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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이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6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Nurse staffing(간호인력 배치)”, “Nursing staff(간

호인력)”, “Outcome(결과)”, “Quality of care(케어의 질)”, “Quality of life(삶의 질)”, “residents outcomes(입소자

결과)”, “nursing home(노인요양시설)”, “long-term care(장기요양)”를 키워드로 199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

판된 문헌을 수집하여 총 31편의 연구가 도출되었다.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결과: 간호인력의 제공 시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 확보, 간호인력과 입소노인 간 우호적 관계, 관대

한 관리감독 체계가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직률과 agency 간호사 고용 여

부에 관해서는 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결론: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의무적인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제시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케어의 질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

요가 있다.

주요어 :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케어의 질, 삶의 질, 체계적 고찰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effect of nurse staffing in nursing home on the 
quality of care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using Castle & Engberg’s conceptual framework. Methods: A 
total of 31 studies published between 1996 and 2021 were selected from 6 databases, searched for keyword 
such as “Nurse staffing”, “Nursing staff”, “Outcome”, “Quality of care”, “Quality of life”, “residents outcomes”, 
“nursing home”, “long-term care”. By using Castle & Engberg’s conceptual framework,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Results: More time provided by nursing staff, high level of licensed nurse staffing, good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aff and residents, and generous supervision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resident 
outcomes. Conclusion: Establishing regulatory strategies of having mandatory Registered Nurse is needed because 
nurse staffing in nursing homes was related to resident outcom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about quality of life beyond quality of care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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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6.5%가 노

인 인구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총 인구 중 약 39.8%

가 노인 인구로 주요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과 비

교해 초고령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1].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노인 가족의 부양과 보호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2].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 및 가사활동, 일상생

활 수행 보조 등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

험으로, 제5의 사회보험으로 간주되고 있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결과, 노인요양시설은 급속

도로 증가하여 2008년 1,379개(약 66,224명)에서 2019년

3,604개(약 174,634명)로 약 161.3% 증가하였다[4].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된 장기요양보험의 공단부담금은 2019

년 기준 약 3조 63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급여비용은

약 3조 4319억원으로 2018년 대비 16.4% 증가하여 앞

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5]. 또한 2021년 1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는 약 1,187,711명으

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약 13.9%가 신청한 상태

이고 약 860,834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상

태(1등급-43,085명, 2등급-86,882명, 3등급-238,987명)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질병의 비율은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7]. 수급자 평균연령은 81.8세이며 80세 이상

의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이중

29.7%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7].

입소노인의 대부분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다른 인

력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1, 2등급 인정자이고[8],

입소노인의 73.9%가 세 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

성질환자임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9].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요

양시설에서 거주 인구 중 약 20.3%(88,083명)가 치매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간호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다[10].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신체적·인지적으로 중증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로 간호 인력이

직접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나 간호보조인력의 건강서비스

제공시간이 전체 서비스의 92%를 차지하고 있다[11].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인력의 질 관리(quality)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quality)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2]. 일반 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간호인

력 문제는 수십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3], 이미 미

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최소 간호사 인력

배치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법제화가 이루

어진 상황이다[14].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도입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약 13년이 지났음에

도 여전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점들

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노

인들의 욕구 충족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증진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중 45.8%

가 입소노인의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여[15],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개념적 기틀(conceptual framework)을 활용한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고찰은 주요 개념들 사이의 가설

적 관계에 대해 규명한다[16]. 1968년 Donabedian’s 학

자는 National Health Forum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의 틀을 발표하였다[17]. 이후 대부

분 간호인력 연구의 간호인력과 질 평가에서는 대부분

Donabedian’s framework (1996)에 기초하였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및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한 연구들

이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를 포

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18-20]. 구조(structure)에는 시설, 장비, 인적 자원, 자

금 등이 해당되고, 과정(process)은 간호중재 제공 과정

을 의미하며, 결과(outcome)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

한 결과를 의미한다[21]. 이후 노인요양시설 관련 연구

가 정교화되면서 2005년 Castle and Engberg는 노인요

양시설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와 입소 노인의 건강결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론적 기틀을 개발하였으

며, 인력의 일관성(consistency), 조정(coordination), 케

어의 양 및 케어 행위(practices)를 영역을 중심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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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양시설 질에 영향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였

다[22]. 일관성은 작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로 정의하며[23], 안정적인 인력이

일관된 케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직률

(turnover), 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의 수(stability), 에이

전시 (agency) 간호사 고용 여부 등과 관계가 있다[24].

