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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인간중심돌봄(Person-centered care)은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

에서 등장한 ‘문화변화’의 철학과 신념이자 간호의 기본 철학이다

[1,2].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로 그들의 능력

과 가치를 존중하며 독립성, 자율성과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과 실천을 말한다[2-4]. 인간중심돌봄은 인본주의를 근간

으로 대상자에게 총체적인 돌봄 제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고 책임성 있는 돌봄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1,2]. 노인장기요양시

설에서의 인간중심돌봄이란 돌봄, 시설운영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거주 노인에게 두는 것이며 이에 입각한 총체적인 노력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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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로 인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되었다.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는 해

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과 

거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7]. 무엇보

다 단기간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의 급속한 증가와 공급자 중심의 

환경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8]. 최

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욕창, 낙상, 화재 사고나, 학대, 

인권침해는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낮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며, 이

로 인해 인간중심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8].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며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4,6]. 또한 이들은 노화와 질병

으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6].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

하는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중심돌봄이 요구된다[1,4,6,7].

인간중심돌봄은 기존의 의료 및 치료 중심의 돌봄 보다는 거주 노

인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며, 노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노인을 위한 돌봄의 질을 향상하며, 거주 노인과 직원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하여 집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함이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4,9]. 또한 인간중심돌봄의 실천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

봄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6,10].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직원들에게 직무의 만족도 증가, 이직률의 저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9,10].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시작단계이다[11]. 거주 노인의 시설 만족도, 거주 노인의 신

체적, 정신적 건강 등을 평가하거나 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직무 만족 등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5,7,11]. 

최근 거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의 기초 철학인 동

시에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7,11,12]. 이미 국외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인간중심돌봄에 대

한 연구와 인간중심돌봄 적용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

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반면, 국내에서는 노인장기요

양시설의 전인적인 돌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돌봄 측면을 평가하

기 위한 검증된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돌봄의 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계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거주 노인의 다각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돌봄의 질에 대한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가 필요하다. 

Edvardsson 등[14]이 개발한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Person-

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는 인간중심돌봄관련 

문헌고찰과 호주의 치매노인, 가족, 노인요양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전문가의 문항 검정을 통해 개발된 도구이다. P-CAT

은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인간중심돌봄의 주요 개념이 모두 포함되

어 있으면서도 간단하여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

적이고, 적용하기 용이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15-17]. P-CAT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유럽국가와 중국에서 이

미 검증되어 활용되고 있으나[15-17], 최근 개발된 도구이므로 다양

한 문화권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인 반복 연

구가 요구된다[13,17].

최근 국내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질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중심돌

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검증된 도구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횡문화적 맥락에서 신뢰도

와 타당도가 증명된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P-CAT)[14]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평가에 적합한 

도구인지 평가하고 도구의 문화적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인간중심돌봄 적용 수준 파악 및 이에 대한 인

식을 증가시키고, 거주노인, 가족 그리고 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인간중심돌봄을 실천하는 중재방안 모색에 기여하기 위

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P-CAT)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이의 타당도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편의 추출하여 

자료 수집을 허락한 17곳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요청하

였다. 자료 수집을 허락받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 작성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과 

설문 참여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

를 통하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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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를 최종 연구에 참여시켰다.

안정된 요인구조를 얻기 위한 연구 대상자의 수는 문항 수의 20배

인 260명 이상이었고, 구성타당도 검증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권

장되는 절대적 크기 수로 좋은 표본 크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300명 

이상을 근거로 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표본 탈락 가능성을 고려

하여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70부를 수거하였으며(수거율 

94%) 미완성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45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

P-CAT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Edvardsson 등[14]에 의해 개발되었

다. P-CAT는 총 13문항 3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범

주는 개별화된 돌봄(extent of personalizing)으로 7개의 문항이며, 

두 번째 범주는 조직적 지지(amount of organizational support)로 4

문항, 세 번째 범주는 환경적 접근성(environmental accessibility)으

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가보고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 인간중심돌봄환경 측정 도구

P-CAT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Person-centered Cli-

mate Questionnaire-staff Version (PCQ-S)를 사용하였다. PCQ-S

는 Edvardsson 등[18]이 개발한 도구로 의료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

로 인간중심돌봄과 개념적, 현상적으로 연관된 인간중심돌봄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Swedish version)

를 영어로 번안한 Edvardsson 등[3]의 PCQ-S를 사용하였다. 

