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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

력을 파악하여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자료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센터 시설장 192명이며, 자료수집은 2019년 3.15~4.20,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은 97.4%로 높았

고, 응급상황 인식도 6.16점, 정답률 62%로 중간정도 수준이였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평균 69.61±13.537점 이었다.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황 대처능력(r=-.202, p=.005)은 음의 상관관계, 응급상황 대처능력 영향 변수는 장기요양기관 

유형(β=8.253, p<.001)이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설장 대상 응급교육 적용 시 장기요양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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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perception and coping ability of an emergency involving the elderly 

for facility directors in charge of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used it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nd policy data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emergency facilities. The 

subjects were 192 directo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home care center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 to April 20, 2019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revealed 97.4% of emergency experience, 6.16 points of emergency perception, 

and 62% of correct answers, and coping ability of an emergency was 69.61 ± 13.537.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ergency experience and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ies(r=-.202, p= .005) was 

the long-term care facility type(β = 8.253, p<.001). Overall, an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type 

of long-term care facility is needed when applying emergency education for facility directors.

Key Words : Facility Director, Elderly, Emergency Situation, Perception of Emergency, Emergency 

Cop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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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6년 20%

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되면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노인들

의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급

여종류에 따라 시설과 재가로 구분하여 노인들의 건강상

태나 신체의존도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

상태에 따라 주로 1~2등급은 시설서비스, 3~5등급은 재

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92.7%이며, 

절반 이상인 54.4%가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 등 복합적

인 만성질환자로 감각 및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질환의 

악화나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체 예비력이 

저하되어 있어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2]. 특히,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정도는 아니나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이 높은 노인이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하

여 24시간 동안 돌봄제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

다[3,4].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등 기능

적 상태가 떨어져 거주지에서 건강관리는 어렵지만, 의학

적 처치는 크게 요하지 않는 건강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고혈압, 관절염 등의 복합

적인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활력징후나 건강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원이 요구되는 응급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4-6]. 이러한 이유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

인은 탈수, 낙상, 질식, 급성 심혈관계 질환, 급성혼돈 및 

섬망 등의 응급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7]. 

재가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익숙한 환경과 관

계가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가서비스 형태가 권장되고 있다

[1]. 이처럼 재가서비스 노인은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중

증도가 떨어지는 3~5등급이지만 1-2등급 대상자는 시

설 및 재가서비스를 모두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과 유사한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

다. 이로 인해 재가서비스 현장에서도 질환 및 사고로 인

해 119를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 발생이 74.8%로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소방방재청 구급 실적에서도 이송환자 

1,548,880명 중 65세이상 노인이 32.4%(502,233명)를 

차지하고 있다[8-10]. 이처럼 시설이나 재가대상자 모두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응급상황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

차적인 합병증 및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에게 발생 가능한 응급상태를 인지하고, 응

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1].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도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응급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응급교육을 높이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시설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서,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입소자

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이

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14]. 이

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

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조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시설장이 최종 보고를 받고 노인

의 급여제공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재가의 경우

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료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업무환경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가장 먼

저 전문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요양 노인장기케어 매뉴얼(2019)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

하고, 관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센

터장이 응급실로의 이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15,16]. 종합하면, 시설이나 재가 모두 노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설장은 요양보호사 등 직원으로 부터 

응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노인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며, 필요 시 급성기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

록 하는 등 응급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응급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

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장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의 총괄책임자로서, 노인들의 응급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

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17]은 시설

장은 응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관리 

환경조성과 함께 종사자들의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응급관련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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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

면 장기요양기관 기관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

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하

는 자로 되어 있다[14]. 이로 인해 시설장의 직업군은 노

인요양시설 84.6%, 재가센터 89.9%가 사회복지사 직종

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으로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

면 의료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5]. 예컨대, 실제 시설장들은 빈번한 저혈당 쇼크와 

자궁내 출혈, 가정 내에서의 자살과 골절 등 질병 및 사

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떤 경우 

실제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과 

함께 응급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

웠다고 토로하였다[15]. 그러나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하

여 시설장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직무교육이

나 법적 교육은 없는 실정이며, 시설 및 재가 모두 각 기

관별로 시설장의 주관하에 내・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자

체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

음으로 인해 응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

적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건강의 변화로 의학적 처치를 받아

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방

어력은 낮고, 손상의 심각도는 높으며, 사고 후에도 회복

을 위한 소요기간이 길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경향을 가

지고 있다[18]. 그러므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의 가파

른 증가와 함께 노인의 응급상황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노인에게 발

생하는 응급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골든타임을 살려

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9]. 특히, 시설장의 경우 조

직의 수장으로서 단지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장의 책무뿐 

아니라 리더(leader)의 역할수행능력은 조직의 성장 정

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설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응급상