조정은 조직 또는 직원의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부분이

다른 시스템의 필요와 요구 사항에 따라 각각 기능하는

정도로 정의하며[25], 직접 감독 및 규칙에서 조직 문화

에 이르는 조정 달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24].

전문적인 간호사가 전문적 케어 제공과 실무간호사

(Licensed Practical Nurse) 및 간호조무사(Certified

Nurse Aide)의 행위 지시 및 감독을 일차적으로 책임

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

율인 skill mix가 중요하다[24]. 케어의 양은 각 입소자

에게 직접 제공되는 케어의 양을 의미하며, 간호 인력

에 의한 하루간호제공시간(Hours Per Resident Day,

HPRD)과 관계가 있다[24]. 케어 행위(practices)는 서비

스를 제공할 때 조직의 규범이 수행되는 정도로 정의하

며[23], 입소자에게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 등이 해

당된다[24].

장기요양보험이 정착된지 30년이 넘은 미국의 경우

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다양한 특성(일관성, 조정,

케어의 양, 케어 행위)과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상태이

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단편적인 변

수만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로는 관련 요인간의 체계

적인 관계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

로서 활용된 다양한 간호인력 특성들을 Castle &

Enberg의 개념적 기틀을 활용하여 체계화하고, 간호인

력의 특성이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quality of care)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간호 인력이 노인요

양시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체계적인 선행연구 고찰을 위하여, Castle &

Engberg의 개념적 기틀을 활용하여 고찰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astle & Engberg(2005)의 개념적 기틀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인력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 (CINAHL Pub Med,

EBSCO host, Ovid, Medline, Riss)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키워드는 “Nurse staffing(간호인력 배치)”

“Nursing staff (간호인력)”, “Outcome(결과)” “Quality

of care (케어의 질)” “입소자 결과”(residents

outcomes), “Quality of life (삶의 질)”, “노인요양시설

(nursing home)”, “장기요양(long-term care)”이였고,

출판연도는 199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한하여

검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문헌 중 연구

자들의 검토를 통해 동료심사(peer-reviewed)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전체 텍스가 제공되는 연구, 영어 또는 한

국어로 작성된 연구만을 포함시켰다.

문헌 선정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6개의 데이터베

이스에서 총 511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되는 331

편을 제외하고 180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31편을

선정하였다. 31편의 전문을 검토한 결과 3편의 연구가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1편의 연구가 가정

간호(home nursing) 셋팅에서 연구가 시행되어 제외하

였다. 최종 31편의 논문을 체계적 고찰 문헌으로 선정

하였다. 분석 문헌 선택의 전 과정은 세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

우 연구자들간의 충분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31편의 논문의 일반적 특성으

로서 저자, 출판 년도를 분석하였고,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인 간호인력의 특성들을 Castle & Engberg의

개념적 기틀에 기반하여, 일관성, 조정, 케어의 양, 케어

행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들과 입소자의 케

어의 질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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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최종 분석된 31편의 연구 중 27편의 연구가 종속변

수로 케어의 질을 보고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약 4편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6-29]. 삶의 질을 측

정한 연구는 관련 변수로 최소자료세트(Minimum Data

Set, MDS) 3.0의 삶의 질 영역인 안위, 프라이버시, 존

엄성, 의미있는 활동, 관계, 자율성, 즐거움, 영적 웰빙,

개성, 삶의 질 결핍, 존중을 사용하였다[26-29].

Castle & Engberg의 개념적 기틀에 근거한 체계적

인 검토 결과, ‘케어 수행’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케어의 양’, ‘조정’, ‘일관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1).

