강을 증진하

도록 돕는 자율적 행동으로서 대상자인 환자와 가족의 요구 중심적 간호활

동과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 중심적 간호활동을 말한다(하영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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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의숙 등(1994)에 의해 개발된 가족건강기록부와 가정

방문기록지에 기록을 발췌하여 임은선(1996)이 분류한 13개영역과 45개 간

호활동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한 9개 방문목적과 49개 활동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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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방문간호사업

1 ) 방문간호 의 역사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방문간호활동은 A .D. 60년경의 여집사

Phoebe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성바오르의 기록에 의하면 Phoebe는 자신이

맡고 있는 담당 교구내의 신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영국에서는 1601년 문예부흥의 시기에 Elizabath여왕에 의해 빈민법이

발표된 이후 방문간호와 병원간호의 양 측면에서 간호제공을 위한 노력들

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1859년 William Rathbone에 의하여 비종교적인 바탕 위에서 최초

의 방문간호단이 조직되었다. 자신의 부인 간호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Mary Robinson의 역할과 박애정신 및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의학지식과

보다 새로워진 간호기술을 망라되어 방문간호를 개발하였다. 간호영역에서

는 특수한 훈련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던 나이팅게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리버풀시의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District Nursing을 전개

하였다. 또한 1946년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의 제정으로 보건의료체

제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봉급이나 관할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포괄

수당으로 의료공급자와 계약하여 1차진료, 병원입원치료, 가정방문간호등으

로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1차건강관리팀제도가 도입되면서 1차진료의사와 함

께 활동하는 것과 지역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서비스대상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방문간호(지역간호)에서 관리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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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은 대부분 만성질환과 말기질환으로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대

상에게 제공되는 간호활동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610년 동프랑스에서는 St . Francis de Sales가 Madam de Chantal의

지원하에 가정내 상병자를 위해 제공된 간호활동이 당시 사회적 관심을 크

게 유발시켰다. 1617년 St . Vincent de paul이 프랑스 Chatillon근교에 가

정방문를 위한 자선수녀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1863년에는 앙리뒤낭에

의해 국제적십자사가 조직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간호제공의 기회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사회적인 당위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미국에서는 1877년 Women’s Board of the New York City Mission

의 졸업간호사인 Francis Root에 의해 Bellvue T raining School for

Nur ses가 설립되었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과 불충분한 영양, 비위생적인

분만등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우범지역 주민을 위해 질병예방사업을 인식하

고 방문간호사업을 전개하였다.

또 1893년에는 간호사이면서 사회사업가였던 Lillian Wald가 그의 친구

인 Mary Brew ster와 함께 방문간호사업체로써 Henry Street Settlement

in New York City를 설립하고 인류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시

작하여 수년간 간호사의 훈련기관으로 모범이 되었다(이선자,1990).

이후 1900년대부터 1960년 사이에 지역사회건강관리 체계는 두 유형의

간호서비스기관들을 지원했다. 첫째는 재가환자을 위한 간호인 방문간호연

합이고 둘째는 공공재원에 의해 지원된 공중건강관리서비스인 간호서비스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들의 기능은 지방주 혹은 연방정부로 부터의 법령

을 통해 조정되었고, 공공건강기관의 서비스는 전염병질환의 조절, 건강증

진, 건강유지, 질병예방등의 공중보건활동에 초점을 두고 재가환자의 가족

을 교육시키거나 다른 간호 제공자에게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1965년에는 연방정부의 Medicare 법령이 제정되면서 병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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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에 변환기가 왔다. 즉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고도의 기술적적용, 의사

수의 증가, 각종진단기술의 발달, 경쟁력증가, 의료수가의 상승, 경제적 인

플레등 많은 영향요인이 표면화되면서 지역사회간호기관의 서비스와 숫자

가 증가되었다. 1985년에 방문간호를 통해 간호활동을 제공받은 환자가

1984년 대비 25%가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인구의 사회진출증가, 인구노령

화가 증가하고 있는 방문간호요구에 직접적 작용하고 있다(김수지, 1999).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외국의 지역사회보건간호는 대부분 종교적인

관점에서 동기화되었으며. 사업형태는 자선사업의 형태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방문간호형태로 19세기 초까지 분만개조업무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업 시작은 1900년대부터 간호사가 가난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하기도 했으나 활동은 미비했다.

1948년 WHO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1963년 WHO의 지원을 받아 지

역분담제(통합보건사업:District Health Services , Generalized Community

Health Services )시범사업을 충남, 경북 영주군,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실

시하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1962년에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요

원이 배치되어 단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968년에는 보건지소내에 의사

나 장비가 전무한 읍·면사무소에 보건요원이 배치되었고, 1980년에는 공

중보건의와 1981년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무의촌 지역이 해소되었다. 1981년

7월에는 읍·면에 배치된 보건요원이 수당직 공무원(보건직렬)으로 양성화

되었고, 1980년부터 1985년에는 IBRD차관사업의 출원으로 통합보건요원

교육과정이 국립보건원에 개설되어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이 5

년간 실시되었다.

1985년 7월1일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보건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때에 가족단위 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사업 전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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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요원을 통합한 통합보건요원 의 명칭이 탄생

하게 된다.

그러나 1991년 시작된 모자보건센터개원으로 통합보건요원 인력을 읍·

면당 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하게 된 상태에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2년 보건복지부의 주관과인 가족보건과에서 사업활성화를 위

한 관련자 회의 및 사업지침 마련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중앙 조직이 개

편되는 과정에서 가족보건과가 생활보건과로 흡수통합되면서 명목만 유지

되는 사업으로 되었다.

서울시에서 1991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이동순회진료를 방문간호사업

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경기도에서도 1993년에 농촌지역 방문보건사

업 에서 방문보건사업 으로 개칭하고 변화된 사회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해 오고있다(김문영,1998).

방문간호 사업은 1995년 12월29일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

12조에 방문간호 사업이란 가정- 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 이라는 정의를 삽입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은 여전히 보건소의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

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보건소가 2- 3명의 보건간호사를 방문간호에 배치하

여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는 정도로만 시도되고 있

다. 보건소에 따라 방문간호 사업을 활성화하여 보건소 조직과 인력을 탄

력성 있게 운영, 전주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곳도

있어 많은 차이로 보고 있다. 대다수의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인력의 문제가 1999년 국가경제위기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

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김의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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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문간 호사 업 특 성 및 대상

방문간호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제시된 대로 지역사회주민들의 건

강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 기본업무이다.

방문간호사업이란 연속적인 보건 의료 전달체계의 한 부분으로 국민 누

구나 포괄적인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동등한 접근도를 유지하여 질적인 삶

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복지사회 실시하는 하나의 보건의료제도이다. 즉,

지역보건의 사항 및 특성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공공보건지역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차적으로 가정을 단위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노인요양기관 또는 NGO(Non Goverment

Organization )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 사업과 차이가 있다

보건소는 첫째, 일정한 관리 지역내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며 둘째, 공공기관으로서 사립기관과는 분별력 있

는 서비스 즉,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둔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전체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중심의 포괄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지역사회 진단을 전 가구조사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사회진단은

보건소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제한된 인력으로

지역의 문제점과 강점, 그리고 문제가족을 가장 잘 파악해 낼 수 있는 비

용·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김의숙, 2000).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질병양상이 변화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자

가 증가하고 또한 인구의 노령화 및 사고와 재해로 인한 장기 재가요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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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는 방문간호사업을 통해 건강 문제가 있

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리, 고통경감과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키고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게 되었다. 또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

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증진시키게 유도하고 있다.

방문간호대상은 해당지역의 전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

업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간호요구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족

에 우선순위를 두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와상노인,

노인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계층과 만선퇴

행성질환자(뇌·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암, 간질환, 정신질환, 결핵, 요

통, 퇴행성관절염환자, 욕창환자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

으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질병이 있는 의료이

용 접근도가 낮은 지역주민, 건강문제가 발생한 고위험군,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는 건강문제를 가진 지역주민, 기타 기관

이나 의뢰인이 의뢰한 환자나 지역주민, 병원 등에서 의뢰된 가정간호환자

가 사업대상이다.

본 조사지역은 방문간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주민, 기

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선정하고 있다(방문간호사업운영지침,2000).

우리나라 생활보호법(1961.12.30제정)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이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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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업에서는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소

외계층 가족을 중점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별 환자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며,

고위험 가족과 취약가족을 발견하고 관리하며, 정신보건관리가 필요한 환

자와 가족을 발견하고 관리한다. 또한 주민의 보건의료욕구 파악을 기반으

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대상자를 발견하고 관리하며, 병

원 등에서 의뢰 받은 가정간호 환자를 관리한다. 임종을 맞은 저소득층 환

자에게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조직하고 활용하며,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일선,1999).

2 . 방문간호활동

1 ) 보건간호 사의 방문간호활 동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소의 평생건강관리 기능을 위해 제정된 지역보건

법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

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업: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

항: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보

건에 관한사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

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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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들 연구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김화중,

1995).

보건의료사업의 포괄성, 지속성이 강화됨에 따라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

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요구

되며 전문성 갖춘 방문간호사가 시대적 요구이다.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미국간호협회

(1986)는 지역사회 간호활동 기준으로 1)이론, 2)자료수집, 3)진단, 4)계획,

5)중재, 6)평가, 7)질보장 및 전문인력 개발, 8)타분야간 협력, 9)연구등 9가

지 영역을 기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보건간호사의 역할을 보면 전국 보건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박영임 외,1989)에서는 간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건사업 11개 영역은 사업계획, 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 영유아 보

건관리, 가족계획, 결핵관리, 질병관리, 기타 보건사업, 실습교육, 기타 행정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환자상담 및 보건교육에서 업무수행이 높게 나왔다.

또한 보건간호사회(1994)에서는 보건소의 관장업무 중 간호사가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첫째, 전염병 및 보건통계 질병예방관리에서는 예방

접종, 둘째,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관리에서는 인구 통계와 결핵 유병

률 통계였다. 셋째,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에서는 가족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 및 평가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 통합보건사업 추진 및 요

원 평가 관리, 결핵사업 평가 및 환자 관리,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모자

보건쎈터 운영관리, 보건교육, 보건진료소 기술지도, 급성전염병관리 대책

수립 및 평가, 만성병(성병, 나병)신종 질환관리였다. 넷째, 보건교육에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대상자에 대한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예비군,민방위,

특수집단,학생,산업장)였으며, 다섯째,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공중위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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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영양조사(보사부 주관실시)와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도 관리, 집단급

식소 지도관리였으며, 여섯째, 학교보건에 대한 사항은 예방접종과 교사 학

생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이였다. 일곱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에서는 읍면보건요원 지도 감독, 피임대상자 ,피임실천자관리, 루프시술, 피

임약제 공급, 산전간호검진, 당- 단백뇨검사, 자궁암·유방암검진, 선천성대

사 이상검사,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지방인 경우 분만개조였으며 기타 의

료사업(진료실,약국,순회진료)이었다.(국립보건원,1994)

위의 두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건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활은 실제

다양한 요구에 근거한 직접적인 보건사업 보다는 획일적이고 전통적인 특

수 분야별 보건간호사업이 차중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김모임등(1996)이 제시한 가정방문시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을 보면 목

표, 계획,수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와 가족 구성원, 타전문인등과

협의로 협력자역활과 상담자, 조정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자, 직접간호제

공자, 건강제공자, 관리자, 질병의 원인·재발의 방지 등을 탐구하도록 돕

는 역학자, 건강행동을 시범하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역할

모형자등 9가지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간호사가 58,350명에게 제공한 주요 가정방문활동

내용은 혈압,체온, 맥박측정, 장기환자 욕창예방, 투약지도, 재활훈련, 식이

요법 지도, 처방에 의한 처치, 배설관리 외에도 보건소 진료 및 방문진료를

통하여 진찰, 투약, 상처처치와 2차의료기관 입원의뢰의 활동, 환자와 가족

에게 제공한 보건교육, 행정지원 및 사회복지지원과 애로사항 연계처리를

수행하였다(김화중, 1995).