PCQ-S는 총 14문항, 4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범주는 

안전한 환경(a climate of safety) 3문항, 두 번째 범주는 일상 환경(a 

climate of everydayness) 4문항, 세 번째 범주는 공동체적 환경(a 

climate of community) 3문항, 네 번째 범주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

(a climate of comprehensibility)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PCQ-S는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고[3,19], 원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

였다.

4. 연구 절차

1) 도구의 문화 맥락적 검증

도구의 사용을 위해 P-CAT와 PCQ-S의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도구 번안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하여 한국어 도

구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2인, 미국의 노인요

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2인, 노인전문간호사 1인이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수정이 요구되는 문항을 검토, 

평가하여 수정 · 보완이 이루어졌다. 번역의 검증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된 도구를 영문원본 도구를 본적이 없는 역 번역 전문기관을 통

하여 영문도구로 역 번안 하였다. 역 번역된 도구는 영어와 한국어

에 능통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 미국에서 5

년 이상 거주하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2

인, 노인전문간호사 2인이 원도구와 비교하여 의미 전달의 왜곡이 

없이 번역되었는지 일치도를 확인한 후 최종 한국어판 P-CAT와 

PCQ-S 문항을 작성하였다. 

원도구와 역 번안 도구와의 동등성 검사는 어의 동등성(semantic 

equivalence)을 통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평

가방법으로 원도구와 역 번안된 각 문항이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지

니고 있을 경우 3점, 두 개의 버전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 2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동등성 검사 결과, P-CAT는 92%, PCQ-S는 88%의 높은 일치도

를 보였다. 

2) 예비 조사

번안된 한국어판 P-CAT와 PCQ-S 도구는 원도구와 동일하게 형

식, 배열, 형태를 유지하였다. 도구 문항의 표현과 형태의 적절함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학 박사 1인과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

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인 9인(간호사 5인, 요양보호사 4

인) 총 10인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표현의 

모호함이나 내용상에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

대로 번역 초안을 재수정 하였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

(IRB No. HYI-12-033-2)을 받은 후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

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 방법, 자료의 익명성, 참여의 자율성과 철회가능성, 비밀보장에 

대해서 설명한 후 서면동의 한 대상자에게 설문에 응답하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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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문항분석과 정규성 평가는 항목-전체 상관

계수와 문항간의 상관계수, 각 항목의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국어판 P-CAT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준거

타당도 검정을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여 P-CAT와 

PCQ-S의 각 하부영역간 상관관계를 검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중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Item Total Cor-

relation 계수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경력, 직업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4.8%, 평균 연령은 49.71±

9.32세였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총 경력은 3.51±3.14년이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경력은 2.23±2.52년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업은 요양보호사가 37.8%로 가장 많았

다(Table 1). 

2. 문항 분석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각 하위

범주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P-CAT은 5점 척도,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평균값은 3.83±0.61

점으로 각 문항의 평균값은 3.41~4.30점, 표준편차는 0.81~1.33점

으로 분포하였다. 문항 중 문항 9 “혼돈스러운 환경이다”가 4.30±

0.89점으로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문항 2 “우리는 

어르신의 돌봄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팀 모임이 있다”가 3.41±

1.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 값이 .30 이하이

면 척도 내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80 이상이면 불필요

하게 중복된 문항이라고 판단된다[20].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과 전

체문항간의 상관계수 값이 .34~.65로 분포되었으며, 가장 높은 값

을 보인 문항은 문항 1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할

지 논의 한다”와 문항 11 “우리의 조직은 어르신 중심의 돌봄 제공을 

어렵게 한다”로 나타났다(Table 2). 

 

3. 신뢰도 분석

총 13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는 .86이

었으며, 2개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α는 각각 .84, .77로 나타났

다(Table 2). 

 

4. 타당도 분석

1) 구성타당도

본 연구에서 13문항의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88로 나타

났다. 공통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상관계수 행렬의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측정 한 결과, χ2 =2,206.99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하여 최소의 요인추출로 정보의 손

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였으

며 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직각회전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13개

의 문항을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스크리 검사에서도 2개의 요인이 추출된 이후 그래프의 현저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문항별로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요인 1인 경우 .50~.78, 

요인 2인 경우 .34~.8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요인의 설명력은 요인 

1이 29.03%, 요인 2가 23.37%로 두 요인은 총 분산에 대해 

52.40% 설명하였다(Table 3).