1. 케어의 양 (quantity of care)

총 23개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하루간호제공시간으로

케어의 양이 측정되었으며(17,26-27,29-48), 케어의 양

이 많을수록 공격적 성향 감소[30], 억제대 사용 감소

[30,45], 욕창 발생 감소[17,30-35], 낙상 감소[46], 탈수

감소[30], 체중 감소된 입소 노인 수 감소[31], 호전된

식사 양상[36], 식사 도움 증가[37], 효율적인 요실금 관

리[34,37], 감소된 요로 감염증[30-31, 48], 도뇨관 설치

그림 1. 문헌 선정 과정의 흐름도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cr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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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ursing staff Resident Outcomes reference

Quantity of

care

RN HPRD ↑

Aggressive behavior ↓ Anderson et al., 1998

Physical restraints ↓
Anderson et al., 1998

Shin, 2018

Pressure ulcers ↓

Bostick, 2004

Anderson et al., 1998

Horn et al., 2005

Castle & Anderson, 2011

Lee, Blegen, & Harrington, 2013

Konetzka et al., 2008

Weech-Maldonado et al., 2004
Fall ↓ Shin & Hyun, 2015
Dehydration ↓ Anderson et al., 1998
Loss of weight ↓ Horn et al., 2005
Food intake ↑ Kayser-Jones & Schell, 1997
Feeding assistance ↑ Schnelle et al., 2004
NG tubes ↓ Shin & Hyun, 2015

Urinary incontinence ↓
Schnelle et al., 2004

Konetzka et al., 2008

Urinary tract infection ↓

Anderson et al., 1998

Horn et al., 2005

Castle et al., 2017
Urinary catheters ↓ Horn et al., 2005
Fracture ↓ Anderson et al., 1998
Hospital admission ↓ Horn et al., 2005
Bed rest ↓ Shin, 2018

Out of Bed ↑
Bates-Jense et al., 2004

Schnelle et al., 2004

Exercise and repositioning ↑ Schnelle et al., 2004

ROM ↑ Shin & Hyun, 2015

Discharge to home ↑ Bleiesmer et al., 1998

Death ↓ Bleiesmer et al., 1998

Functional ability ↑
Bliesmer et al., 1998
Horn et al., 2005

Administrative deficiencies ↓ Harrington, Zimmerman et al., 2000

Depression ↓ Shin, 2018

Quality of care ↑ Shin, 2019

Deteriorated quality of care outcomes
↓

Shin et al., 2021

QOL deficiencies ↓ Harrington el al, 2000

Comfort ↑
Shin, 2013

Enjoyment ↑

LPN HPRD ↑

Out of bed ↑

Schnelle et al., 2004
Feeding assistance ↑
Urinary incontinence ↓
Exercise and repositioning ↑
Food intake ↑ Kayser-Jones & Schell, 1997

Dignity ↑
Wan, 2003

Shin, 2013

Respect ↑ Wan, 2003

CNA HPRD ↑
Pressure ulcers ↓

Hickey et al., 2005

Horn et al., 2005

표 1.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에 기초한 간호인력과 입소노인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의 관계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aff and Resident outcomes based on Castle & Engberg’s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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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 *↓: 감소 * RN: Registered Nurse *LPN: Licensed Practical Nurse *CNA: Certified Nurse Aide

* HPRD: Hours per Resident Day ＊QCW: Qualified Care workers *QOL: Quality of LIfe *NG tube: Nasogastric tube

Out of bed↑

Schnelle et al., 2004
Feeding assistance ↑
Urinary incontinence ↓
Exercise and repositioning ↑
Food intake ↑ Kayser-Jones & Schell, 1997
Loss of Weight ↑

Shin, 2018Cognitive impairment ↑
Aggressive behavior ↑
NG tubes ↑ Shin & Hyun, 2015