김영자(1992) 128세대 방문간호 대상 가족의 건강문제와 건강과 관련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보건 간호사의 활동 영역으

로는 보건교육, 직접간호 서비스제공, 상담자 역할, 자원활용과 의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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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활동의 간호사업으로 나타나 있다.

윤순녕(1996)의 일부보건소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활동을 조사한 연구에

서는 업무영역을 신체사정, 검사처치, 고급간호술, 교육,상담, 의뢰등 5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활동중에서 특히 교육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처치, 투약, 고급간호술, 신체사정 순으로 제공되었다고 하였다.

임은선(1996)의 가정방문시 보건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활동 내용을 보면

사정 및 진단, 질병관리, 주거환경관리, 홍보 및 안내, 교육, 정서적지지, 상

담 및 권유, 결과보고, 물적제공, 지지자원활용, 도움지원, 추후관리, 대상자

접촉등 13개의 간호활동 분류중에서 사정 및 진단과 홍보 및 안내,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에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의 간호활동 내

용을 보면 사정 및 진단, 검사, 투약 및 투약관리, 처치, 환자 및 증상관리,

교육 및 상담, 홍보, 의뢰등의 간호활동이 조사되었다.

윤순녕등(1996)은 방문간호사업의 성과는 조직적 요인과 개인 간호사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야 함을 시사하여 간호활동이 사업의 성패에 달려있

음을 의미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문간호서비스는 사정 및 진단, 질병관

리, 건강증진관리, 보건교육, 자원제공, 추후관리, 의뢰 및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 일 본의 방문 간호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빠른 속도로 빨리 진행

되어 왔다. 197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1%에 달하였고 1995년에는

14.8%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일본은 30년전 고령화사회를 예기하고,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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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부터는 고령화사회가 갖게 될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체계적

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도 경제 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핵가족화, 개인

생활패턴변화등이 진행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성인병, 정신병, 혼자 사는

노인, 와상노인이 증가되면서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방문을

시작되어 이때부터 병원과 진료소의 간호사에 의한 진전된 방문간호가 시

작되었다.

1976년부터 토쿄복지국은 재가노인 복지 대책으로 구,시,읍,면에서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회정도로 방문간호을 실시하여 방문간호사업은 급속

히 퍼저나갔다. 한편 1975년 요코하마시에서는 퇴직 후 가정에 있던 간호

사를 활용하여 보건소의 보건간호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방문간호사업에 대

한 수요와 사회적인 요청도 많았다.

1982년 재가간호의 대상자가 법률로 정해진 노인보건법제정으로 40세

이상에게 방문지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퇴원환자계속간호·지도료」

라는 방문간호료가 인정되었다. 1989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

발표되고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재가케어의 세 기둥인 홈헬프, 데이게어,

단기체제의 정비를 중심으로 한 기관정비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1990년 고

령자 보건복지의 실현을 위해 복지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시설케어 중심에

서 재가케어체제를 중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노인보건법 개정으로 노인보건시설(병원과 노인홈의 중간 의료

시설)이 창설되고, 1992년에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의 창설과 본격적인 고령

자의 케어와 재가케어의 정비가 추진되어 왔다. 그 이후 1994년 후생성의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산하 고령자개호·자립지원시스템 연구회가 새로운 개

호 시스템의 구축을 제언한 것을 계기로 2000년에는 공적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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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방문간호제도와 방문간호제도

일본의 방문간호제도는 고령자를 위한 노인방문간호제도와 65세 미만의

특정질환자를 위한 방문간호제도의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있다. 방문간호사

들은 환자를 직접 사정/ 평가하여 필요한 간호를 결정하는데 이 때 사정/평

가하여 필요한 간호를 결정하는데 사정도구로서 ADL평가지와 후생성이

개발한 일상생활자립도 판정기준표를 이용한다.

① 노인방문간호제도

고령자대책의 과제 중의 하나인 개호 체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보건,

의료, 복지에 걸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노인보건법이 1991년

에 개정되었다.

재가의 와상노인이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지정 노인 방문간호 사업

자)가 설치한 사업소(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의 진단

에 근거, 자신의 심신상태에 맞는 개호중심의 적절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

은 경우, 노인방문간호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도화한 것으로

1992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a . 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질병 혹은 부상등에 의해, 가정에서 와상

상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 수급자로서, 주치의가 방문

간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이다.

b . 노인방문간호 실시자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법인 그리고 후생성장관이 인정하는자(공

적의료기관의 개설자, 간호협회, 지역의 의사회 등)중에서 지정을 받은 지

정노인방문간호 사업자가 실시주체가 된다. 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의 설치

형태는 의료기관병설형, 노인보건시설·특별 요양노인홈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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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간호제도

노인방문간호제도와는 달리 방문간호제도는 건강보험법에 근거 1994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만이 아니라 65세미

만의 재가요양자에게도 방문간호가 제공될 수 있고 행하여진 방문간호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방문간호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a .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자

질병 혹은 부상으로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자 중, 간호사등의

방문간호 필요성을 주치의가 인정한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주요 대상자를

보면, 난치병환자, 중증도환자, 말기암환자, 정신장애자 등이 있다.

b . 방문간호실시자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나 노인방문간호사업자는 자동적으로 방

문간호사업자가 된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자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

도의 신청에 의해 지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방문간호실시기관

방문간호는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한 예방적간호,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치료적간호, 혹은 말기환자간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기관

a. 보건소

관할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행해지며, 신생아, 미숙아, 성인병,

결핵, 난치병, 정신병, 공해병의 환자 등의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전 주민

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증진, 증상의 발생예방, 악화방지, 와상방지, 가정에서의 요양생활지

도 등, 예방적 지도와 활동이 중심이 된다.

- 18 -



b . 시읍면(보건지소)

노인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사업의 하나인 방문지도사업으로서 40세 이상

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6- 12회 범위내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와상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

해, 가정내 요양 생활법 지도를 중심으로 한 방문간호를 행한다.

② 의료기관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진료수가에 근거하고, 또 그 이하의 연령자에

대하여는 사회보험진료수가에 근거하여 방문간호가 실시한다. 의료기관 안

에 별도로 방문간호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방문의뢰는 병동간호사와

주치의가 정한다. 주로 퇴원 후 병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의료 기기를 부

착한 환자에게 병상 관찰과 의료처치의 실시 등을 위해 방문간호를 제공한

다. 1996년에는 전국 9,844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고 있다..

③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

노인보건법의 개정으로 1992년 4월부터 개설되었다. 의사의 지시서에

근거, 65세 이상의 노인의료수급자에게 1회 250엔의 정액제로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④ 방문간호스테이션

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1994년 10월부터 신설되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는 방문간호

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부담은 건강보험에 의한 지불제와 동일하

여,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는것과 동일하게 방문간호요양비의 10- 30% 정률

부담을 하게 된다.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과 방문간호스테이션이 1996년에 전국에 1,438개

소였고 1999년에 5,000이상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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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간

기업이나 각종단체가 경영주인 민간경영의 방문간호는 유로로 행해지는

방문간호 서비스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다. 다른 방문간호와 달리,

방문회수, 방문시간, 대상의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양하는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쉽다. 그러나 비용의 측면에서 이

용가능한 대상자는 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증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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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기도 K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대상가구

의 가족건강기록부와 가정방문기록지의 분석을 통해 방문대상가구의 건강

문제, 제공된 간호활동, 대상가구의 가족문제와 방문요구도, 방문간호결과

를 확인하는 후향적연구(Retrospective Study )이다.

2 . 연구대상

경기도 K 보건소의 전체 방문간호 대상가구 736가구중 가구원의 건강

문제가 많은 200가구 4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 연구도구 및 분석내용

방문간호 대상가구의 건강문제, 간호활동, 가족문제와 방문요구도, 방문

간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건강기록부와 가정방문기록지 이용하여

자료분석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료분석 프로토콜은 간호학교수

2인, 보건학교수1인의 감수를 받아 용어, 문항, 구성의 타당성을 수정 보완

하였다.

1단계로 가구구조상황은 가구번호, 의료보장종류, 가구원수, 가구구성,

질환자수(문제가구원수), 65세 이상 노인수, 불편정도수, 가구원주요질환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13개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단계로 가족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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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정규관리가족, 환자관리가족, 위험행위자가족, 취약가족, 주거환경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3단계로 가족사정은 가족구조, 가족체제유지, 상호

작용, 교류, 지지, 대처적응사항, 건강관리, 위험행위, 주거환경, 특이사항으

로 분류조사하였다.

방문간호활동 분석은 주요문제, 방문목적, 서비스내용, 방문요구도, 문제

해결정도를 분석하였다.

주요문제는 건강문제를 우선하여 문제가족분류, 가구의 건강문제 혼합

분포, 가구원의 만성질환 상태, 가구원의 주요증상을 분류하였다.

방문목적 및 서비스내용은 사정 및 진단이 경우 건강상태 사정, 검사

및 검사물채취등 7항목을, 기본간호는 구강간호 및 근육관절운동등 5개항

을, 치료적간호는 투약,주사,드레싱교환등 10개항을, 기타 건강증진은 방문

진료 노인정방문간호등 5개항을, 보건교육 및 상담은 질병 및 증상관리 방

법 질병자가관리교육등 8개항을, 물적자원제공은 자료 및 정보제공등 2개

항을, 가정환경관리는 일반적인 가정관리 및 환경위생관리등 2개항을, 추구

관리는 교육 대상자의 적응상태 파악등 5개항을, 의뢰 및 지원활동은 보건

소의뢰 의료기관의뢰등 6개항을 조사분석하였다.