제1요인은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에 대한 7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요인을 ‘개별화된 돌봄’이

라고 명명하였다(예: 문항 5 “우리는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업무 일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4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Gender Female
Male

434 (94.8)
24 (5.2)

Age (yr) 49.71±9.32 23~72

Experience (yr) Aged care work
Current facility

3.51±3.14
2.23±2.52

0~20
0~14

Occupation Care helper
Registered nurse
Nurse’s assistant
Social worker
Others

173 (37.8)
157 (34.3)

80 (17.5)
23 (5.0)
25 (5.4)



탁영란 · 우해영 · 유선영 외 1인416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412www.kan.or.kr

정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제 2요인은 대상자 돌봄을 시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 6개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라고 명명하였다(예: 문항 11 “우리의 조직은 어르신 

중심의 돌봄 제공을 어렵게 한다”). 각 요인에 대한 명명은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공통된 의미를 감안하여 부여하였으며 원도구의 요

인 명명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2)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CAT와 PCQ-S의 상관관계를 검

사한 결과 P-CAT 전체 문항과 PCQ-S 전체 문항의 상관계수는 

.74 (p<.001)로 나타났고, P-CAT의 하부요인과 PCQ-S 전체 문항

과의 상관계수는 .65 (p<.001)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포괄적으로 사

정하기 위한 P-CAT는 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포함

한 직원이 거주 노인들에게 인간중심돌봄을 영역별로 어느 정도 수

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14].

P-CAT는 거주자인 입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제공자

인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이직률에 영

Table 2. Item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the P-CAT  (N =458)

Factor/
Item

Item contents M±S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Factor 1
1
2
3
4
5
6
7

Extent of personalizing care
We often discuss how to give person-centered care
We have formal team meetings to discuss residents’care
The life history of the residents is formally used in the care plans we use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taff and residents i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the 

tasks done
We are free to alter work routines based on residents’ preferences
Residents a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individualized everyday activities
Assessment of residents’ needs is undertaken on a daily basis

4.13±0.82
3.41±1.33
3.54±1.04
3.80±0.92
3.92±0.87
3.61±0.97
3.85±0.81

.65

.59

.58

.50

.56

.61

.51

.85

.85

.85

.85

.85

.85

.85

.84

Factor 2
8
9
10
11
12
13

Organization and environmental support
I simply do not have the time to provide person centered care
The environment feels chaotic
We have to get the work done before we can worry about a homelike environment
This organization prevents me from providing person-centered care
It is hard for residents in this facility to find their way around
Residents are able to access outside space as they wish

3.82±1.05
4.30±0.89
3.80±1.02
4.06±0.95
4.21±0.91
3.44±1.20

.50

.50

.57

.65

.34

.39

.85

.85

.85

.84

.86

.86

.77

Total 3.83±0.61 .86

P-CAT=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N =458)

Item Item contents  Factor 1  Factor 2

3
1
5
2
6
4
7

11
10

9
8

12
13

The life history of the residents is formally used in the care plans we use
We often discuss how to give person-centered care
We are free to alter work routines based on residents’ preferences
We have formal team meetings to discuss residents’ care
Residents a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individualized everyday activities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taff and residents i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the tasks done
Assessment of residents’ needs is undertaken on a daily basis
This organization prevents me from providing person-centred care
We have to get the work done before we can worry about a homelike environment
The environment feels chaotic
I simply do not have the time to provide person centered care
It is hard for residents in this facility to find their way around
Residents are able to access outside space as they wish

 0.78
 0.74
 0.74
 0.72
 0.71
 0.66
 0.50

 
 
 
 
 
 

 
 
 
 
 
 
 

 0.80
 0.76
 0.75
 0.68
 0.59
 0.34

Eigen value  3.77  3.03

Explained variance (%) 29.03 23.37

Cumulative (%) 29.03 52.40

Kaiser-Meyer-Olkin test=0.8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206.9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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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우리

나라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한국어판 P-CAT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P-CAT의 문화간 타당도를 검증하였으

며, 내적일관성,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그리고 구성타당도를 검증

하여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도구 전체의 신

뢰도는 .86으로 나타나, Sjö ren 등[16]의 타당성 검증 연구에서 .75, 

Rokstad 등[15]의 연구에서 .83으로 산출된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관계를 통