QOL deficiencies ↓ Harrington el al, 2000

Dignity ↑
Wan, 2003

Respect ↑

Functional competence ↑ Shin, 2013

Total Nursings

staff(RN+LPN+CN

A) HPRD ↑

Pressure ulcers ↓ Hickey et al., 2005

Fluid intake ↑ Kayser-Jones & Schell, 1997

administrative

RN HPRD ↑

Aggressive behavior ↓
Shin & Hyun, 2015

Cognitive decline ↓

Coordination

RN↑:CNA↓

Pressure ulcers ↓
Bliesmer et al., 1998

Bates-Jensen et al., 2004
Discharge to home ↑
Death ↓
Health function ↑
Fall ↓

Shin & Hyun, 2015
ROM ↑
Functional competence ↑ Shin, 2013

RN↑:CNA&QCW↓

Aggressive behavior ↓
Shin, 2018Depreesion ↓

Loss of weight ↓

QOL deficiencies ↓ Kang, 2008

Poor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CNAs

Food intake ↓ Bowers et al., 2000

Poor relationship
between RNs and
CNAs

Food intake ↓ Crogan & Shultz, 2000

Supervision
constraints ↑

Food intake ↓ Crogan & Shultz, 2000

Gerontological

Advanced Practice

Nurses HPRD ↑

Health function ↑ Krichbaum et al., 2005

Consistency

RN+CNA

turnover ↑

Residents’ outcome ↓ Castle & Anderson, 2011

Antipsychotic drug use ↑ Shin, 2018

RN turnover ↑

Residents’ outcome ↑ Castle & Engberg, 2007

Dehydration ↑
Shin & Hyun, 2015Bed rest ↑

Antipsychotic drug use ↑
Enjoyment ↑ Shin, 2013

LPN turnover ↑ Privacy, Relationship, Individuality ↑ Shin, 2013

QCW turnover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Shin, 2018Range of motion ↓

Urinary tract infections ↑

Changes in staffing

patterns
Pressure Ulcer ↑ Hickey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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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31], 골절 사고 감소[30], 입원 감소[31], 침상 안정

감소[45], 침상 외 활동 증가[37-38], 운동 및 바른 자세

유지 증가[37],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

증가[46], 집으로의 퇴소 증가[39], 사망률 감소[39], 기

능성 향상[31,39], 감소된 행정적 오류[26], 우울 감소

[45], 케어의 질(quality of care) 증가[44], 저하된 건강

결과 감소[47], 삶의 질 결핍(deficiencies) 감소[26], 편

안함 및 즐거움 증가[29]를 보였다. 간호사, 실무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모두 합친 총 간호 인력 시간은 감소된

욕창 발생[40], 수분 섭취량 증가[36]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총 간호 인력 제공 시간과 입소 노인

의 케어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27,41-43]. 간호관리자의 간호 제공시간은 공격적 행

동 양상 감소 및 인지기능 장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46].

2. 조정 (Coordination)

조정은 skill mix(간호사와 간호 대체인력의 비율),

간호 인력과 입소 노인들과의 상호작용, 케어에 관한

감독 유무 등으로 정의되었다. 간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 면허가 없는 인력의 비율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간호 면허가 있는 인력확보 수준이 높을수록

욕창 발생 감소, 집으로 퇴소 증가, 사망률 감소, 건강

기능 향상 등이 보고되었다[37-38]. 또한 간호조무사 대

비 간호사 수의 증가는 낙상 감소와 관절가동범위

(ROM)의 증가[46]와 기능적 역량 향상[29]에 영향을

주었고,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대비 간호사 수의

증가는 입소 노인의 공격적 행동 양상 및 우울증 감소,

체중 감소된 입소 노인 비율 감소, 그리고 삶의 질 결

핍 저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28,45]. 입

소 노인들과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간호조무사와

의 관계가 좋을수록 입소 노인 결과가 좋게 보고되었으

며[49],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입소 노인들의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였다[50]. 관리․감

독 체계가 엄격할수록 입소 노인들의 음식 섭취량이 감

소하였으며[50], 노인전문간호사 투입이 입소 노인들의

건강 기능 향상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다[51].

3. 일관성 (Consistency)

간호 인력의 일관성은 이직률(turnover), 안정성

(stability, 오래 근무한 직원 확보 여부), agency(미국에

서 간호사 부족 시 임시로 간호사를 파견을 알선하는

업체) 간호사 고용 여부로 연구되었으며, 주로 이직률

에 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29,32,45-46,52). 간호

사와 간호조무사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입소 노인 결과

악화와 관련되게 보고되었다[32]. 구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입소 노인의 항

우울제 복용이 증가하였으며[45], 간호사의 이직률 증가

는 입소 노인의 탈수, 침상안정, 그리고 항우울제 복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46]. 또한, 요양보호사의 이직률

이 높을수록 입소 노인의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및 관절가동범위(ROM)의 악화와

요로감염증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45]. 하지만, 소

수 연구에서는 실무간호사(LPN) 인력의 이직률과 입소

노인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32,52], 간호조무사 인력 이직률이 입소 노인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52]. 이에 반하여, 간

호사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향상된 입소 노인 결과를 보

인 연구도 보고되었으며[29,52], 다른 연구에서는 이직

기간이 길수록 향상된 입소 노인 결과가 보고되어[52]

일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안정성 측면

에서는 인력 구조의 변화가 욕창 발생률 증가와 관련

있게 보고되었다[40]. agency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

력 활용은 향상된 입소 노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agency 실무간호사 채용시 향상된 입소 노인결과

를 보인 연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고한 연구가 다양하여, 일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32,52].