방문요구도는 대상가구의 등록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

월로 나누어 가구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문제대응을 위한 지식 및 기술

정도, 지지자원 보유정도, 생활수준(지불능력)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4

군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의 문제해결정도는 대상가구의 등록기간을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2개월, 13∼19개월로 나누어 대상가족의 보유질환, 환경적,

행적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가족갈등, 건강증진, 신체불편정도가 간호

서비스제공에 따라 해결된 정도를 5단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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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

며 대상가구의 건강문제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정하였고 대상가구에 제공된

간호활동는 제공된 건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가족문제와 방문요구도, 방

문간호결과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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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하면서 한강을 끼고 있는 도

시로 처음 형성 당시는 베드타운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국제전시장, 노래하

는 분수대 유치 등 증권예탁원, SBS방송등이 이전 설립되면서 자급자족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면적은101,661㎦이고 행정구역은 17개 행정동을 갖고 있으며, 산업구조

는 서비스업 85%, 광공업10%, 농업5%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419,807명으로 남자207,733명과 여자212,074명이며, 가구는 104,345

세대이다. 보건소가 중점관리 해야 할 0∼6세 영유아는 48,787명이고, 모성

인구는 33,711명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3,465명이다. 또한 학생수는

초등학생은 43,469명, 중학생17,450명, 고등학생16,128명, 특수학교생수 431

명으로 65개교 77,478명이다.

의료취약 인구는 생활보호 대상자 1,774명, 독거노인1,250명, 소년소녀가

장 54명, 장애자 등록자수3,279명으로 총6,257명이다.

조사지역 보건소 현황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

간호담당, 건강증진담당, 지역진료담당등 5개 담당이 있으며, 보건소인원은

39명이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3, 간호사8, 약사1, 방사선사1, 임상병리사2,

영양사2, 치위생사4명을 분포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6조에 예시된 보건의

료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보건소 예산은 31억 8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이 4억 8천만원, 시비가 18억3천만원이다. 산출로 인건비가 7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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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상적경비가 8억5천만원(27%), 보조사업비가 15억2천(48%), 자체

사업비가 2천만원(0.6%)으로 인건비와 보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비가 적음을 알수 있

고, 방문간호사업의 예산은 재활장비구입비, 약품구입비등이 보건소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216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홀트사회복지

시설1개소, 복지회관3개소등 221개소이다.

관내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경우 국립암쎈타병원, 의료보험관리공

단일산병원, 인제대학부속백병원등 3개소, 병원3개소, 의원164개소, 치과의

원97개소, 한의원58개소, 약국은 119개소로 총444개소이고 병상수는 2,708

병상으로 인구 만명당 644병상 이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는 415명, 치과의

사117명, 한의사는 62명, 간호사는 1,087명, 약사는 1,067명이다.

한편,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간호사 2명과

공공근로방문간호사 4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등록가구

736가구와 968명의 가구원을 등록관리하고 있어, 이는 의료취약인구인 생

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자의 15%가 방문간호의 의료시혜를 받고 있

다.(일산구보건소 업무보고,2000)

따라서 앞으로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질환자등 재가환자가 늘어가는

추세로 볼 때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여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해야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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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 가구 의 특 성

조사지역의 방문간호 전체대상가구인 736가구의 가구원 968명중 건강문

제가 많은 200가구의 가구원 425명을 본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 연

구대상가구의 특성으로 의료보장상태, 가족형태, 가구원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1〉와 같았다.

의료보장의 종류는 의료보험11.1%, 의료보호 1종77%, 보호2종11.5%로

생활보호대상자가 88.5%를 차지했다.

가족형태는 독거노인이 66가구로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편부·

편모가족17%, 노인부부가 17% 였다. 핵가족(nuclre family )이 13%, 핵가족

이 종적으로 확대된 직계가족과 횡적으로 확대된 확대가족 10.5%, 조부

모·손자녀가족 4.5%순이였다. 이는 노인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

증가가 가족형태의 변화 요인임을 알수 있고 1인가구가 34.5%, 69가구는

의료문제는 물론 정서적지지까지도 필요한 가구가 많았다.

가구당 가구원수는 평균2.2명으로 2인가구가 전체 35%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이 1명인 가구수는 34.5%였으며 4인이상가구는 전체가구의15%를

차지하였다. 임은선(1996)의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가구당 평균구성원

수가 평균 2.9명으로 4인가구가 35.2%를 차지하였고, 김의숙(1992)의 연구

에서는 단신가구가 4.5%였으며 가구원이 4명인 가구가 전체가구 2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4.2명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구성원수가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가

구가 독거노인, 노인부부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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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가구의 특성

n =200 단위:가구

특 성 구 분 빈 도 비율

의료보장

상태

의료보험

의료보호1종

의료보호2종

22

154

24

11.0

77.0

12.0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조부모·손자녀

편부·편모

소년·소녀가장

노인부부

독거노인

기타

26

21

9

35

2

34

66

6

13.0

10.5

4.5

17.0

1.0

17.0

33.0

4.0

가구원수

1

2

3

4

5

6

69

71

30

18

8

4

34.5

35.5

15.0

9.0

4.0

2.0

2 ) 가 구원 의 특 성

연구대상 가구의 가구원의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분포인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2〉과 같았다.

가구원들의 연령은 평균 52.2세로 1세부터 97세까지 였다. 71- 80세연령

이 20.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61세- 70세가 17.9%이었으며, 60세이상

노인인구가 45.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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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성별은 남자 40.4%였고 여자가 59.6%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

았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35.2%, 고등학교(재)졸업 22.8%이였다. 임은선(1996)

의 연구에서 제시된 저소득영세민 방문간호대상의 학력이 고졸이상이

68%, 무학이 10.7%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가구 가구원의 교육정도가 낮

았다.

가구원의 직업분포는 66.8%가 무직/ 실업였으며, 학생12.7%, 노무직8.0%

순이었다. 이현주(1996)의 연구에서 도시저소득층 성인의 50%가 질병과 장

애로 무직상태로 조사된 것과 같이 이는 빈곤과 질병은 서로 관계가 있어

질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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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구 원의 특성
n=425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연령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세이상

26

45

28

34

71

29

76

86

30

6.1

10.6

6.6

8.0

16.7

6.8

17.9

20.2

7.1

성별
남

여

172

253

40.4

59.6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상

150

73

63

97

32

10

35.2

17.1

14.8

22.8

7.5

2.6

직업분포

농업

상업(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단순노무직

무직/ 실업

학생

주부

12

14

104

6

34

284

54

8

2.8

3.3

3.3

1.4

8.0

66.8

12.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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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의 건강문제 현황

1 ) 가구문제

(1) 대상가구의 가족분류

연구대상가구의 건강문제를 우선 정규관리가족, 환자가족, 위험행위가

족, 취약가족, 주거환경위험가족으로 분류하여 중복분류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연구대상가구의 건강문제는 취약가족, 환자가족, 위험행위가족, 주거환

경문제가족, 정규관리가족 순이었다.

특히, 환자가족중 만성질환자가족이 7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위

험행위가족중 위험행위 부적합가족이 47.0%, 취약가족중 장애가족이

35.5%, 취약가족중 소외가족이 33.0%이였고, 주거환경문제가족이 31.5% 순

이었다.

다음으로 분류가족중에서 정규가족은 노인가족이 24.5% 많았고, 그다음

으로 임산부·영유아가족이 3.0%순이었다. 환자가족으로는 만성질환인 고

혈압·당뇨·뇌졸증·관절염·암·호스피스·결핵·녹내장/ 백내장질환을

갖고 있는 가구는 76.5% 많았고, 다음으로는 마비/ 와상환자가 있는 가구가

21.0%, 정신질환자자가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13.5%, 임종환자가 있는

가구는 6.5%순이었다. 위험행위가족으로는 식습관/ 운동/ 수면등 일상생활

습관문제와 음주,흡연,약물등 건강위험행위가 있는가족과 예방접종/ 건강진

단받지 않음/약국/ 미신등의 행위가 있는 가구로 부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을

이용한 가구는 47%가구였고, 비과학적 질병관리가족는 6.0.%이었다.

또한 취약가족으로 지체장애/ 청각장애/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를 가

지고 있는 장애가족이 35.0%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독거노인이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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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족이 33.0%, 빈곤가구이 24.5%, 편부- 편모/ 조부- 조모/ 소년가장이 있는

불완전한 가구가 23.0%, 부부갈등/ 자녀갈등/ 가족갈등이 있는 갈등가족이

8%순이었다.

주거환경위험가족으로 사고위험성/ 위생관리불량/주거환경불량/ 사생활등

생활공간부족인 주택구조가 불량이 있는 가구 31.5%이었다.

〈표 3〉 가족 의 분류
n =200 단위:가족

가족분류 가족종류 빈도 * 비율

정규관리가족
임산부·신생아가족 6 3.0

노인가족 49 24.5

환자가족

정신질환가족 28 13.5

임종환자가족 13 6.5

마비/ 와상환자가족 40 21.0

만성질환가족 153 76.0

위험행위가족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 94 47.0

비과학적 질병관리가족 12 6.0

취약가족

장애가족 70 35.0

빈곤가족 49 24.5

불완전가족 46 23.0

소외가족 66 33.0

갈등가족 16 8.0

주거환경 주거환경문제가족 63 31.5

* 중복분류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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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의 건강문제 혼합정도

대상가구의 건강문제 혼합정도를 가족종류 14개중 가족의 분류가 중복

된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가구당 건강문제 혼합정도를 가족분류의 중복된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가구당 평균 3.3개의 가족분류에 중복되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가구가 24.0%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개

의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가구는 22.5%, 4개의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가구는

22.0%, 5개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가구가 11.5%, 1개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가구는 10.0%, 6개 가족분류에 해당되는 가구는 5.5%, 7개 가족분류에 가

구는 3.0%, 노인가족,정신질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장

애가족,빈곤가족,불완전한가족,주거불량가족의 8개 문제가족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1.5% 순이었다

〈표 4〉 가구 의 가족문제 혼합분 포
n =200 가구:단위

문제정도 빈도 비율

1개 가족분류 가구 20 10.0

2개 가족분류 가구 45 22.5

3개 가족분류 가구 48 24.0

4개 가족분류 가구 44 22.0

5개 가족분류 가구 23 11.5

6개 가족분류 가구 11 5.5

7개 가족분류 가구 6 3.0

8개 가족분류 가구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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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가구의 가족분류 중복현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노인가족과 환자가족인 정신질환가족, 마비/와상환자가족, 임

종환자가족, 만성질환자가족을 구성으로 중복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가족분류의 중복빈도가 높은 가족은 노인가족과 빈곤가족이 34가구, 만

성질환자가족과 빈곤가족이 39가구, 만성질환자가족과 소외가족이 36가구,

노인가족과 만성질환자가족이 37가구, 노인가족과 만성질환자가족과 빈곤

가족이 29가구로 노인가족·빈곤가족·만성질환환자가족이 주된 가족문제

로 복합되어 있었다.

본 연구대상가구중 가장 비율이 높은 노인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분류

는 만성질환자가족 37가구, 정신질환자가족 5가구, 임종환자가족 2가구, 마

비환자가족 9가구,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 25가구, 장애가족 17가구, 주거

위험가족 16가구, 불완전한가족 6가구, 소외가족 7가구, 갈등가족 2가구로

노인가구당 평균 2.6개의 가족분류에 속하였다

또한 환자가족은 정신질환가족, 임종환자가족, 마비/와상환자가족, 만성

질환가족분류의 중복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자가 있는 가족은 28가구

중 만성질환가족이 13가구, 장애가족 17가구, 빈곤가족 9가구, 소외가족 5

가구, 주거환경문제 12가구 등으로 가구당 평균 4.27개의 가족분류에 속하

였다.

