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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건강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성공노화를 실 하기 한 통합 인 건강서비스 제공

의 근간이 되는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개발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된 방법론  연구이다. 노인평가도

구들에 한 임상  지역사회에서의 사용 실례와 련문헌 고찰을 통해, 총 9개 평가 역으로 나 어 

련 평가항목과 평가도구들을 1차 으로 선정하 다. 이후 련 문가 3인의 자문 결과와 노인 15명을 

상으로 한 비조사 실시 결과를 토 로 포  노인평가의 역과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 다. 최종 으

로 기본평가, 정신기능평가, 신체기능평가, 생활습 평가, 주  건강수 평가, 환경평가로 이루어진 6개

의 평가 역에서 각 해당 항목의 수행지침이 포함된 2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포  노인평가 패키지가 

구축되었다.  

■ 중심어 :∣성공노화∣노인∣포괄적 노인평가∣

Abstract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design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package for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various health condition. Assessment items and 

tools were primarily selected and categorized into 9 domains through the review of existing 

geriatric assessment tools, which have been used in the clinic and community settings, and the 

investigation of related articles. We have obtained professional advice from three experts and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n=15). Based on findings, the final version of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package were devised. It was constructed of 29 assessment items in 6 

domains of basic, psychologic function, physical function, life style, subjective health state, and 

environment. It also contained concrete implementation guide of each tool. 

■ keyword :∣Successful Aging∣Elderly∣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노인인구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

한 노인인구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  어려움

(41.4%)에 이어 건강문제(40.3%)가 2 를 차지하고 있

다[1]. 한 격한 고령화 속도로 노인인구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과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방안들이 다방면에서 모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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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능력을 정

화하고 독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고안된 포

 노인평가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2]. 

포  노인평가는 노인의 건강과 기능 상태에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평가를 의미한다[3]. 포  노인

평가는 통 인 병력 조사나 신체검사로는 알아내기

가 힘든 특성을 가진 노인의 건강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다. 노인의 문제를 포 으로 평가하게 되면 노인의 

강   제한 을 찾아내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

능할 뿐 아니라[4], 노인의 재 혹은 미래에 요구되는 

필요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5]. 

즉, 건강 리 제공자들로 하여  상자의 문제를 진단

하고 우선순 를 규명하고 환자의 기능을 유지 증진시

키는데 을 둠으로, 치료뿐 아니라 방  재활에 

한 장단기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6].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독립된 한 분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총체 인 ‘노인복지’를 완성하는 하나의 구

성 요소로서, 노인의 건강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자 한

다면 포  에서 근해야한다[7]. 노인의 보건의

료서비스 요구도를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노인의 

건강문제나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평가해

야 하며, 이는 포  노인평가의 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  정보에는 노인의 과거, 재, 미

래 그리고 기능을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인 노인 심의 의료 서비스 

개발에 포  노인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8]. 

한 성공노화에 한 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성공

인 노화의 구성요소로서 만성질환 방  리, 인

지  신체기능 유지, 활발한 사회 활동 등이 제시되어 

오고 있는데[9], 이러한 성공노화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골고루 평가해 낼 수 있는 포  노인평가의 수행은 

노인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반 한 건강평가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포  노인평가는 평가의 목 이나 평가하는 의료 

환경에 따라,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10].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에서 개발된 포  노인평가는 

노인요양등 을 산정하기 한 것이거나[11], 질환치료

를 한 외래방문 혹은 입원 노인을 상으로 한 평가

들이 주를 이루어왔다[5][8]. 

2000년에 국내에 도입된 포  요양자 평가체계인 

InterRAI (International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는 포 이고, 문제해결 지향 이며, 우선

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 등의 장 이 있으나[12], 아

직 활용범 와 활용방안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실제 활용에서는 미약한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

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요양자 평

가에 쓰이는 요양자 인정조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진

입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스크리닝 도구이기 때문에 

포  노인평가에는 합하지 않다는 근본 인 제한

을 가지고 있다[13]. 한, 포  노인평가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이나 병원 입원을 앞둔 노인, 요양기  

입소를 하게 되는 노인 등 거의 모든 노인들에게 가장 

기본 인 건강상태 기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는 노인들의 입문기

록으로 합한 것으로 여겨져왔다[14]. 그러나 노인을 

진료하는 의료 장에서나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해 시행되어 온 한노인병학회에서 개발

된 단순형 포  노인평가도구와[15] 국민건강보험공

단 66세 생애 환기 건강진단 시 사용된 재가  외래

용 포  노인평가도구들은[16] 단편 인 평가도구들

의 단순 조합이라는 과 평가수행지침 부족과 같은 문

제 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애의 완치보다는 어떠한 건강상태에서도 최

상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성공노화의 주

요 개념이자 동시에 포  노인평가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수 의 발달로 인해 아직 비

교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질환 리보다는 건강증진에 

심이 많은 노인 상자에게 용할 수 있는 건강평가

에 한 심과 연구가 부족하다. 즉, 그동안 개발되어

온 포  노인평가로는 평가의 목 이나 환경에 따른 

다양성을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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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질병 방과 더불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

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다

양한 간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질환유무에 계

없이 어떤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에게라도 용 가능한 

포  노인평가 패키지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강증진형 노인인구를 상으

로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할 수 있고 기존의 노인

평가와는 구분되는 포  노인평가의 개발이 더욱 요

구되는 시 이다. 즉, 노인의 질환 리 측면에서 존 

기능의 악  강화의 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총

체  역에서의 노인평가 도구의 통합이 필요하며, 더

불어 이러한 도구들의 구체 인 수행지침이 제시된 포

 노인평가 패키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다양한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 

상자, 특히 질병 방과 건강증진에 한 맞춤형 간호 

요구를 가진 노인 상자에게 용 가능한 포  노인

평가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  노인평가 패키지에 한 한 평가항

목을 역별로 구축한다.