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20].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대

한 전문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시설장의 응급대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응급관

련 연구를 살펴보면 최일선에서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

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거

나, 응급상황 대처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인식도 및 대처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자료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을 파악하여 시설장의 응급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

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

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파악하고, 시설장

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영향 요인을 확인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S 및 G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10개로 하였을 때 표본 수는 172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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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92부가 최

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였

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총회 및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연합회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장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바로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2.3 연구도구

2.3.1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황 인식도 

∙ 응급상황 경험 

Kim과 Lee[23]가 스키리조트 근무자의 응급처치 지

식 및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근무 중 응급

상황 경험 도구를 Kim과Kim[21]이 요양보호사를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Kim[21]의 연구에서 사

용한 문항을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응급상황 경험은 시설 및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

설장이 지난 1년동안 근무 중 경험한 응급상황 유무, 응

급상황 최초보고자, 응급실 이송경험, 응급실 이송건수, 

병원이송 시 최종결정자, 병원이송 근거, 병원이송시 동

반자, 응급처치 담당자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

구자가 일부 수정한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 노인요양시

설 간호팀장 2인, 재가센터장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으로 부터 내용타당도(CVI = .82)를 검토 받은 후 최

종 사용하였다. 

∙ 응급상황 인식도 

Kim과 Lee[23]가 스키리조트 근무자의 응급처치 지

식 및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근무 중 응급

처치 지식에 대한 문항을 Kim과 Kim[21]가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

구를 이용하였다. Kim과 Kim[21]의 연구에서는 총 18

문항(기본심폐소생술 8문항, 일반응급처치 10문항)이었

으나, 일반응급처치 10문항만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4

지 선다형으로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으로 산출하여, 최

고점수는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상황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7, Kim과 Kim[21]는 Cronbach α 

.76,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4이었다.

2.3.2 응급상황 대처능력

장기요양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근무 중에 경

험할 수 있는 외상성 혹은 비외상성 상태의 갑작스런 변

화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Hwang과 Lee[24]가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파

악하기 위해 개발한 응급상황 대처능력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wang과 Lee[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 α .96, Kim과 Kim[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대상자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응급상황 경험, 응급상황 인식도, 응

급상황 대처능력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응급상황 경험에 따른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 응급상황 경험, 응급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력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를 실시하였다.

․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동의서를 작성하도

록 하였고, 연구 참여는 대상자의 자율적인 의지임을 명

시하였으며, 연구 도중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중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의 모든 과정은 무

기명으로 시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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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은 187명(97.4%)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최초 보고자는 시설장이 68명(36.4%)

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이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68명(87.5%)이었으며, 이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응

급실 이송 건수는 1년에 5건 이하가 102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응급처치 담당자는 요양

보호사가 64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이송 시 

최종 결정자는 시설장이 62명(32.3%)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시설장의 병원 이송 근거는 의학적 상태가 87명

(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이송 시 동반자로는 요

양보호사가 87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상황 인식도는 10점 만점에 6.16점으로 나타났으

며, 정답률은 62%였다. 뇌졸중에 대한 인식도가 정답률 

81.8%(157명)로 가장 높았고, 고열과 기침 67.2%(129

명), 요도감염 65.6%(126명), 탈수 64.6%(124명), 통증 

증상 63.5%(12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식도

가 낮은 항목은 약물 부작용으로 정답률이 44.3%(85명)

로 나타났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은 응급상황 보고 및 대처 

절차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는 기관이 52.6%(101

명)를 보였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평균 69.61±13.537

점으로 심폐소생술은 45.02±8.943점이었고, 일반 응급

처치는 24.65±5.34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3.2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특성 및 특성에 따른 변

    수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00명(52.1%)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나이는 50~59세가 70명(36.5%)으로 가장 높았

으며, 뒤를 이어 60세 이상이 35.4% 였고, 평균 나이는 

54.86±8.64세 였다. 교육 정도는 대학 졸업자가 79명

(41.2%)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석사가 

73명(38.0%)으로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유형은 노인요

양시설이 99명(51.6%)으로 재가센터보다 조금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무 기간은 1~4년 근무한자가 

40.1%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61명(31.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시설장 직업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172명(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상황 경험은 장기요양기관 유

형(t=9.853, p<.001)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노인

요양시설이 재가센터보다 응급상황 경험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응급상황 대처능력도 장기요양기관 유형