임종환자가 있는 13가구 중 마비환자가족 4가구, 만성질환자가족 10가

구,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 7가구, 장애가족 3가구, 빈곤가족 3가구, 소외가

족 4가구, 갈등가족 5가구, 주거환경문제가족 5가구등이 복합문제가 되어

가구당 평균 4.1개의 가족분류에 속하였다.

마비/ 와상환자가 있는 40가구의 경우 만성질환자가족 25가구,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 14가구, 장애가족 21가구, 빈곤가족 19가구, 주거환경문제가족

22가구, 갈등가족 4가구 등으로 가구당 평균 3.4개의 가족분류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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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가 있는 153가구의 경우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 84가구, 장

애가족 48가구, 빈곤가족 39가구, 불완전가족 23가구, 소외가족 41가구, 갈

등가족 10가구, 주거환경문제가족 51가구 등으로 가구당 평균 3.5개의 가족

분류에 속하였다.

(3) 대상가구의 건강위험 상태

가구의 건강위험 상태를 질환자수, 65세 이상 노인수, 불편자수를 중심

으로 파악한 결과는〈표 5 〉과 같았다.

대상가구중에 질환자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99.0%를 차지하

였다.

질환자수가 1명인 가구는 119가구로 전체가구중 59.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2명의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32.0% 나타났고, 3명의 질환자를 가

진가구는 6.5%이었다. 특히, 가구중 4명가구원중 전체가구원이 상병을 가

지고 있는 가구와 가구원중 6명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각각 0.5%

였고 이는 정신질환자 가구이었다.

대상가구의 질환자는 평균 1.47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김의숙

(1991)조사에 의하면 만성건강문제는 환자 125명에 166건으로 평균 1.3개의

건강문제를 가진 것과 이영자(1992) 조사에 의하면 만성건강문제는 평균1.1

개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일부 대상자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으로 당뇨, 뇌졸중등 몇가지 질병이 복합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77%에 해당되었으며, 65세이

상 노인이 1명인 가구는 58.5%였으며, 2명의 노인이 있는 가구는 17.5%가

해당됐으며, 노인이 3명이 있는 가구는 1.5% 이었다. 이는 건강장수와 삶

의 질 향상으로 의료적인 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에의 기능장애 대해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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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니라 복지적인 서비스까지 필요로 하며 장기돌봄체계의 사업방향이 모

색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가구원중 불편자수를 보면 신체불편정도가 외부출입 제한 있으나 화장

실등 생활 가능한 것과 일상생활(ADL)이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가 3.0% 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도움이 필요한 가구원의 1명

이 있는 가구는 44.0%였고, 가구원중 불편자수가 2명이상 가구가 3.0%이

었다. 노인실태조사(이가옥,1994)을 보면 1가지 이상의 동작수행에 어려움

을 느끼는 65세 이상노인은 전체노인의 22.6% 이며, 75세 이상 노인의

28.4%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고 있고,이들 중 13.7%는 외출을 전

혀 할수 없음으로 조사되어 있었다.

〈표 5〉 대상 가구의 건강위험 분 포
n =200 단위:가구

특성 가구원수 빈도 비율

질환자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2
119
64
13

1
1

1.0
59.5
32.0
6.5
0.5
0.5

노인수

0명
1명
2명
3명

46
117
35
3

23.0
58.5
17.5
1.0

불편자수

0명
1명
2명

105
88
6

53.0
4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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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구원 의 건 강문 제

(1)가구원의 연령별 만성질환 상태

가구원들은 24종류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빈도순위를 살펴

보면 〈표 6〉과 같았다.

가구원의 만성질환은 관절염이 2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고혈압

16.4%, 장애9.4%, 당뇨병8.6%, 뇌졸증7.5%, 정신질환7.4%, 소화기질환4.4%,

심장질환4.2%, 백내장3.6%, 호흡기질환3.0%, 암(종양)3.0%, 기타 치매, 결

핵, 디스크, 척추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부인과질환, 근이양증, 이빈후과질

환, 갑상선질환, 피부질환, 전립선염, 파킨스병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1999)의 보건소 방문간호대상자 건강문제와 간호요구에서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심·폐질환, 뇌졸중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질환자의 연령별로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80세 이상 가구원의 상병

질환이 84개으로 1인당 평균 2.8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70대에서는 상

병질환이 122개으로 1인당 평균 1.76개 질환을, 60대에서는 질환이 1인당

평균 1.6개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에서는 평균 0.14개를 가지고 있어 가

구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개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원의 주요주요질환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원중 관절염을 가진

가구원 52%, 고혈압을 가진 가구원이 36%, 당뇨를 18%순으로 가지고 있

었다. 이는 이가옥(1994)이 조사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

의 85.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가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26.7%,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58.6%가 된다

는 것보다 만성질환 보유정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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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구 원의 연령별 만성질 환 상태
n =425 단위:건수

구분

고

혈

압

당

뇨

관

절

염

결

핵

암

·

종

양

정

신

질

환

치

매

뇌

졸

증

장

애

소

화

기

질

환

호

흡

기

질

환

백

내

장

심

장

질

환

디

스

크

부

인

과

질

환

근

이

양

증

신

장

질

환

척

추

질

환

간

질

환

이

빈

후

과

갑

상

선

질

환

피

부

질

환

전

립

·

파

킨

스

계

*(실수)

20세미만 3 1 - - - 3 - - 2 - 1 - - - - - - - - - - - - 10(71)

21-30 - - - 1 1 2 - - 2 - 1 - 1 - - - - 1 1 - - - - 10(28)

31-40 - - 3 - 1 10 - - 6 - - 1 2 - 2 - - - - - - - - 25(34)

41-50 7 6 6 2 2 7 - 3 13 1 2 3 4 2 - 1 3 2 3 - - - - 67(71)

51-60 5 3 8 3 3 3 - 5 10 3 1 - 1 2 1 1 1 1 - - 1 - 1 53(29)

61-70 19 13 29 2 7 2 4 15 7 6 3 3 4 1 1 1 1 - 1 1 1 - 1 122(76)

71-80 31 16 51 - - 4 1 12 4 9 6 10 6 - - - - - - - - 1 1 152(86)

81세이상 21 6 21 - 1 5 4 4 5 4 2 2 4 1 - - - 2 - 1 - 1 - 84(30)

계 86 45 118 8 15 36 9 39 49 23 16 19 22 6 4 3 5 6 5 2 2 2 3 (425)

* 해당연령 가구원의 수

(2) 가구원의 주요증상

가구원의 주요증상은 방문기록지의 간호활동내용 기록란에 방문간호사

가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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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주요증상은 가구원 자신이 경험하는 증상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진단명 또는 스스로 내린 진단명을 표현하기도 했

으며, 이들 주요증상의 표현은 방문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증가하였다.

가구원 주요 증상으로 호소가 가장 많은것은 근골격계문제로 무릎이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105건이었다. 그 다음이 정신장애

문제로 죽고싶다 살고싶지않다 가 6건,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까지 홀

딱 새웠다 가 11건, 우울하다 무력하다 가 25건, 짜증난다 화가 치솟는

다 가 4건등 이였고, 소화기문제인 변비·설사등의 문제인 44건, 증상,증후

및 불명학한 상태인 머리아프다 뒤골이 땡긴다 골이 빠게 질려한다 가

38건, 혈액질환문제인 어지럽다 기운없다 가 37건이었다. 요양시설 가고

싶다 도우미도움을 받고싶다 MRI를 찍어봐야 된다 영세민 책정받고싶

다 가슴사진을 찍고싶다 등 보건소/ 병의원/ 행정기관의뢰가 35건이였으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문제인 자식 눈치보며 산다 자꾸 아파서 자식에게

미안하다 손주가 말을 안듣는다 등 24건, 아내가 죽일 것 같다 남편이

와상상태로 끝이 안보인다 남편이 돈을 안준다 등 부부갈등이 8건이였으

며, 호흡기계문제로 숨이 차다 숨쉬기가 힘들다 가 27건이였다. 안과계문

제로 눈이 침침하다 눈에 뭔가 끼어 있다 등 시력불편호소가 22건, 비뇨

기계문제로 소변이 계속 흐른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소변색깔이 탁하

다 가 11건, 얼굴이 붓는다 다리가 부었다 가 9건, 복막투석관리문제 2건

등이었고, 가족문제순환기계문제로 혈당·혈압관리 애로사항이 15건, 신경

계문제로 집안에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가 14건, 재정적인 문제인 돈이

없다 돈없어서 00을 못한다 등 생활고가 13건이었다. 신생물로 인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어지럽다 메슥껍다 가 11건, 피부질환문제로 온몸이 가

렵다 잘 낮지 않는다 가 10건, 일상생활불편문제인 화장실 가기 어렵다

밖에 나가고 싶다 가 1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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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주요불편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증

상표현이었다.

4 . 방문간호활동

1 ) 방 문횟 수 및 방문 시간

방문대상가구의 등록기간별 총방문횟수, 평균방문홧수, 평균방문시간을

분석한 결과는〈표 7〉과 같았다.

총방문횟수가 3,186회로 가구당 월평균 방문횟수는 1.65회이였다.

방문시간을 보면 총방문시간은 68,580분으로 가구당 평균 342분을 하였

고, 1회 평균방문시간은 18.2분이었다. 대상가구의 등록 기간별로 방문시간

과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등록1개월째 가구의 총방문횟수는 591회였고, 가

구당 평균방문횟수는 3.0회이며, 평균방문시간은 36.35분이였다.

등록2개월된 가구의 총방문횟수는 368회로 가구당 평균방문횟수는 1.84

회이었고 1회 평균방문시간은 16.6분 이였다. 등록3개월 가구에 대한 총방

문횟수는 273회이었고 평균방문횟수는 2.0회이고 1회 평균방문시간은 14.3

분이였다. 등록기간이 오래된 가구일수록 방문횟수와 1회 평균 방문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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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 가구의 등록기간 별 방문횟수 및 1회 평균 방문시간

구분 대상가구 총방문횟수(회) 월평균방문횟수(회) 1회평균방문시간(분)

등록1개월 200 591 2.95 36.35

등록2개월 162 368 2.27 16.6

등록3개월 137 273 2.0 14.3

등록4∼6개월 162 628 1.3 15.5

등록7∼12개월 163 739 0.75 14.6

등록13∼19개월 134 587 0.63 12.1

계 958 3,186 1.65 18.2

2 ) 방 문기 간 별 가구 수

대상가구의 방문기간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99년.3월부터 2000년.9월까지

등록되어 방문간호를 제공한 가구로 등록된 시점에서 2000년 9월까지의 방

문기간을 3개월부터 3개월단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표8〉과 같았다.