둘째. 각 평가 역별로 합한 평가항목과 평가도구

를 구축한다.

셋째. 각 평가도구에 한 구체  수행지침을 구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성공노화(Successful aging) 
성공노화는 과거와 재를 수용하고 가까이 닥친 죽

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 을 잃지 않고 

정신 으로 성숙해가는 심리 인 발달과정이며, 한 

신체 ·정신  질병과 계없이 기능 으로 사회  

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17]. 

3.2 노인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로 신체  능력,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18], 본 연구에서는 65

세 이상 남녀  평가지의 내용을 이해하여 평가수행에 

반응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3.3 포괄적 노인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포  노인평가란 노인의 건강과 련된 다양한 요

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19]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을 평가해 반 인 상태를 규

명할 수 있는 건강사정의 기 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

을 통한 노인의 상태에 한 분석을 객 인 지표로 

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병 방과 건강증진에 한 맞춤형 요구

를 가진 노인에게 용할 수 있는 체계 인 건강증진형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개발하는 방법론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국내외 임상이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노인 

평가도구들을 고찰하여 역별로 평가항목과 평가도구

를 선정한 후, 노인 련 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도

구의 타당도를 검증받고, 모든 노인에게 용하기 합

한 평가도구들에 한 수행지침 마련 후 수정보완을 통

해 하나의 포  노인평가 패키지로 개발하 다. 

 

그림 1.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 개발 절차

1.1 고찰 및 조사 단계
노인평가에 한 임상  지역사회 사용실례 검토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9260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 평가의 역과 항목  도구들

을 조사하 다. 병원의 노인 문센터와 지역사회 맞춤

형 방문건강 리사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  노

인평가의 역과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노인평가 

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의 역  항목들

에 해 조사한 후 목록화 하 다. 한 노인평가 항목

에 해당하는 련 평가도구들을 조사하여 목록에 추가

하 다. 

1.2 설계 및 선정 단계
본 단계에서는 조사된 평가 역  평가항목들을 체

계 으로 분류하 다. 평가 역의 기 은 Anspaugh 등

[20]의 인  건강 요소 7가지 역을 토 로 수정보

완하 으며, 인구사회학  역과 기타 역을 추가하

다. 기타 역에는 생활습 , 수면, 삶의 질과 같은 어

느 특정 역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하

다. 본 단계를 거쳐 1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 [표 1]

를 작성하 다. 

1.3 분석 및 구체화 단계
1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에 한 노인간호 공교

수 1인  노인의학 교수 2인의 문가 자문을 받고, 각 

도구에 한 련연구논문들을 통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 다. 노인평가도구 문가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1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에 해 

평가의 구조, 평가의 수 , 평가의 역, 평가도구의 선

정 등을 비롯한 세부 사항 검토  반  견해에 해 

문가 의견을 요청한 후 보고서 형태로 회신을 받았

다. 한 선정된 평가도구 각각에 해 신뢰도와 타당

도가 검증된 것인지를 문헌을 통해 검토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평가도구들은 삭제하 다. 이

후 선정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평가 

수행에 필요한 평가 수 , 주기  방법 등 구체 인 평

가 수행지침을 작성하 다.

1.4 예비조사 및 보완단계
2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작성하여, 노인주거시

설 노인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후, 비조사 

결과를 반 하여 패키지 내용을 수정보완하 다. 비

조사는 본 패키지 확정에 앞서 실제 평가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을 악하고자 하는 목 으로 시행되

었다. 일개 노인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비교  건강상태

가 양호하다고 주 으로 인지하며 독립  일상생활

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시행하 다. 평가 수행 후 평가 상 노인과 평

가 조사자에게 평가 수행 련 문제 이나 소감에 한 

응답 내용을 참고로 하여 패키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1.5 확정단계
지속 인 문헌고찰과 비조사결과를 토 로 2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포  노

인평가 패키지를 확정하 다.    

3. 자료수집방법
평가항목  평가도구 자료는 2011년 6월~8월 3개월

간 국내외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노인평가도구 수집

과 문헌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평가도

구들에 한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들은 고찰을 통해 개념틀과 내용분류표를 활용하여 평

가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별로 평가 역을 구분한 후 

그 평가 역에 해당하는 평가항목과 평가도구들을 분

류하 다[21]. 

문가 자문은 2011년 10월  작성된 1차 포  노

인평가 패키지를 메일로 보낸 후 체 인 평가 역과 

평가항목 등의 구조와 수   선정된 평가도구들의 타

당도 등에 한 내용을 자문활용보고서로 회신을 받아 

포  노인평가 패키지 수정보완의 근거로 활용하 다. 