4. 케어 행위(care practices)

Castle & Engberg의 개념적 기틀의 ‘케어 행위(care

practices)’ 영역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개념적 기틀에서는 케어 행위(care practices)를 서비스

를 제공할 때 조직의 규범이 수행되는 정도로 정의하였

으며[23], 입소자에게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24],

절차 설명서, 직무 체계화, 그리고 구조화 정도를 포함

한다[23]. 이 개념적 기틀을 개발한 연구에서는 agency

직원은 시설의 규범에 익숙하지 않아 케어 행위(care

practices)를 저하시키고, 간호사가 케어 행위(care

practices)를 수행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 대체인력

의 비율이 클수록 케어 행위(care practices)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4]. 또한 인력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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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이 조직 규범에 대한 경험이나 노출 정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원이 케어 행위(care

practices)를 더 제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24].

Ⅳ.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 인력이 노인요양시

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파악

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제

공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일관적인 노인요양시설 간

호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기여하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 선행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의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12,44,53-54],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

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법령이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45],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노

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에게 의료적 요구가 발생하였

을 경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을 이용한 급성치료 위

주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복합적인 노인성 질

환 및 기능상태 저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노인들에 대한 장

기적·효율적·효과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인지기능이 감소된 치매 노인 또는 일

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된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뇌졸

중 등의 질환과 관련되어 낙상, 식사 시 흡인 위험성

같은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상주 의사가 부

재하고 촉탁의에 의존한다는 특성, 촉탁의 진료과목 한

계, 협약 의료기관 이용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

간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응급처

치가 시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의 제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및 기

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문직 간호사 인력이 현저

히 부족한 상태이다. 면허와 자격, 교육적·법적 역할과

책임에 의해 구분이 있는 간호사(면허제도)가 간호조무

사(자격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제정으로 노

인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배치기준이 완화되어있고, 이

에 따라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다[55-56]. 2019년 기준 장기

요양기관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는 1:4.5로,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57].

이와 더불어,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력 기준의 문제점은

최소 인력의 수만 제시하며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인원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

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2.1%로,

OECD 국가들의 비중(미국:34.3%, 네덜란드:28.2%, 독

일:50.9%, 일본:20.7%)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58].

이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의 질의 한계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요구 관리 방안으로 노인요양시설 간

호사 및 전문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 역할 및 기능

확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59]. 이와 마찬가지로, 노

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케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의무적인 하루간호제공시간

(hours per resident day, HPRD)의 법적 제정이 강조되

고 있다[44]. 또한,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는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간호 교

육 수준을 높이도록 학사 학위 간호사 비율을 2020년까

지 80% 이상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60], 세계간호

사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에 대한 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Quality), 미국의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비

영리법인인 JCAHO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에서도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만큼[61-64],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의 중요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35편의 연구 중 31편의 연구

가 케어의 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고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약 4편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노

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해 입소노

인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도구인 최소자료세트

(Minimum Data Set, MDS)를 개발하여 각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65]. 최소자

료세트는 입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지기능 장

애 정도, 의사소통 및 청력, 시력, 신체적 기능, 실금, 질

병, 건강상태, 약물복용, 피부상태, 구강건강 등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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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안녕, 기분, 행동을 측정하는 삶의 질 영역을 포함

하고 있다[28].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향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29], 케어

의 질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이를 바

탕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요

양시설의 최적의 간호 인력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정책 반영을 통하여, 한국의 효율적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것이

다. 이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

민들의 전반적인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Castle과 Enberg의 이론적 기틀을 기

반으로, 최근 25년간 국내·외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특성(일관성, 조정, 케어의 양, 케어 행위)과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35편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체계적 고찰 결과, 간

호인력의 일관성이 높을수록, 조정의 측면인 간호대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간호인력과 입소노

인과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케어의 양이 증가할수록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가 케어의 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

으며,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므로 이

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 간호

인력의 케어 행위는 대상자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노

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케어 행위와 관련한 연구는 수

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노인요양시설 간호

사의 간호인력 특성으로써 케어 행위와 케어의 질 및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수행으로 입소 노인

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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