가구총방문기간은 3,030개월로 가구당 평균 15.15개월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이 16∼19개월인가구가 전체가구의 68%로 가장 많았다. 방문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가구가 5.5%해당되며, 4∼6개월동안 방문가구는 6.0%였으며,

7∼9개월 방문한 가구는 6.0%였고, 10∼12개월 방문한 가구는 7.0%였으며,

13∼15개월동안 방문한 가구는 7.5%이었다. 16∼19개월동안 방문한 가구가

136가구로 전체가구의 68%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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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등록 기간별 총방문기 간 및 가구분포

등록기간 총방문기간(개월) 빈도 비율

3개월미만 22 11 5.5

4∼6개월 56 12 6.0

7∼9개월 80 12 6.0

10∼12개월 136 14 7.0

13∼15개월 474 15 7.5

16∼19개월 2,556 136 68.0

계 3,030 200 100

등록가구의 방문의 규칙성정도를 살펴보면 〈표 9〉에 제시된바와 같이

매월1회 이상 규칙적으로 방문한 가구가 4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3개월이상 방문기간중 방문을 하지 않은가구가 51가구가 25.5%였고, 1개월

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던 가구가 15.0%, 방문기간에 2개월동안 방문을 하

지 않았던 가구가 10%순이었다.

이외에도 가구의 방문횟수는 많았으나 2개월 이상 방문이 빠졌던 가구,

첫방문 등록한후 6∼7개월 후에 방문한 가구, 6개월동안 10회 이상 방문한

후 7개월동안 방문을 하지 않는 가구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의 잦은 변경으로 대상자의 지속적 질환관리가 어려웠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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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등록 가구 방문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월1회이상 규칙적 방문 받은 가구

방문기간동안 1개월 방문 받지 않는 가구

방문기간동안 2개월 방문 받지 않는 가구

방문기간동안 3개월이상 방문 받지 않는 가구

99

30

20

51

49.5

15.0

10.0

25.5

계 200 100

3 ) 방 문목 적

연구대상가구의 방문목적을 가구의 등록기간인 등록1개월, 2개월, 3개

월, 4∼6개월, 7∼12개월, 13∼19개월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는 〈표 1

0〉과 같았다.

1개월인 가구의 방문목적은 사정및 간호진단이 42.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보건교육 및 상담이 18.9%였으며, 치료적간호 18.5%, 기본간호가

8.6%, 가정환경제공이 2.7%, 의뢰 및 지원활동 2.7%, 기타 건강증진 1.9%,

추후관리, 물적자원제공순이었다. 등록 2개월인 가구의 경우의 방문목적은

사정 및 간호진단이 37.4%, 보건교육 및 상담이 22.5%, 치료적간호와 기본

간호가 13.5%순이였다. 3개월인 가구의 방문목적은 사정 및 간호진단이

35.2%, 보건교육 및 상담이 21.2% 치료적간호 18.0%, 기본간호 11.7%, 추

후관리 6.2% 이었고, 등록4∼6개월, 7∼12개월, 13∼19개월인 가구의 방문

목적은 사정 및 진단이 가장 많았으며, 치료적간호와 보건교육제공 순이었

다. 방문기간이 많아짐에 따라 치료적간호와 추후관리을 위해 방문하는 경

우가 많아짐에 따라 대상가구의가 지속적인 간호를 위해 방문이 이루어 졌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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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방 문목적
n=200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2개월 13∼19개월

건수 백분률 건수 백분률 건수 백분률 건수 백분률 건수 백분률 건수 백분률

사정 및 간호진단 481 42.4 285 37.4 216 35.2 428 35.7 517 36.7 381 40.6

기본간호 98 8.6 103 13.5 72 11.7 121 10.1 131 9.3 64 6.8

치료적간호 210 18.5 104 13.5 111 18.0 246 20.5 337 23.0 218 23.2

기타 건강증진 22 1.9 6 1.2 9 2.9 36 3.0 35 2.4 7 2.2

보건교육 및 상담 215 18.9 172 22.5 130 21.2 258 21.5 267 18.9 184 19.6

물적자원제공 21 1.9 17 2.2 15 2.4 4 0.5 8 1.4 4 0.5

가정환경제공 31 2.7 17 2.2 5 0.7 9 0.8 6 0.9 7 2.2

추후관리 26 1.8 41 5.3 38 6.2 69 5.7 83 5.8 54 5.7

의뢰 및 지원활동 30 2.7 17 2.2 17 2.7 27 2.2 23 1.6 109 11.6

4 ) 방 문간 호활 동내 용

방문간호활동내용을 대상가구의 등록기간별로 건강상태사정, 검사 및

검사물채취, 질병상태 및 건강관리양상, 가족의 건강상태, 가족문제 및 가

족기능, 물리적환경, 간호진단수립, 구강간호, 근육관절운동, 피부간호, 개인

위생간호, 통증간호, 투약, 주사, 상처간호 및 드레싱교환, 배뇨 및 배변관

리, 욕창간호, 재활간호관리, 정신질환자간호, 만성질환자 증상간호, 암/ 호

스피스간호, 특수기구부착 환자간호, 방문진료, 예방접종, 암조기검진, 영양

/ 운동교육, 질병 및 증상관리교육, 질병자가관리교육, 검사 및 의뢰결과 상

담, 가족의 건강관리교육, 가족문제, 독거노인전화상담, 정서적지지/말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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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정보제공, 재활용품제공 및 대여, 가정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대상

자가구 및 시설관리, 교육 및 권유사항, 이행여부파악, 대상자 적응상태파

악, 전화상담관리, 환자이송, 애로사항처리, 보건소 의뢰, 의로기관의뢰, 행

정기관 의뢰, 복지기관 의뢰, 후원회/ 독지가/종교단체연결로 분류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11〉과 같았다.

등록 1개월된 가구에 제공된 간호활동은 건강상태사정이 22.9%, 질병및

건강관리양상 21.4%, 가족문제및가족기능10.5%, 질병자가관리교육 5.9%,

검사및검사물채취 4.9%, 간호진단수립 4.8%, 가족건강상태 4.6%, 투약 4.5%순

이였다. 등록 2개월된 가구에 제공된 간호활동은 건강상태사정 23.4%, 질

병상태및건강관리양상 21.3%, 질병자가관리교육 9.5%, 투약 8.4%, 근육관

절운동 8.0%, 복지관의뢰 4.6%, 검사및의뢰결과상담 2.2%순이였다. 등록1

3∼19개월된 가구에 제공된 간호활동은 건강상태사정 26.3%, 질병상태및건

강관리양상 25.2%, 투약 10.4%, 근육관절운동 7.0%, 교육이행여부파악

6.9%, 질병자가관리교육 4.9% 대상자적응상태파악 2.7%, 정서적지지/ 말벗

2.6%순 이였다.

방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활동은 대상가구의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건

강상태사정와 질병상태 및 건강관리양상 파악, 투약제공관리, 질병자가관리

교육, 근육관절운동이 많았다. 이는 임은선(1996)의 연구에서도 사정 및 진

단과 홍보 및 안내,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였다고 한것과 유사했다. 그리

고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이들 간호활동의 제공빈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

나 투약제공관리는 등록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처

럼 보건소 투약제공횟수가 증가한 것은 등록 당시에는 병원치료와 함께 병

행했다가 지속적인 간호제공으로 신뢰감증가와 간호활동으로 방치되어 왔

거나, 잠재되었던 질환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 졌음을 알수 있다

또 대상자중 와상환자에게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방문을 도왔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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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격을 가진 방문간호가 특수기구를 부착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

함으로 대상가족의 경제적·시간적부담을 완화했으며, 이들중 와상환자 4

명은 한방방문간호와 겸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업무분석(이홍자외,1998)를 보면 보건교육

중 환경위생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과 같이 대상자에게 구강간호나 개인위

생간호제공이 적은 것은 주민의 주의환경과 개인위생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자료제공이나 재활용품 대여 51건은 자동산소발생기,자동상하지운

동기등으로 대상자의 건강욕구를 고수가재활품대여로 충족했고, 대상자가

정의 휠체어 발판설치, 싱크대 편리설치, 화장실 개보수, 도배, 물품연계등

으로 일상생활하는데 불편 해소로 여러 측면에서 시도했음을 볼수있다.

환자이송은 보건소앰브란스로 2차의료기관 치료연계하였고 무료수술연

계 및 각종후원회를 발굴하여 의료적문제를 해결을 위해 제공했음을 알 수

있고 영세민책정등 행정적인 지원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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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간 호활동내용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2개월 13∼19개월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강상태사정 374(22.9) 262(23.4) 217(24.1) 418(26.7) 517(27.7) 401(26.3)

사 검사 및 검사물채취 80( 4.9) 30( 2.7) 21( 2.3) 60( 3.8) 55( 2.9) 63( 4.1)

정 질병상태 및건강관리양상 350(21.4) 238(21.3) 212(23.6) 388(24.7) 435(23.3) 384(25.2)

및 가족의 건강상태 75( 4.6) 3( 0.3) - - - -

진 가족문제 및 가족기능 172(10.5) 5( 0.4) 3( 0.3) - - -

단 물리적환경 67( 4.1) 2( 0.2) 2( 0.2) - - -

간호진단수립 78( 4.8) - - - - -

근육관절운동 46( 2.8) 89( 8.0) 53( 5.9) 94( 6.0)) 67( 3.6) 107( 7.0)

기본 피부간호 13( 0.8) 13( 1.2) 7( 0.8) 26( 1.7) 22( 1.2) 8( 0.8)

간호 개인위생간호 - - 10( 0.9) - - 2( 0.1) -

통증간호 13( 0.8) 2( 0.2) 5( 0.6) 9( 0.6) 4( 0.2) 6( 0.4)

투약 73( 4.5) 94( 8.4) 78( 8.7) 174(11.1) 262(14.0) 158(10.4)

치 주사 3( 0.2) 4( 0.4) - 4( 0.3) 3( 0.2) -

료 상처간호 및 드레싱교환 - 3( 0.3) 5( 0.6) 10( 0.6) - -

적 배뇨 및 배변관리 - 3( 0.3) - 1( 0.0) 2( 0.1) -

간 욕창간호 12( 0.7) 11( 1.0) 21( 2.3) 10( 0.6) 12( 0.6) 12( 0.8)

호 재활간호마비/와상간호) 3( 0.2) 5( 0.4) 2( 0.2) 8( 0.5) 2( 0.1) 2( 0.1)

치매/정신질한자 간호 - 2( 0.2) 2( 0.2) 3( 0.2) - 6( 0.4)

만성질환자 증상간호 - - 5( 0.6) - - 6( 0.4)

암/호스피스간호 5( 0.3) 2( 0.2) 2( 0.2) 3( 0.2) 1( 0.1) 1( 0.1)

특수기구부착 환자간호 8( 0.6) 10( 0.9) 15( 1.7) 10( 0.6) 9( 0.5) 11( 0.7)

방문진료 7( 0.4) 8( 0.7) 3( 0.3) - - -

건강 예방접종 24( 1.5) 15( 1.3) 5( 0.6) 24( 1.5) 2( 0.1) 7( 0.5)