비조사는 2012년 4월～5월동안 기 의 동의를 득

한 노인주거시설에서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최종 

15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조사 상자의 

보호를 하여, H 학교 생명윤리연구심의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거쳐 승인(   

20120003)된 내용에 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보

조원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 을 비롯하여 인지기능 검사나 신체기능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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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해 매뉴얼로 사 에 훈련을 받았다. 비조사

는 노인주거시설 내 상담실에서 개별 으로 이루어졌

으며, 연구보조원은 조사 상자에게 연구의 목 을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

된 평가지를 이용하여 직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비

조사 평가 내용은 1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에 선정

된 체 항목을 상으로 시행하 으며, 주로 설문지 

평가나 기능검사 주로 조사를 진행하 다. 평가항목 

 인구사회학   의학  역 등 일부 기본 항목은 

사 에 노인주거시설에 입력된 산자료를 통해 평가 

에 미리 확인하 다. 비조사 시간은 개인당 30분

-6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Ⅲ. 연구결과
1. 1차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의 평가 영역별 평

가항목 
노인평가도구에 한 임상  지역사회 사용 실례 검

토와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을 총체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역별로 평가항목과 평가도구들을 선정하

다. 평가 역으로는 인구사회학  역(demographic 

domain), 의학 (medical) 역, 정신 (psychological) 

역, 사회 (social) 역, 환경 (environmental) 역, 

경제 (economic) 역, 양 (nutritional) 역, 기능

(functional) 역, 그리고 기타(others) 역 등 총 9

개로 분류되었으며, 각 평가 역별로 36개의 해당 평가

항목이 선정되었고, 각 평가항목에는 이를 평가하기 

한 조사지나 검증된 평가도구 설문지 등이 구축되었다

[표 1]. 

2. 최종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
1차 평가 패키지에 기 하여, 문가 자문결과를 토

로 평가의 역, 수 , 빈도 등에 한 내용 통합  

평가도구의 각 항목별 활용에 한 구체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차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작성하 다. 

이후, 노인주거시설 노인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

한 후 부 한 항목 삭제 는 필요 항목 추가를 비롯

하여 각 평가항목 분석  평가도구 활용에 한 내용

을 구체화하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포  노인

평가도구를 구축하 다. 문가 자문과 비조사를 거

치면서 수정보완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요소 이론 심으로 구성되었던 9개 평가 

역은 기능성에 강조를 둔 평가 역 편성의 방향과 평

가 수행 시의 연 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평가 역으

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  역’과 ‘의학  

역’은 ‘기본 평가 역’으로 통합되었고, ‘정신  역’

과 ‘기능  역’은 각각 ‘정신기능 평가 역’과 ‘신체기

능 평가 역’으로 재편성되었다. 한 평가 역이 모호

하여 ‘기타 역’으로 구분되었던 항목들은 ‘생활습  

평가 역’과 ‘주  건강수  평가 역’으로 분류되었

고 ‘ 양  요인’ 항목은 ‘생활습  평가 역’에 포함되

었다. 한 단일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던 ‘사회  역’

과 ‘환경  역’은 ‘경제  역’과 통합되어 ‘환경 평가

역’으로 재구성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의 수가 기 36개에서 29개로 변경되

었다. 비조사 시 평가 시간은 많이 소요되면서 결과 

활용도가 다는 문제 이 제시된 ‘ 양 련 문화  정

보’와 ‘건강행 ’ 등의 평가항목은 삭제된 반면, 기에 

없었지만 노인의 건강평가에서 요하게 다 지는 ‘요

실 ’은 요실  여부만을 확인하던 것에서 평가도구와 

함께 평가항목이 별개로 추가되었다. 한 신체기능은 

각각의 기능보다는 체  통합 기능이 요하다는 분

석에 의해, ‘상지기능’, ‘하지기능’, ‘보행과 기동성’ 등 각

각의 평가항목으로 있던 부분이 평가항목은 ‘신체기능’ 

하나로 통합되고,  평가도구들은 각각 구분되어 기술되

었다. 

셋째, 평가 수 의 기술에 있어 가능한 기본 항목을 

최소화하여 최  포  노인평가 수행시간을 단축하

고자 하 다. 비 조사 시 평가 수행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면서 무 길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모든 상자에게 기 으로 수행되는 ‘기본’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신, 기본 검사에서 일정 기 을 과하는 

경우에는, ‘심층’ 평가항목을 추가 으로 시행하도록 지

침을 마련하 다. 