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34에서 .65값을 보여 전체 문항

이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 항목으로써 동질하게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12번 문항 “시설 내에서 어르신

들이 길 찾기가 어렵다”와 13번 문항 “어르신들이 원하면 옥외공간

으로 나갈 수 있다”의 수렴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길 찾기나 옥외 

공간 이용과 같은 부분은 시설의 부분적 요소일 뿐 돌봄의 영역이라

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구성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원도구가 3개의 하부요인으로 추출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Edvardsson 등[14]에서는 개별화된 돌봄, 

조직적 지지, 환경적 접근성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도

구의 개별화된 돌봄에 해당하는 문항은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조직

적 지지와 환경적 접근성에 대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원도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우

리나라의 장기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

는 개별적인 돌봄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치유적 환경을 위해 노인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

는 조직적인 지지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인 접근성의 개념

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유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즉, 길 찾기나 정원의 이용 등과 같은 부분이 환경적 요소

라는 인간중심돌봄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별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이나 시설구조에 포함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CAT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PCQ-S를 사

용하였다. PCQ-S는 직원이 인식하는 인간중심돌봄의 환경에 대해

서 측정하는 도구로 Edvardsson 등[3]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미 다

양한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되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다[3,13,19,21]. 이 도

구에서 환경이란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직원의 가치관과 

대상자의 요구의 우선순위, 인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안녕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사회 환경의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반

적 분위기를 말한다. 즉, PCQ-S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병원

의 종사자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간중

심돌봄에 대한 심리적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3,18]. PCQ-S와 한국어판 P-CAT 하위범주 점수가 매우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P-CAT의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노인을 위한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

며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한 상태이다[12]. 국내 연구 

중 인간중심돌봄을 핵심 용어로 한 연구는 수편에 불과하다[7,12].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와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

지만, 이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 치유적 환경제공,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2,22,23]. 이에 본 연구는 인간중심돌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간중심돌봄의 개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국외의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인간중심돌봄 수

행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P-CAT 전체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83점, 합산 

점수로 산정했을 때 65점 만점에 49.79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Zhong과 Lou[17]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09점, 노르웨이의 연구 결과[15] 49.26점, 

스웨덴의 연구 결과[16] 49.69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

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간중심돌봄 수행정도는 중국보다 낮지만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P-CAT는 개발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CAT and PCQ-S  (N =458)

Variables Categories M±SD Sum±SD

PCQ-S

Sub-scale I Sub-scale II Sub-scale III Sub-scale IV Total score

r (p) r (p) r (p) r (p) r (p)

P-CAT Factor 1 3.75±0.71 26.25±4.79 .49 (< .001) .64 (< .001) .57 (< .001) .59 (< .001) .65 (< .001)

Factor 2 3.93±0.69 23.58±4.19 .44 (< .001) .61 (< .001) .60 (< .001) .65 (< .001) .65 (< .001)

Total 3.83±0.61 49.79±7.93 .54 (< .001) .71 (< .001) .67 (< .001) .70 (< .001) .74 (< .001)

P-CAT=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Q-S=Person-centered Climate Questionnaire-staff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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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도구와 비교했을 때 문항의 제외나 첨가 없이 동일하게 구성

되었으므로 이는 추후 국내 장기요양시설 직원의 인간중심돌봄 수

행 정도를 국외의 경우와 비교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 별 반복 연구를 통하여 동일 집단 내에서 하

위 범주별로 점수를 파악하여 인간중심돌봄이 잘 시행되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종간의 비

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6,24], 가족의 입장에

서는 요양시설과 직원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감을 높이는 긍정적 결

과를 보였다[12,25,26]. 또한 시설종사자의 직업 만족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전문성이 증

진되며 업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0,12,26,27]. 이와 같이, 인간중심돌봄은 단순히 거주자인 노인뿐

만 아니라 가족, 직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인간중심돌봄관련 연

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인 Edvardsson 등[14]이 개발한 

P-CAT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P-CA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 후 신뢰도와 타당도

를 분석하여 총 13개 문항이 두 개의 하부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신뢰도와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그리고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

다. 결론적으로 P-CAT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인간중심

돌봄을 평가하는 도구로 적합함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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