증진 암조기검진 - 3( 0.3) 5( 0.6) 7( 0.4) 7( 0.4) 4( 4.9)

영양/운동교육 9( 0.6) 11( 1.0) 15( 1.7) 17( 1.1) 22( 1.2) 34( 2.2)

보 질병 및 증상괸리방법 11( 0.7) 2( 0.2) 1( 0.1) 10( 0.6) 6( 0.3) 2( 0.1)
건 질병자가관리교육
교 (식이/운동/약물요법)

96( 5.9) 106( 9.5) 100(11.1) 114( 7.3) 161( 8.6) 75( 4.9)

육 검사,의뢰결과상담 12( 0.7) 25( 2.2) 12( 1.3) 19( 1.2) 29( 1.6) 22( 1.4)

및 가족의 건강관리 교육 - - 3( 0.3) 5( 0.3) 2( 0.1) 5( 0.3)

상 가족문제상담 5( 0.3) 2( 0.2) 4( 0.4) 3( 0.2) 2( 0.1) 3( 2.6)

담 정서적지지/말벗 35( 2.1) 35( 3.1) 22( 2.4) 50( 3.20 63( 3.3) 40( 2.6)

물적자 자료,정보제공 7( 0.4) 14( 1.3) 4( 0.4) 7( 0.4) 7( 0.4) 2( 0.1)

원제공 재활용품제공,대여 13( 0.8) 3( 0.3) 7( 0.8) 2( 0.1) 110( 5.9) 5( 0.3)

가정환 가정관리,환경위생관리 2( 0.1) 3( 0.3) 3( 0.3) 3( 0.2) 1( 0.1) -

경제공 대상자기구,시설관리 3( 0.6) - 3( 0.3) 2( 0.1) 1( 0.1) -
교육/권유시항

추 이행여부파악
2( 0.1) 5( 0.4) 6( 0.7) 16( 1.0) 44( 2.4) 105( 6.9)

후 대상자의 적응상태파악 9( 0.6) 24( 2.1) 29( 3.2) 48( 3.1) - 41( 2.7)
관 전화상담관리 3( 0.2) 3( 0.3) 2( 0.2) - 2( 0.1) -
리 환자이송 2( 0.1) 3( 0.3) 2( 0.2) 2( 0.1) - -

애로사항 처리 - 2( 0.2) 2( 0.2) 2( 0.1) - 1( 0.1)
보건소 의뢰 4( 0.2) 4( 0.4) - - - -

의뢰 의료기관 의뢰 6( 0.4) 8( 2.1) 9( 1.0) 8( 0.5) 8( 0.4) 9( 0.6)

및 행정기관 의뢰 5( 0.3) 1( 0.1) 14( 1.6) 4( 0.3) 4( 0.2) 2( 0.1)

지원 복지기관 의뢰 5( 0.3) 51( 4.6) 1( 0.1) 5( 0.3) 5( 0.3) -
활동 후원회/독지가/종교

단체연결
1 3( 0.3) - 2(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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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문간호요구도

1) 방 문간 호 요 구도

방문간호요구도를 가구의 자가관리능력인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문제대

응을 위한 지식 및 기술정도, 지지자원 보유정도, 생활수준(지불능력)의 정

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4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4군은 주1회 이상 방문이

요구되는 집중관리군, 월1- 2회의 방문을 요하는 정기관리군, 2- 3개월 간격

의 방문이 필요하거나 필요시 추구관리가 필요한 감시/ 추후관리군, 스스

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문제 발생시 필요한 도움의 요청이 필요한 자가

관리가군으로 분류한 결과는〈표 12〉와 같았다.

등록3개월 째 등록가구의 방문간호요구도를 보면 정기적관리군이 64.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감시/ 추후관리군이 19.7%, 집중관리군이 13.8%,

자가관리군이 2.3%이었다. 등록6개월 째 등록가구의 방문간호요구도는 정

기적관리군이 59.2%로 가장 많았고, 감시/ 추후관리군이 26.5%, 집중관리군

이 12.9%, 자가관리군 1.4%이었다. 9개월 째 등록가구의 방문간호요구도는

정기적관리군 59.6%, 감시/ 추후관리군 24.0%, 집중관리군이 12.0%, 자가관

리군 4.2%였고, 등록 12개월 째 등록가구의 방문간호요구도는 정기적관리

군 58.2%, 감시/ 추후관리군 24.5%, 집중관리군이 11.0% 자가관리군 6.3%였

고 18개월 째 등록가구의 방문간호요구도는 정기적관리군 63.4%, 감시/추

후관리군 18.6%, 집중관리군 9.5%, 자가관리군 8.5%이었다.

표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방문간호요구도와 가족분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중관리군에는 와상/ 마비환자, 특수기구 부착환자, 집중적으로 혈

압·혈당 조절환자, 뇌졸증환자, 욕창환자가족, 임종환자가족이 많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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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정기관리군에는 만성환자가족, 치매/ 정신질환자가족, 장애가족, 전

염병질환이 있는 가족, 영유아가족이 많이 포함되었고, 감시/추후관리군에

는 잠재적인 만성질환요인이 있는 가족, 장애가족, 가족기능이 적절치 못한

가족, 주의환경문제가족, 노인가족, 빈곤가족이 포함되었고, 자가관리군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문제대응을 위한 지식 및 기술정도, 지지자원 보유

정도가 높은 가족이 포함되었다.

이는 등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중관리군은 감소하였고, 자가관리군

이 증가하였으며, 정기적관리군과 감시/추후관리군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는 대상가구가 만성질환자가 있는 환자가족이 많았고 한 가족이 여러개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2 〉대 상가구의 등록기 간별 방문간호요구 도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계(%)
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Ⅰ. 집중관리 19(13.8) 21(12.9) 20(12.0) 18(11.0) 14(9.5) 92(12.1)

Ⅱ. 정기적관리 88(64.2) 96(59.2) 99(59.6) 95(58.2) 85(63.4) 463(60.6)

Ⅲ. 감시/ 추후관리 27(19.7) 43(26.5) 40(24.0) 40(24.5) 25(18.6) 175(22.9)

Ⅳ. 자가관리 3(2.3) 2(1.4) 7(4.2) 10(6.3) 12(8.5) 34(4.4)

관리가구계 137(100) 162(100) 166(100) 163(100) 134(100) 764(100)

- 48 -



2 ) 방 문요 구도 에 따 른 가 족문 제

방문간호사업의 서비스단위는 가족으로 가족전체를 중심으로 방문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가족내에서의 서비스대상도

개개환자의 중증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에서 가장 문제의 핵심

이 되는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됨을 의미한다(김의숙,2000).

따라서 등록기간이 방문간호 6개월째인 가구의 가족문제를 주 1∼2회

방문간호가 필요한 집중관리군과 월1∼2회 방문간호가 필요한 정기적관리

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집중관리군의 가족문제

등록 6개월째에 집중관리군의 가족문제를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4.95개

의 가족분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중 만성질환자가족 15가구, 장애가구 14가

구, 마비환자가족 13가구, 주거환경불량가구 12가구, 부적합건강관리가족

12, 빈곤가족 11가구, 임종환자가족 7가구, 노인가족 5가구, 갈등가족 6가

구, 불완전한가구 4가구, 소외가족 3가구이었다.

가족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노인가족·만성질환자가족·빈

곤가족의 3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5가구, 만성가족·장애가족·

주거환경불량의 3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3가구, 임종환자가족·

장애가족·빈곤가족의 3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4가구, 마비환자

가족·만성질환자가족·주거환경불량의 3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6가구, 임종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한건강관리가족의 3가지 가

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2가구였다. 따라서 집중관리군은 임종환자가족,

마비환자가족 등 중증환자가족이 많아 집중적인 방문간호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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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적관리군의 가족문제

등록 6개월째에 월1∼2회 방문간호를 요구하는 정기적관리군의 가족문

제를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3.65개의 가족분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중 만성

질환자가족이 81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이

52가구, 주거환경문제가족이 41가구, 장애가족 32가구, 노인가족이 28가구,

소외가족 28가구, 빈곤가족이 26가구, 마비환자가족이 18가구, 정신질환자

가족 17, 불완전한가족이 15가구, 갈등가족이 6가구, 임종환자가족 4가구,

비과학적 건강관리가족이 3가구순이었다.

가족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가족·만성질환자가

족·빈곤가족의 3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20가구, 만성질환자가

족·장애가족·주거환경문제가족의 3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10

가구, 만성질환자가족·노인가족의 2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11

가구, 만성질환자가족·주거환경문제의 2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24가구, 만성질환자·소외가족의 2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11가

구, 만성질환자가족·주거환경문제가족의 2가지 가족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7가구등이 였다. 이는 정기관리는 만성질환자가족의 정기적 방문간호

요구로 투약관리, 질병상태파악등으로 관리가 제공되었다.

6 . 방문간호결과

방문간호활동의 결과로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를 측정하였는데, 문제

해결정도는 대상가족의 보유질환, 환경적, 행정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가족갈등, 건강증진, 신체불편정도문제가 간호서비스제공에 따라 해결된 정

도로 완전해결, 상당히해결, 호전, 변화없음, 악화되었음의 5단계로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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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는 등록1개월된 가구중에서 문제가 호전된 가구가 6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구가 27.5%이

었다. 등록2개월된 가구중에서 문제가 호전된 가구가 62.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구가 25.4%이었고 등록

7∼12개월된 가구중에서 문제가 호전된 가구가 63.8%로 가장 많았고 상당

히 해결된가구가 19.0%로 다음으로 많았다.

13∼19개월된 가구중에서 문제가 호전된 가구가 66.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상당히 호전된 가구가 20.1%이었다.

이는 대상가구의 등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구가 감소하는데 등록 3개월보다 등록 4∼6개월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가 상당히 해결되고 있는 가구가 등록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 2개월에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는 가구보다

등록 3개월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가구가 2배정도 증가하였다.

〈표 13〉 대 상가 구의 등록 기간 별 문 제해 결정 도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2개월 13∼19개월

계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완전해결 3(1.5) 1(0.6) - 1(0.6) - - 5(0.5)

상당히해결 14 (7.0) 14(8.6) 23(16.8) 30(18.5) 31(19.0) 27(20.1) 139(14.5)

호전 126(63.0) 101(62.4) 79(57.7) 97(59.9) 104(63.8) 89(66.4) 596(62.2)

변화없음 55(27.5) 41(25.4) 30(21.8) 24(14.8) 19(11.6) 12(8.9) 181(18.9)

악하되었음 2(1.0) 5(3.0) 5(3.7) 10(6.2) 9 (5.6) 6(4.6) 37(3.9)

관리가구

계
200(100) 162(100) 137(100) 162(100) 163 (100 ) 134(100) 9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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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연구는 중소도시 보건소의 방문간호대상가구에 대한 방문간호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2000년도부터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의 시달등 정부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가구에 대한 특성, 건강문제, 간호활동, 문제해결수준 및 방

문간호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방문간호사업 기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일개 시 보건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방문간호사업

관리대상가구 총 736가구중 김의숙(1996)등이 제시한 방문간호기록지를 작

성하기 시작한 19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년 7개월간 등록된 가구로

간호문제가 많은 200가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200가구의 가정건강기록부와 가정방문기록지를 분석하기위하여

기록분석지를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기록분석지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는 SPSS/ 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처리였으며 빈도와 비율로 특성별 분포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일반적특성, 가족건강문제, 방문간호활동, 방문간호요구

도, 방문간호결과에 대한 조사하여 파악된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대상가구는 200가구에 가구원수는 총 425명으로 평균가구원수는 2.2

명이며, 89.6%가 생활보호대상가구였으며,특히 독거노인가구가 33%로 가

장 많았다. 대상가구의 가구원 평균연령은 52.2세이었고 65세 이상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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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5.1%이었다.