이러한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확정된 포  노인평

가 패키지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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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도구

Demographic
[인구사회학적]

인구학적 정보(이름,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종교, 가족관계, 
결혼상태, 연락처, 특이사항 등) 기본정보조사지

Medical
[의학적]

의학적 기본정보(질병상태, 과거력, 현치료상태, 알러지, 신장, 
체중, 비만도, 체성분, 흡연, 음주, 운동 여부 및 정도, 일상생활 
신체 활동량, 낙상 과거력, 배설기능 등)

기본정보조사지

안압 및 안저 안압측정기, 안저촬영기
시력 한천석 시력표, 근거리 시력표
청력 청력검사, 음차검사
구강검사 및 전신 신체검진 기본정보조사지
복용약물(처방약물수, 건강식품복용, 복약순응도, 약물유해반
응, 약물알러지, 약물상호작용 등) 기본정보조사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BST 등) 혈압계, 혈당계
예방접종상태(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파상풍, B형간염) 기본정보조사지
불편감(종류, 부위, 빈도, 강도, 자가처치법 등) 기본정보조사지

Psychological
[정신적]

인지기능 인지기능장애평가(KDSQ-C), 조기치매검사(K-MMSE), 몬트리
올인지평가(MoCA-K)

우울 노인우울검사-단축형(K-GDS-SF)
Social
[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자원 노인 자원 및 서비스 충족도(OARS)

Environmental
[환경적] 물리적 환경 안전 평가 가정 안전 체크리스트(Home Safety Checklist) 

Economic
[경제적]

치료지불능력 기본정보조사지
의료보험 종류 기본정보조사지

Nutritional
[영양적]

영양위험상태 평가 체질량지수, 기본정보조사지
영양관련 신체 정보 영양상태점검표(The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영양관련 문화적 정보 기본정보조사지

Functional
[기능적]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ADL)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IADL)

상지기능 악력검사, 란초기능평가(Rancho Functional Assessment 
Screen)

하지기능 하지기능 및 균형검사(Timed Up and Go Test, Uni-pedal 
Stance Test)

보행균형과 기동성 티네티 균형 및 보행평가(Tinetti Balance and Gait 
Evaluation)

Others
[기타]

음주 기본정보조사지, 위험음주선별검사(AUDIT-K)
흡연 기본정보조사지, 니코틴의존도검사(FTND-K)
신체활동 국제신체활동설문(I-PAQ)
스트레스 간이 스트레스량 측정도구(BEPSI-K),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수면 수면측정도구
통증 간이통증 조사지(BPI-K)
피로 간이피로도 척도(BFI-K)
낙상 낙상효능감(FFS)
성기능 국제전립선 증상점수(IPSS)
건강증진 건강증진생활양식Ⅱ(HPLP Ⅱ)
건강행위 한국노인 건강행위 도구
삶의 질 삶의 질 척도 단축형(SF-12), 삶의 질(EQ-5D) 

표 1. 1차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성공노화를 위한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 개발 263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도구
평가
수

평가
주기

평가
방법

비고

기본
평가

인구학적  정보
(이름,성별,나이,학력,직업,종
교,가족관계,결혼상태,연락처,

특이사항 등)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5년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자료/검사결과

의학적  기본정보
(질병상태,과거력,현치료상태,
알러지,신장,체중,비만도,체성
분,흡연,음주,운동 여부 및 

정도, 낙상 과거력 및 두려움, 
배설기능(요실금,변실금) 등)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1년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자료/검사결과

안압 및 안저 안압측정기, 안저촬영기 기본 1년
직접수행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검사결과

시력 한천석시력표, 근거리시력표 기본 1년
직접수행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검사결과

청력 청력검사, 음차검사 기본 1년
직접수행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검사결과

구강검사 및 전신 신체검진
(복부, 근골격계, 신경계 

포함한 신체 전반)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1년 직접수행 　

복용약물
(진료과, 처방약물수, 병원처방 
외 약물복용, 건강식품복용, 
복약순응도, 약물유해반응, 

약물 알러지 등)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수시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판정도구
- Beers' Criteria

활력징후 및 혈당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BST 등)
혈압계, 혈당계 등 기본 수시 직접수행

* 기저질환에 따라 주기조절
  (심혈관문제: 1회/주,
  평균적: 1회/월, 안정적: 1회/2-3월) 

예방접종상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Zoster, 간염 등)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1년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접종주기       
  (Influenza:1년, 폐렴구균: 평생 1회, 
  Zoster: 60세 이후 1회)

불편감
(종류, 부위, 빈도, 강도, 자가 

처치법 등)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수시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정신
기능
평가

인지기능

인지기능장애평가
 (KDSQ-C: 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Cognition) 
기본

1년/
기억력  
감소 
호소시

평가도구설문 * 총점≥6(조기치매 의심) 시 
  심층평가 시행 

조기치매검사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심층 6개월 평가도구설문

* KDSQ-C≥6(조기치매 의심) 경우 실시
* 저학력자(무학 또는 국졸이하)에게     
  우선 적용
* K-MMSE≤23(인지기능저하 의심) 시 
  전문진단평가 시행

몬트리올인지평가
(MoCA-K: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심층 6개월 평가도구설문
* KDSQ-C≥6(조기치매 의심)
* 고학력자(중졸이상)에게 우선 적용
* MoCA-K≤22(인지기능저하 의심)시
  전문진단평가 시행

정서기능

단축형 노인우울검사
(K-GDS-SF: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 총점≥10점(or 12점) 경우 
  중등도 이상의 우울 의심
* 우울증 의심 시 신경정신과 상담 고려

골드버그 불안도구
(GAS: Goldberg Anxiety 

Scale)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 총점≥5점, 불안증 의심

* 불안증 의심 시 신경정신과 상담 고려

표 2.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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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도구
평가
수

평가
주기

평가
방법

비고

정신
기능
평가

스트레스

간이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BEPSI-K: Korean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 총점≥2.4점 경우 중증스트레스 의심