(t=-5.136, p<.001)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재

가센터가 노인요양시설보다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응급상황 경험, 응급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

    능력간의 상관관계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상황 인식도, 응급상황 대처능

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

황 대처능력(r=-.202, p=.005)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급상황 경험이 많으면 응급상

황 대처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3.4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응급상황 대처능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응급상

황 경험의 특성 중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장기요양기관 유형, 병원 이송 시 최종 결정자를 

다중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변수 중 명목척도인 장기요

양기관 유형은 노인요양시설을 기준으로, 병원이송 시 최

종 결정자는 요양보호사, 시설장과 보호자를 시설장 및 

보호자로 재설정하였고, 간호사와 시설관계자와 보호자

협의를 간호사 및 시설관계자와 보호자 협의로 재설정하

여 시설장 및 보호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

석하였다. 회귀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을 넘었고 분산팽창인지(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

다. Durbin-Watson값은 2.145로 기준값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대처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기

요양기관 유형(β=8.25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 다중회귀모형은 응급상황대처능력에 대해 13.5%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있

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장기요

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인식도, 응급상황 대

처능력을 파악하여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자료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

용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응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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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Contents
n/of correct 

answers
%

Ranking/
Mean±SD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Yes 187 97.4

No 5 2.6

If you have an emergency,

First reporter

Facility director 68 36.4

Nurse 51 27.2

Nurse’s aide 12 6.4

Guardian 22 11.8

Calling 119 rescue team 34 18.2

Emergency room transfer experience
Yes 168 87.5

No 24 12.5

If you have experience in ER transfer, 
Number of ER transfer

≤5/year 102 60.7

6-10/year 32 19.1

11-15/year 16 9.5

16-20/year 12 7.1

≥21/year 6 3.6

Final determinant in hospital transfer

Facility director 62 32.3

Nurse(Nurse’s aide) 37 19.3

Caregiver 10 5.2

Guardian 53 27.6

Consultation with facility staff 30 15.6

Hospital transfer guideline

Medical condition 87 45.3

Guardian opinion 76 39.6

Employee opinion 15 7.8

Part-time doctor opinion 9 4.7

Facility  director decision 5 2.6

Accompanied during hospital 
transportation

Facility director 39 20.3

Nurse 27 14.1

Nurse’s aide 31 16.1

Caregiver 89 46.4

Social worker 6 3.1

In charge of first-aid

Facility director 44 22.9

Nurse 40 20.8

Nurse’s aide 34 17.7

Caregiver 64 33.3

Social worker 10 5.2

Perception of 
Emergency

Stroke 157 81.8 1

Fever & Coughing 129 67.2 2

Urinary tract infection 126 65.6 3

Dehydration 124 64.6 4

Pain 122 63.5 5

Dying 123 64.1 6

Delirium 117 60.9 7

Hypotension 115 59.9 8

Fracture 93 48.5 9

Drug side effect 85 44.3 10

119.1 62.0 6.16±1.845

Emergency Coping 
Ability 

Emergency Coping Ability

Total 32 100 69.61±13.537

Basic life support 22 65 45.02±8.943

General first aid 10 35 24.65±5.342

Regulations for emergency
system operation

Yes 101 52.6

No 91 47.4

Table 1.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and Perception of Emergency, Emergency Coping Ability     (N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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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erception of Emergency Emergency Coping Ability

r p r p

Emergency Situation .052 .474 -.202** .005

Perception of Emergency - - .086 .238

**p<.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Emergency Situation and Perception of Emergency, Emergency Coping Ability 
        (N = 192)

Classification n %
Emergency Situation Perception of Emergency Emergency Coping Ability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100 52.1 1.65±1.192 1.570 .118 6.08±1.926 -.637 .525 67.90±12.969 -1.835 .068

Female 92 47.9 1.38±1.185 6.25±1.758 71.47±13.963

Age
(year)

30~39 10 5.2 1.90±1.370 .490 .690 6.90±1.729 .906 .439 63.40±13.517 .812 .489

40~49 44 22.9 1.59±1.226 6.23±1.878 69.91±13.109

50~59 70 36.5 1.44±1.137 6.23±1.746 70.50±14.701

≥60 68 35.4 1.50±1.216 5.94±1.938 69.41±12.583

54.86±8.6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 2.1 3.25±1.708 2.369 .054 6.25±0.500 .232 .920 72.00±7.616 1.925 .108