2. 문제가족유형은 취약가족, 환자가족, 위험행위가족, 주거환경문제가

족, 정규관리가족순이였으며, 특히 환자가족중 만성질환자가족이 7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위험행위가족중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이 47%, 취

약가족중 장애가족이 35.0%, 소외가족이 33.0%이었고, 주거환경위험가족이

31.5%순이었다.

3. 가족분류의 중복빈도가 높은 가족은 만성질환자가족과 빈곤가족이

39가구, 만성질환자가족과 소외가족이 36가구, 노인가족과 빈곤가족이 34가

구, 노인가족과 만성질환자가족과 빈곤가족이 29가구로 노인가족·빈곤가

족·만성질환자가족이 주된 가족문제로 복합되어 있었다.

4.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24종류였다. 가구원의 만성질환상

태는 관절염이 22.5%, 고혈압 16.4%, 장애 9.4%, 당뇨 8.6%, 뇌졸중 7.5%,

정신질환 7.4%, 소화기질환 4.4%, 심장질환 4.2%, 백내장 3.6%, 호흡기질

환 3.0%, 암 3.0%등 순의 빈도로 나타났다.

5. 가정방문시 파악한 가구원의 주요문제는 근골격계문제 105건, 정신장

애문제 46건, 소화기계문제 44건,증상·증후가 불명확한 상태가 38건, 호흡

기계문제 27건, 신장·비뇨기계문제 22건, 안과문제 22건, 피부질환문제9건

등 신체적증상이 있었고 보건소/ 병의원/ 행정기관의뢰가 35건, 가족구성원의

갈등문제 32건,재정적문제 13건 일상생활불편 10건등 49개의 대상자 불편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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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가구의 총방문횟수는 3,186회 였고, 평균방문기간은 평균 15.15개

월이었다. 1회 평균방문시간은 18.2분이었으며, 등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문횟수와 1회 평균 방문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7. 총대상가구에 제공한 간호활동 빈도는 건강상태사정와 질병상태 및

건강관리양상 파악, 투약관리제공, 질병자가관리교육, 근육관절운동순으로

활동빈도가 높았다.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간호활동의 제공빈도는 변화가

없었으나 투약제공관리는 등록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였

다.

8. 방문요구도는 가구의 자가관리능력인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문제대

응을 위한 지시 및 기술정도, 지지자원 보유정도, 생활수준(지불능력)을 중

심으로 측정하여 집중관리군이 12.1%, 정기관리군이 60.6%, 감시/ 추후관리

군이 22.9%, 자가관리군이 4.4%빈도로 나타났다. 방문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집중관리군은 감소한 반면, 자가관리군은 증가하였으며 정기적관리군과

감시/추후관리군은 큰 변화가 없었다.

9. 방문간호결과로 간호활동이 제공됨으로서 대상가구에 상병조절, 환

경적, 행정적, 정서/ 심리적, 경제적, 복지적, 가족갈등, 건강증진, 신체불편정

도이 해결된 정도로 완전해결이 0.5%, 상당히해결이 14.5%, 호전이 62.2%,

변화없음이18.9% , 악화되었음이 3.9%빈도로 나타났다. 등록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변화없음가구가 감소하는데 등록 3개월보다 등록 4∼6개월에서 현

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가 상당히 해결되고 있는

가구가 등록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 2개월에서 문제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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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가구보다 등록 3개월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가구가 2배정도 증가

하였다.

간호활동은 주로 대상가구의 만성질환자발견과 치료관리에 주력했음을

볼수있었다.

방문간호활동으로 대상가구가 스스로 문제확인과 관리할 자가관리능력

이 길러졌슴에도 불구하고, 사망·전출시에만 가구방문을 종결함으로서 자

가관리능력이 길러진 이후의 간호활동은 단순히 말벗이나 정서적지지등 추

후관리가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대상가구의 문제해결정도가 등록3개월째에 상당히해결이 많은것과 같이

대상가구의 건강관리는 2∼3개월째에 turning point가 되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짐에따라 간호활동도 대상가구의 자가관리능력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2 .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방문간호대상자의 요구도는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적보장으로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방문간호

활동의 제공이 등록기간에 변화가 없는 연구결과와 같이 간호활동의 다양

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2. 방문간호사업은 사업의 난이도로 인해 보건간호사가 기피하고 있는

업무로 인해 사업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정책방향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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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평가로 방문간호사에게 근무평점, 수당등에 인텐시브가 있어야겠다.

3.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45%의 높은 구성비를 이루고 있어 방문간

호사업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것으로 예측된다. WHO의 1994년 통계연보을

보면 일본의 간호사 1인당 145명 간호대상자와 미국의 간호사는 1인당 143

명의 간호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에 비해 연구대상지역의 전체 대상자수 968

명에 방문간호담당자(공공근로방문간호사포함) 6명이 간호사1인당 161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간호인력이 한시적 공공근로인력이

아닌 정규직 간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4. 대상가구의 방문요구도인 자가관리능력척도를 방문간호사업에 실제

적용하면서 계속적인 수정·보완과 또한 대상가구의 자가관리능력 고취에

대한 간호활동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도시의 방문간호대상가구의 조사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모

든 가구의 문제와 방문간호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가구의 주요문제,

간호활동, 문제해결정도등을 파악시 기록부의 미작성된 부문에서는 접근의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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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문제가족 분류

1) 노 인가 족의 문제 분류

노인가족은 49가구로 전체가구의 40.8%로 노인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문

제와 만성질환자가족 37, 정신질환자가족 5, 임종환자가족2, 마비환자가족9,

부적합건강관리가족이 25, 장애가족17, 주거위험가족이 16, 불완전한가족,

소외가족, 갈등가족등이 복합적으로 엮어져 관련된 문제로 10개 분류하였다

노인가족 의 문제분류
n=49

가족분류 가구수

노인가족·만성가족 7

노인가족·만성가족·소외가족 / 부적합가족 / 빈곤가족 12

노인가족·부적합가족·소외가족·주거위험가족/ 빈곤가족 5

노인가족·만성가족·부적합가족·소외가족/ 빈곤가족 5

노인가족·만성가족·부적합가족·장애가족 5

노인가족·만성가족·부적합가족·장애가족·빈곤가족 4

노인가족·마비가족·만성가족·부적합가족·장애가족·빈곤가족
·주거위험가족

5

노인가족·정신가족·만성가족·부적합가족·장애가족·빈곤가족
·불완전가족·주거위험가족

3

노인가족·정신가족·임종가족·부적합가족·불완전가족·갈등가
족·주거위험가족

1

노인가족·정신가족·불완전가족 2

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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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질환가족의 문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은 28가구로 전체가구의 13.5%로 만성질환가

족이 13, 장애가족이 17, 빈곤가족이 9가족으로 문제가족이 복합되어 문제

분류를 8개로 구분하였다. 이중 6가구는 노인가족과 중복되어서 정신질환

가족에서는 제외되었다.

정신질환 가족 분류

n =22

가족분류 가구수

정신질환가족·만성질환가족·장애가족 1

정신질환가족·만성질환가족·부적합가족 7

정신질환가족·부적합가족·장애가족·빈곤가족·갈등가족 3

정신질환가족·만성가족·부적합가족·비과학적가족·장애가족 5

정신질환가족가족·부적합가족·빈곤가족·갈등가족 2

정신질환가족·마비가족·만성가족·장애가족·빈곤가족·주거위

험가족
3

정신질환가족·부적합가족·불환전가족·주거위험가족 1

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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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 종환 자가 족

임종환자가 있는 가구는 13가구로 전체가구의 6.0%이며 마비환자가족

4, 만성질환자가족 10, 부적합한건강관리가족, 장애가족, 빈곤가족, 소외가

족, 갈등가족,주거위험가족등이 복합되어 가족문제를 4개로 분류하였다. 이

중 1가구가 노인가족과 중복되어 제외되었다

임종환자 가족 분류

n=12

가족분류 가구수

임종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가족 4

임종환자가족·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 1

임종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장애가족 3

임종환자가족·마비환자가족·빈곤가족·불완전가족·소외가족 1

임종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마비환자가족·비과학적질병관리가

족·불완전가족·갈등가족·주거위험가족
3

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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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비 / 와상환자가족

마비/ 와상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40가구로 전체가구중 20%였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만성질환자가족 25, 부적합한 건강관리가족 14,

장애가족21, 빈곤가족 19, 주거위험가족22, 갈등가족등으로 2∼6문제가족이

혼합되어 10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가구중 노인가족이 5가구, 정신질환자가

족이 3가구, 임종환자가족으로 5개가 포함되어 중복된 13가구는 제외되었

다.

마비 /와상환자가족
n=27

가족분류 가구수

마비환자가족 3

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장애가족 1

마비환자가족·장애가족·빈곤가족/ 갈등가족 2

마비환자가족·소외가족·주거위험가족 4

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 3

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빈곤가족

·주거위험가족
6

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장애가족

·주거위험가족
4

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불완전가족·장애가족·주거·

주거위험가족
2

마비환자가족·만성질환자가족·장애가족·주거위험가족 1

마비환자가족·빈곤가족·불완전가족·소외가족 1

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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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만성환자가족

대상가구중 만성환자 가족은 153가구로 전체가구 76.5였다.