* 중증 의심 시 신경정신과 상담 고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Perceived Stress 

Scale)
심층 필요시 평가도구설문 * BEPSI-K≥2.4점(중증스트레스) 경우

  실시
노인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ELSI: Elderly Life Stress 
Inventory)

심층 　필요시 평가도구설문 * BEPSI-K≥2.4점(중증스트레스) 경우 
  실시

신체
기능
평가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도구
(K-ADL: Korean Vers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기본 3개월 평가도구설문

* 총점(완전자립 1점, 부분의존 2점,
  완전의존 3점으로 계산),
  ≥16점 시 중증기능장애 
* 목욕>세수하기/옷입기/화장실사용>
  이동>대소변조절/식사 순으로 저하
* 한 항목이라도 부분의존을 보일 시 
  매 3개월마다 평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도구
(K-IADL: Korean Versi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기본 3개월 평가도구설문 * K-ADL과 같이 평가

신체기능

란초기능평가
(Rancho Functional 
Assessment Screen) 

심층 필요시 직접수행
* 상지기능장애(+) 경우 실시
* 상지 통증, 관절운동범위제한 등
  상지기능장애가 있을 시 평가 고려

폐기능(Pulmonary Function) 기본 3개월 직접수행 * 휴대용 Spirometer로 측정
단축신체기능평가

(SPPB: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기본 6개월 직접수행 * 하지기능 및 평형성 평가 도구

최대보장검사
(MSLT: Maximal Step 

Length Test)
심층 필요시 직접수행

* 하지기능장애(+) 경우 실시
* 하지기능 및 평형성 평가 도구
* 국내 고령자기준치 부재

악력
(Hand Grip Strength Test) 기본 6개월 직접수행 * 고령자 간접적 근력 평가방법

*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기준치 부재

외발서기검사
(Uni-pedal Stance Test) 기본 6개월 직접수행

* 하지기능 및 평형성 평가도구
* 눈을 감았을 때,5초 미만이면
  비정상 판정(건강노인평균 5-15초)
* 눈을 떳을 때,10초 미만이면 비정상,
  10-19초 주의,20초 이상이면 정상으
로 판정

앉았다 일어서서 걷기검사
(Timed Up and Go test) 기본 6개월 직접수행

* 하지기능 및 평형성 평가도구
* 국내 고령자기준치 부재
* 20초 이상 소요 시 비정상 판정

티네티 균형 및 보행 평가
(Tinetti Balance and Gait 

Evaluation)
심층 필요시 직접수행

* 하지기능장애(+) 경우 실시
* 하지 통증, 관절운동범위제한,
  보행 불안정성이 있을 시 평가 고려

생활
습관
평가

흡연

흡연일반평가
(흡연상태, 행동변화단계,

금연성공확신평가)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니코틴의존도검사
(FTND-K: Fargerstrom Test 
of Nicotine Dependency)

기본 3개월 평가도구설문
* 현재 흡연자인 경우 실시
* 니코틴의존도 평가
* 3점 이하: 낮은 의존도/ 4-6점: 중등도 
의존도/ 7-10점: 높은 의존도

니코틴 금단증상 평가 심층 3개월 평가도구설문
* 현재흡연자인 경우 실시
* 금연시도 시 니코틴 금단증상 유무 및 
  형태 파악

흡연유형 및 흡연욕구상황 평가 심층 3개월 평가도구설문 * 현재흡연자인 경우 실시
* 흡연유형별 개별상담 제공

음주

음주일반평가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위험음주선별검사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기본 3개월 평가도구설문

* 현재음주자인 경우 실시
* 위험음주 및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
* 12-14점: 위험음주/ 15-25점: 
  알코올남용/ 26점 이상: 알코올의존
  의심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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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도구
평가
수

평가
주기

평가
방법

비고

생활
습관
평가

운동

운동일반평가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단축형 국제신체활동설문
(IPAQ-SF: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 알고리즘에 따라 
  건강증진형/최소신체활동/비활동으로
  구분하여 판정

영양

영양 관련 신체정보
(체질량지수, 비정상 체중감소 

여부 등)
기본 1년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자료/검사결과
* 체질량지수<18.5, 체중감소≥5%
  (6개월 내) 시 심층평가 시행

영양상태점검표
(The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심층 필요시 평가도구설문 * 체질량지수<18.5, 체중감소≥5%

  (6개월 내) 시 심층평가 시행

수면

수면측정도구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수면 관련 정보

(수면불편기간, 수명양상, 
수명위생, 수면저해요인, 

복용약물 등)
기본 3개월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수면관련 불편증상 호소 시 실시
* 간이수면다원검사 고려

주관적
건강
수준
평가

피로
간이 피로도

(BFI-K: Brief Fatigue 
Inventory-Korean version)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남성 성기능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IPSS: International 

Prostatic Symptom Score)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발기기능도구
(IIEF-5: 5-Item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심층 1년 평가도구설문 　

요실금

단축요실금도구
(ICIQ-SF: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 
Questionnaire-SF)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 남녀 모두 적용가능

통증
간이 통증도구

(BPI-K: Brief Pain 
inventory) 