만성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는 부적합한 건강관리문제84가족과 장애

가족48가구,빈곤가족이39, 불완전가족23, 소외가족36가족, 갈등가족, 주거위

험가족등의 혼합되어 가구문제분류가 12개로 나누어졌고 이가구중에 노인

가족36가구와 정신질환자가족11가구, 임종환자가족8가구,마비/와상환자가족

13가구가 중복되어 68가구가 제외되었서 85가구를 분류대상가족이었다

만성질환 자가족
n =85

가족분류 가구수

만성질환자가족 14

만성질환자가족·소외가족 / 주거위험가족 19

만성질환자가족·빈곤가족+갈등가족 5

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 13

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빈곤가족 6

만성질환자가족·갈등가족·주거위험가족 2

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장애가족 3

만성질환자가족·빈곤가족·장애가족 5

만성질환자가족·불완전가족·주거위험가족 1

만성질환자가족·장애가족·불완전가족 2

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소외가족·주거위험가족 8

만성질환자가족·부적합건강관리가족·장애가족·불완전가족·

주거위험가족
7

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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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프로토콜》

Ⅰ . 가 구구조상항

1. 가구번호 : 1,2,3,4,5,6

2. 의료보장 : 1. 보험 2. 보호1종 3. 보호2종

3. 가구원수 : 1명,2명,3명,4명

4. 가구구성

1) 핵가족 2) 확대가족 3) 조부모·손자녀 4) 편부.편모

5) 소년.소녀가장 6) 노인부부 7) 독거노인 8) 기타

5. 질환자수(문제가구원수)

6. 65세이상노인수

7. 불편정도수 : 불편정도에 4,5에 속한 가구원수

※ 가구원 주요질환

1)고혈압 2)당뇨 3)관절염 4)결핵 5)암 6)정신질환 7)치매 8)뇌졸증

9)장애인 10)소화기질환 11)호흡기질환 12)백내장/ 녹내장 13)심장질환

14)디스크 15)부인과/갱년기질환 16)근이양증 17)파킨스질환

18)갑상선기능저하/ 항진증 19)전립선염 20)척추마비 21)피부염

22)신장염 23)비염 24)파킨스질환

Ⅱ . 가 족종류

8. 정규관리가족

1)임산부관리 2)산모.신생아가족 3)영유아가족 4)노인가족

5)생식가족(가족계획.청소년.갱년기)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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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자관리가족

1)정신질환 2)임종환자가족 3)마비/ 와상환자가족 4)전염병질환가족

5)만성질환자가족(고혈압,당뇨,뇌졸증,관절염,암,호스피스,결핵,녹내장/백내장)

6)급성질환(기본처치)가족(화상환자,사고,상처/ 욕창)

10. 위험행위자 가족

1)부적합한 건강관리 방법

①일상생활습관문제(식습관,운동,수면등)

②건강위험행위(음주,흡연,약물등)

③질병예방 및 관리행위(예방접종,건강진단받지않음,약국,미신등)

2)비과학적 질병관리

11. 취약가족

1)장애인가족(지체,청각,시각,언어,정신지체)

2)빈곤가족(결손가족,인산가족)

3)불완전가족(편부/편모, 계부/ 계모, 조부/ 조모, 소년가장,십대임신)

4)소외가족(독거노인)

5)물질남용가족(알콜중독, 약물사용)

6)갈등가족(부부갈등.가족갈등.자녀갈등)

7)무기력가족(목표,응집력없음)

8)폭력가족(아동학대포함)

12. 주거환경

1) 사고위험성

2) 위생관리불량

3) 주거환경불량

4) 주택구조불량(사생활/ 생활공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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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가 족사정

13. 가족구조

1)편부모가족 2)동거인 3)청소년자녀문제 4) 독거노인 5)소년소녀가장

14. 가족체제유지

1) 빈곤/ 경제적 무능력 2) 결손력부족 3)자녀양육문제

15. 상호작용/ 교류

1) 부부갈등 2)가족간의 갈등 3)역할편중 4)의사소통

5)비민주적 의사결정 6) 사회적고립

※ 방문목적 및 서 비스내용

26 . 방문 목 적 27 . 서 비 스 내 용

① 사정 및 진단
1)건강상태사정 2)검사 및 검사물체취 3)질병상태 및 건강관리양상
4)가족의건강상태 5)가족문제 및 가족기능 6)물리적환경
7)간호진단수립

② 기본간호
8)구강간호 9)근육관절운동(ROM) 10)피부간호(맛사지,체위변경)
11)개인위생간호 12)통증간호

③ 치료적간호
13)투약 14)주사 15)상처간호 및 드레싱교환 16)배뇨 및 배변관리
17)욕창간호 18)재활간호(마비/ 와상환자) 19)치매/정신질환자 간호
20)만성질환자 증상간호 21)암/호스피스간호 22)특수기구부착환자간호

④ 기타 건강증진
23)방문진료 24)노인정방문간호 25)예방접종
26)암조기검진 27)영양/운동교육

⑤ 보건교육 및 상담

28)질병 및 증상관리방법 29)질병자가관리교육(식이/운동/약물요법)
30)질병치료기간안내 및 상담 31)검사 및 의뢰결과 상담
32)가족의 건강관리 교육 33)가족문제(자녀양육/스트레스관리/취업)상담
34)독거노인전화상담 35)정신적/심리적상담(정서적지지/말벗)

⑥ 물적자원제공 36)자료 및 정보제공 37)재활용품제공 및 대여

⑦ 가정환경관리
38)일반적인 가정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39)대상자 기구 및 시설관리

⑧ 추후관리
40)교육/권유사항 이행여부 파악 41)대상자의 적응상태 파악
42)전화상담관리 43)환자이송 44)애로사항 처리

⑨ 의뢰 및 지원활동
45)보건소 의뢰 46)의료기관의뢰
47)행정기관의뢰(생활보호책정/경찰서,119구급대) 48)복지시설의뢰
49)후원회/종교단체/ 독지가 의뢰 및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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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A n a l y s i s o f V i s i t i n g N u r s i n g A c t i v i t i e s i n

P u b l i c H e a l t h C e n t e r s

Ahn, Seoun Hee

Dept . of Community Nursing

T 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 Kim, Eui Sook, R.N ., PH .D.)

T his study conducted an analy sis of v isit ing nur sing activit ies for

the object households under the jur isdiction of local city public health

center s . It w as attemp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needed for formulating sy stematic visit ing nur sing strategies by

grasping the characterist ics , health problems, nur sing activ it ies ,

problem - solving lev els and the needs of visit ing nur sing of the object

households of public health center s in Korea, in an effor t to achiev e a

turnaround of the gov ernment str ategies for v italizing visiting nur sing

activit ies that began in 2000.

F or that purpose, a local city public health center was sampled

out . Among all the 736 visit ing nur sing object households , those 200

problem ones were takes as subject s who had been register ed fo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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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nd sev en months from March 1999 through September 2000.

Distributed to them were copies of the visiting nur sing form created

by Kim Eui - sook, et al (1996).

And then an analy sis w as carr ied out of those 200 households ' home

health r ecords and visit ing nur sing form respon ses .

T he result s processed with statist ic analy sis using the SPSS/ PC

statistic program, and then distr ibution of characterist ics was

calculated by frequency and ratio.

Resultant findings were revealed of the respondents ' general

character ist ics , family health matter s , v isit ing nur sing activ it ies , the

needs of visit ing nur sing , and the result s of v isit ing nur sing , a s

follow s:

1. T he number of member s of the 200 households totaled to 425,

the mean number of household member s 2.2 those object households

formed 89.6% who are in need of liv elihood support , those old people

leading a solitary life 33%, and the mean span of life of the object

households represented 52.2 year s of age.

2. Family problem s type in vulnerable families , f amilies with

patient , families with risk behavior , families with r esidential problem,

and families with follow - up needs . In par ticular , chronic disease

families reflected the highest v alue by 76.0% among the families with

patient , and then came in order of inappropriate health care families

47% among families with risk behavior disabled families 35.0%

among vulnerable f amilies , alienated families 33.0%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ies 3 1.5% among families with residential prob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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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milies of the highest multiple frequency in the family

cla ssif ication showed 39 households in chronic disease and

underpriv ileged families , 36 in chronic and alienated families , 34 in

old and underpriv ileged families , 29 in chronic disease and

underpriv ileged families , which indicates old families , underpr iv ileged

families , chronic families as their pr incipal family problems.

4. T he respondent s ' chronic diseases represented 22.58% in

ar thrit is , 16.4% in hyperten sion , 8.4% in diabetes , 7.5% in apoplexy ,

7.4% in mental disorder s , 4.4% in digestive trouble, 4.2% in hear t

trouble, 3.6% in cataract , 3.0% in respiratory diseases , 3.0% in

cancer , and 9.4% in disableness .

5. Principal problems of household member s identified at the time

of home visit s indicated 105 mu sculoskeletal disorder cases , 46 mental

disorder ones , 44 digestive trouble ones , 38 uncertain symptom ones ,

35 ones requested by public health center s , clinics or hospitals , or

administrativ e organ s , 32 family complication ones , 27 respir atory

trouble ones , 22 renal or urologic disorder ones , 22 ophthalmic ones ,

13 financial problem ones , 10 daily life inconvenience ones , 9

dermatologic disease ones , and other phy sical symptoms. From these

49 inconv enience problems were deriv ed such as 35 cases r equested

by public health center s/ clinics or hospitals/ administr ation organ s , 32

family member s complication cases , and financial problem cases .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y w ere developed for the most par t to

chronic symptoms.

6. T he total number of visit s on ov erall object hou sehold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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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the mean term of visit s per household rev ealed 15.15 months ,

and the mean length of time per visit 18.2 minutes . T he lengthened

term of registr ation makes the number of visit s and the length of

time per visit reduced.

7. F requency of nur sing activit ies provided to the total object

households was represented in order of gra sping health condit ion s ,

disease states , health care, administr ation of medicine, education for

home care and ex ercise for mu scles and joint s . T he provision of

nur sing activ it ies showed no change in frequency, irr espective of it s

length of registration term but administr ation of medicine increased in

it s frequency as the term of registration get s lengthened.

8. Request s for visit s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 struction s ,

t echnical lev els , the degrees of having support r esources , standards of

liv ing (payability ), being classified into an inten siv e care group, a

regular care group 12.1%, a surv eillance/ follow - up care group 60.6%,

and a self car e r eliance group 4.4%. When the length of a visit got

lengthened, the quantity of the intentiv e care group got reduced, while

the home care groups was on the increase but no signif icant changes

were found both in the regular care group and in the

surveillance/ follow - up care group.

9. With provision of nur sing activ it ies as a r esult of v isiting

nur sing , care for diseases , environmental, administr ative, emotional/

p sy ch ological, econ omic, w elf ar e , f amily complication s , the

promotion of health , phy sical inconveniences , etc., the degree of

resolution achiev ed was revealed with a perfect resolution by 0.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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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siderable r esolution by 14.5%, an improvement by 62.2%, no

change by 18.9%, and an aggravation by 3.9%. As the length of the

registration term got lengthened, the number of no change families

reduced, especially remarkably in 4- 6 months after r egistr ation than

in 3 months of registr ation . T he longer the length of the registration

term, the more the number of hou seholds that had resolv ed their

problems to a certain extent . T he number of households that have

solv ed their problems in some degree in 3 month s after r egistration

increased twice as much as those which had solv ed their problem s in

some degree in 2 month s after r egistration .

Notwithstanding that visit ing nur sing could lead the object

households to identify and manage their problems themselves with

their home care abilities , it ceased it s activ it ies in case of death or

residental tr an sfer . In con sequence, nur sing activit ies were deemed to

be a role win serving as a conver sational partner , an emotional

supporter or a follow - up care provider . It was revealed that nur sing

activit ies focused principally on the detection of and care for chronic

diseases of the object households .

It is r ecommended that we should lead nur sing activ it ies to in spire

home care abilit ies of the object households inasmuch a turning point

was ref lected in their health8 care in a few month s , as a con siderable

number of problems were resolved in three months after registr 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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