기본 1년/
수시 평가도구설문 　

삶의 질

삶의 질 도구
(EQ-5D: EuroQol Group 5 

Dimension)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단축형 삶의 질 척도
(MOS SF-12: Medical 
Outcomes Study-Short 

form)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노인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
(KoHSME: The Korean 

Health Status Measure for 
the Elderly)

심층 필요시 평가도구설문 　

환경
평가

사회적 지지
노인 자원 및 서비스 충족도
(OARS: The Older Adult 
Resource & Service)

기본 5년 평가도구설문 　

주거환경 가정 안전 체크리스트
(Home Safety Checklist) 기본 1년 평가도구설문 　

치료지불능력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5년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자료

의료보험 종류 기본정보조사지 기본 5년
직접면담  
또는 

정보수집
* 정보수집: 기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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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포  노인평가 패키지는 기본평가 역, 정신

기능평가 역, 신체기능평가 역, 생활습 평가 역, 

주  건강수 평가 역, 환경평가 역 등 총 6개 평

가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 역별 평가항목은 인

구학  정보, 의학  기본 정보, 안압  안 , 청력, 복

용약물종류, 방 종상태, 인지기능, 정서기능, 스트

스, 일상생활활동, 신체기능, 흡연, 음주, 운동, 양, 수

면, 요실 , 통증, 삶의 질, 사회  지지, 주거환경, 치료

지불능력 등이 포함된 총 29개가 구축되었다. 각 평가

항목에 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후 가장 하

다고 단되어 선정된 평가도구들과 평가의 수행지침

이 기술되어 있다. 수행지침은 해당 평가도구에 한 

평가수 , 평가주기,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방법이

나 용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도구  ‘기본정

보조사지’란 해당 기 별 특성에 맞게 기존에 작성된 

정보조사지를 의미하며, 기존조사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들이 포함되도록 권장되

고 있는 것이다. 평가수 은 ‘기본’과 ‘심층’으로 구분되

며, ‘기본’은 모든 상자에게 기 으로 수행하는 것

을 말하며, ‘심층’은 기본 평가 결과에서 추후 심화 평가

가 필요하다고 평가자가 단한 상자에게 시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평가주기는 기 평가를 시행한 이후 

재검사가 필요한 시기를 나타내며, 평가 수행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실시기 이나 분석기  등도 기술되어 있다. 

Ⅳ. 논의 

다양한 형태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나 노인주거시설 

거주자들을 비롯하여 건강증진에 한 맞춤형 요구를 

가진 노인 등 그들의 성공  노화를 실 할 수 있는 통

합 이고 체계 인 건강서비스개발의 근간에는 상 

인구의 특성에 합한 포  노인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증진형 노인인구를 상으로 이들

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노인평가는 기존의 

지역사회나 요양원 등에서 제한 으로 사용되어 오던 

노인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본 연구

에서는 건강상태가 비교  양호한 특히 질병 방과 건

강증진에 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요구를 가진 노인 

상자들에게도 용 가능한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개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한 포  노인평가 패키지 개발에는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노인 상자의 건

강기능 수 에 따라 다양한 간호 요구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한 노인간호  에서 포  노인

평가 패키지를 개발했다는 이다. 일반 으로 포  

노인평가는 다차원 인 동시에 다학제간 력으로 노

인의 의학 , 심리사회 , 기능  능력과 문제 을 진단

하여 어 요구를 알아내고 장기  어를 계획하여 좋

은 성과를 내기 한 목 으로 주로 의학 분야의 주도

하에 개발되고 시행되어왔다[22]. 그러나, 노인간호  

에서 개발된 포  노인평가는 실제 노인 상자

와 가장 근 하여 노인에게 주어진 건강조건  생활방

식과 환경에서 최상의 기능 상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

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학제 의료 이 활

용할 수 있는 근간 자료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본

다. 둘째, 노인평가 과정은 보통 재가 노인이나 외래방

문 노인의 장애를 알아내기 한 스크리닝 목 의 제한

 평가와 증 질환 등으로 입원한 노인의 문제를 

악하기 한 심층  평가가 있는데[23], 본 노인평가 패

키지에서는 각 평가항목마다 평가 수 을 부여하여 

기에는 기본 평가를 먼  시행한 후 정상 기  과 시 

심층 평가 수행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가 과정이 모

두 반 되면서도 평가 수행의 효율성은 최 화하 다

고 볼 수 있다. 

포  노인평가 패키지 개발 과정에서 건강증진형

이라는 용 환경을 설정하고 가능한 패키지 내에 평가 

빈도나 분석기  등의 평가 지침을 삽입하고자 한 근거

에는 InterRAI가 주 참고자료가 되었다. InterRAI는 최

소 정보군(Minimum Data Set), 최소 정보군 용 지침

(Guideline), 요양자 평가 지침(RAPS, CAPS)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종류도 용 환경에 따라 The 

InterRAI Screener, Home Care, Assisted Living, 

Long-term Care, Facilities, Palliative Care, Acute 

Care 등으로 매우 다양하 다[24]. 한, RAI의 최소 정

보군을 이용한 국내의 포  노인평가는 시각기능 질

문, 청각기능, 구강건강, 상지기능과 하지기능, 배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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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양상태,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활동  도구  

일상생활활동, 복약상태,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  지지 

질문 등으로  평가 상인 노인 개개인의 일반정보로부

터 환경  요인까지 포 인 평가요인들을 충분히 포

함하고 있었다[7]. 그러므로 본 연구 과정동안 이러한 

RAI의 체계 인 구조와 내용  장 은 수용하되 활용

방안의 미비 은 보완하여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구축하고자 하 다.  

2008년 국내에서 바이오마커 비조사가 이루어졌는

데, 바이오마커 조사항목에는 한국 노인의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기능변화, 주요 만성질환

과 사망률을 측할 수 있는 지표  노년기 삶의 질과 

특히 련이 있다고 연구되어지는 다양한 지표가 포함

되어, 특히 삶의 질, 피로도, 신체활동, 비뇨기계 장애

( 립선, 요실 ), 이동성, 니코틴 의존도 등 노화과정에

서 변화하는 기능이나 노년기 삶의 질 하와 련된 

요인을 찾고자 하 다[25]. 포  노인평가를 통해 궁

극 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

을 해,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평가항목 패키지 구성 

시 추가하 다. 

본 연구 결과로 구축된 최종 29개 평가항목에는 한

노인병학회에서 개발한 노인평가에 포함된 시력, 청력, 

상지  하지 근력, 요실 , 양, 인지기능, 우울, 일상

생활활동과 도구  일상생활활동, 주거환경, 사회  지

지 등의 항목 뿐 아니라, 생애 환기 건강진단용 포

 노인평가도구에 포함된 낙상 과거력과 방 종 등

의 각종 방조치에 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포  노인평가 패키지는 노인의  건강 

평가를 통합 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총망라된 노인평가 패키지에서 

노인 상태 근을 한 도구는 우선 짧고 쉽게 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20]을 충족하는 데에는 제한 을 가지게 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비조사까지만 시행하여 포  노인

평가를 확정하 는데, 이 역시 연구의 제한 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노인평가를 실제 장에 용한 

후 노인평가 패키지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 간호 역에서의 포  노인평가의 수행

은 노인의 삶의 질에 요한 역할을 하는 다면  과정

이다. 의료인  특히 간호사들은 노인 질병 리와 요

양에 있어 수혜자와 가장 착된 서비스를 달하는 

문가이다[26]. 그러므로, 질병 리 뿐 아니라 발병 이

의 질병 방과 건강증진 정책을 강화하여 노인의 독립

 생활을 돕는데 있어서도 간호사의 포  노인평가 

수행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의 독립생활 연장에 있어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요하므로 최선의 어 방책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건강 험인자에 따른 노인기능평가를 하려면 노

화의 기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을 염두에 둔 

기능평가를 하여야 삶의 질에 을 둔 실제 인 도움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27].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항목들은 노인 상자

의 재 질환력  기능상태에 한 진단 뿐 아니라 건

강증진 재 활동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있

는 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수집된 정보

는 다학제 의료 이 활용할 수 있는 근간자료로도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포  노인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처치

가 집 으로 제공될 때, 평가 수행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8][29]. 그러므로, 평가

도구의 평가결과 분석과 분석결과에 따른 추후 재 방

향에 한 알고리즘이 반 된 산화 개발이 후속 으

로 이루어진다면, 포  노인건강 평가도구의 활용도

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측면에서 다양한  건강상태

에 있는 노인 상자, 특히 질병 방과 건강증진에 

한 맞춤형 간호 요구를 가진 노인 상자에게도 용 

가능한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

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노인평가도구에 한 장의 사용 사례를 검토

하고 문헌들을 고찰하여 9개 평가 역, 36개 평가항목

으로 구성된 1차 노인평가 패키지를 개발하 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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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가의 자문 결과와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주

거시설 노인을 상으로 한 노인평가 비조사 결과를 

토 로, 기능 심의 분류와 평가 수행 시의 연 성을 

반 하여 최종 기본평가, 정신기능평가, 신체기능평가, 

생활습 평가, 주  건강수 평가, 환경평가로 이루

어진 6개의 평가 역에서 각 해당 항목의 수행지침이 

포함된 29개 평가항목으로 포  노인평가 패키지를 

구성하 다. 한 평가항목에 해 선정된 평가도구에 

한 수행지침도 구체 으로 구축하 으며, 각 평가의 

주기를 비롯하여 필수 으로 수행해야 할 항목, 혹은 

필요시 심층 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들이 수록되었으

며, 각 평가도구의 평가 분석방법  활용에 한 내용

들도 기술되었다. 

노인의 독립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한 재 계획 수립에 있어 포  노인평가 결과는 

요한 역할을 하므로, 노인 상자 특성을 반 한 포  

노인평가 패키지의 개발과 이의 활용은 더욱 활성화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포  노인평가 패키지 수행으

로 수집된 상자 정보는 간호 역뿐 아니라 다학제 의

료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참 고 문 헌

[1]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2010. 

[2] L. Z. Rubenstein and T. Joseph, "Freeman 

award lecture: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from miracle to realit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Vol.59, No.5, 

pp.473-47, 2004.

[3] C. Hawes, J. N. Morris, C. D. Phillips, B. F. 

Fries, K. Murphy, and V. Mor, "Development of 

the nursing home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in the USA,” Age and Ageing, 

Vol.26, Suppl 2, pp.19-25, 1997. 

[4] J. M. Lee, Y. L. Lym, S. W. Oh, and D. N. Oh, 

"Developing a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healthcare program for the elderly in senior 

residence," The Middle European Journal of 

Medicine, Vol.121, suppl 1, pp.75-77, 2009.

[5] 정소연, 이철민, 조비룡, “일차의료연구에서 연구

목 에 한 설문 평가 도구의 정리”, 가정의학

회지, 제28권, 제11호 별책, pp.s156-s166, 2007.

[6] 박주성, “포  노인평가와 근법”, 한임상노

인의학회 추계학술 회 자료집, pp.227-291, 2005.

[7] K. J. June, J. Y. Lee, and J. L. Yoon, "Effects of 

case management using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home care (RAI-HC) in home health 

services for older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39, No.3, pp.366-375, 

2009. 

[8] 김철환, 박 규, 신호철, 원장원, 조비룡, 송상욱,  

윤 호, 정승필, "한국형 노인 건강 상태 평가 도

구의 개발", 가정의학회지, 제23권, 제4호, 

pp.440-457, 2002.

[9]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Pantheon/Random House, 1998.

[10] 조경희, 조주연, 배철 , 노인 환자 평가의 실제: 

임상 가이드, 의학출 사, 1999.

[11]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

정 도구에 한 고찰-외국사례에 한 비교분석

을 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5권, 제2호, 

pp.174-219, 2005.

[12] C. Gray, K. Berg, B. E. Fries, J. C. Henrard, J. 

P. Hirdes, and K. Steel, "Sharing clinical 

information across care settings: The birth of 

an integrated assessment system," BMC Health 

Service Research, Vol.29, No.9, pp.71-80, 2009.

[13] 김홍수, 정 일, "RAI-FC와 RAI-HC를 이용한 

포  노인평가에 한 국내연구 고찰”, 노인간

호학회지, 제4권, 제1호, pp.58-68, 2012.

[14] 이지아, “한국형 노인요양시설 질 찰 평가도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한간호학회지, 제38

권, 제3호, pp.474-482, 2008. 

[15] 원장원,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와 한국



성공노화를 위한 포괄적 노인평가 패키지 개발 269

형 도구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의 특징”, 노인

병, 제6권, 제1호, pp.1-10, 2002.

[16] 조정진, “일차의료연구에서 연구목 에 한 

설문 측정 도구의 선정”, 가정의학회지, 제28권, 

제11호 별책, pp.s167-s170, 2007.

[17] 김미혜, 신경림, 강인, 강미선, “한국노인의 성공

 노후에 한 경험”,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79-95, 2004.

[1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Retrieved March 20, 2011 from 

http://www.who.int/dietphysicalactivity/en/

[19] L. Z. Rubenstein, A. E. Stuck, A. L. Siu, and D. 

Wieland, "Impacts of geriatric evaluation and 

management programs on defined outcomes: 

over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39, pp.8-16, 

1991.

[20] D. Anspaugh, M. Hamrick, and F. Rosato, 

Wellness: Concepts and applications (6th ed),.  

McGraw Hill, 2004.   

[21] 이은옥, 연구논문 분석과 실무 용, 군자출 사, 

2007.

[22] 정선 , 권인순, 조비룡, 윤종률, 노용균, 이은주, 

원장원, 최윤호, 선우덕, 박병주, “한국형 외래용 

포  노인평가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노인

병, 제10권, 제2호, pp.67-76, 2006.

[23] R. C. Tallis and H. M. Fillit, Brocklehurst's 

textbook of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Churchill Livingstone, 2003.

[24] I. S. Kwon,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48, No.1, pp.9-14, 2005.

[25] 천희란, 부가청, 조성일, "고령화 연구를 한 바

이오마커 비조사 소개", 노동리뷰, 제48권, 

pp.68-81, 2008.

[26] 조혜숙, "한국 노인간호요양시설의 질 리 지표

(QMI) 개발", 간호학탐구, 제15권, 제2호, pp.174-189, 

2006. 

[27]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  사회  특

성이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28] H. K. Kuo, K. G. Scandrett, J. Dave, and S. L. 

Mitchell, "The influence of outpatient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on survival: 

a meta-analysi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39, No.3, pp.245-254, 2004.

[29] S. Studenski, S. Perera, D. Wallace, J. M. 

Chandler, P. W. Duncan, E. Rooney, M. Fox, 

and J. M. Guralnik, "Physical performance 

measure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51, No.3, 

pp.314-322, 2003.

 

저 자 소 개

김 선 호(Seonho Kim)                     정회원
▪2005년 8월 : 서울 학교 간호

학(간호학석사)

▪2011년 2월 : 서울 학교 간호

학(간호학박사)

▪2011년 3월 ～ 재 : 선문 학

교 간호학과 조교수

 < 심분야> : 노인간호, 보건, 아동간호

오 두 남(Doo-Nam Oh)                    정회원
▪1993년 2월 : 서울 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사)

▪2006년 8월 : 서울 학교 간호학

과(간호석사)

▪2010년 8월 : 서울 학교 간호학

과(간호박사)

▪2011년 3월 ～ 재 : 호서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심분야> : 보건, 노인간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