College 30 15.6 1.63±1.066 6.10±2.139 65.50±14.124

University 79 41.2 1.43±1.140 6.10±1.899 69.57±13.669

Master 73 38.0 1.48±1.215 6.19±1.737 70.25±13.213

Doctoral 6 3.1 1.50±1.378 6.83±1.722 81.33±10.152

Long-term 
care facility 

type

ECF* 99 51.6 2.18±1.265 9.853 <.001* 6.13±1.962 -.233 .816 65.04±12.008 -5.136 <.001*

HCC† 93 48.4 0.82±0.531 6.19±1.721 74.47±13.434

Working
experience

(year)

＜ 1 13 6.8 2.00±1.732 .777 .541 6.31±1.932 .620 .649 66.92±11.369 1.630 .168

1~4 77 40.1 1.43±1.102 6.26±1.646 68.00±13.077

5~9 41 21.3 1.54±1.164 6.00±2.086 69.51±14.302

≥10 61 31.8 1.54±1.191 6.07±1.931 71.72±13.796

3.55±1.293

Job type 
of director

Social 
worker

172 89.6 1.51±1.197 .291 .748 6.22±1.844 .925 .398 69.16±13.470 1.049 .352

Nurse 13 6.8 1.54±1.198 5.54±1.984 74.62±15.888

Other 7 3.6 1.86±1.215 5.86±1.574 71.43±9.676

*p<.05  * ECF : Elderly Care Facilitiy, †HCC : Home Care Center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Emergency Situation and Perception of Emergency, Emergency 

Cop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92)

Variables B β t p

Long-term care facility type

   Home care center 8.253 .305 4.062 <.001

   Elderly care facilities=0

Final determinant in hospital transfer

   Consultation with guardians and nurses -2.022 -.071 -.946 .345

   Caregiver 5.465 .090 1.302 .195

   Facility director and guardian=0

R2=.135, F(p)= 9.812*(<.001)

*p<.05

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Emergency Coping Ability of Director        (N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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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센터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경

험한 응급상황은 97.4%로 높은 응급상황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과 Kim[21]의 연구 47.2%, Kim과 Kim[22]의 연구 

65.2%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응급상황 경험이 더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장기요양기관을 총괄하는 시

설장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경

험한 응급상황 경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노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응급실

로 이송을 87.5% 정도가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이송건수

는 5건 이하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6-10건이 

19.1%를 차지하여 대부분 1년에 10건이하 정도로 응급

실로 이송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부재하

여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80~90%가 65세이상 노인으로 60%가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암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수십년 동안 진

행되어온 여러 가지 만성질환 합병증에 이환되어 질환의 

악화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인식된다[21].

본 연구에서 시설장들은 노인한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36.4%가 가장 먼저 보고를 받는다고 하였고, 병원

으로의 이송 결정도 32.3%로 시설장이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인순[25]의 연구에서 응급상황이 발

생하면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해

서 응급실로 이송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이미선[13]의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에서 응급실 이송 최종 결정자가 시설관계자와 가족이 

협의하는 경우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시설장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때 일차적으로 의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지만, 최종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여 응급실로의 

이송을 결정하고 있어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흐름

을 보이고 있다[13,2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목

적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이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사건이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어쩔수 없이 법적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시설장은 노인의 

급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 

또한 연구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응급실

로 이송할 때 동반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46.4%로 가

장 많고, 두번째로 시설장이 20.3%로 나타났다. 이미선

[13]의 연구에서도 요양보호사가 75.0%로 가장 많았고, 

다음 가족, 시설관계자와 가족이 세번째로 나타나 본 연

구와 일부분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15]의 연구에서 최

일선에서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

관을 총괄하는 시설장이 동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호소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노인의 응급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결정에 필요로 되는 정보제공을 위해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급여서비스를 책

임지고 있는 시설장이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분석된다[27]. 

이렇듯, 시설과 재가서비스 현장 모두에서 시설장들은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응급상황을 보

고 받고, 노인의 상태를 평가하여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

해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 노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

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노인 및 그 가

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2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설장은 89.6%가 사회복

지사 직종이며, 의료인인 간호사의 비율은 6.8%에 불과

하다. 김승택외[2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기

요양인력 중 간호사는 0.73%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인인 간호

사 직종이 시설장인 비율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설 및 재가 모두 시설장이 비의료인일 확률이 

높으므로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대처사항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한테 응급상황 발생 시 노인의 

생명을 확보하고, 더 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시설장이 응급상황의 특성을 인식하여 의료인 및 의

료기관, 119 등 전문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응급상

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응급처

치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담당

자는 요양보호사가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시설

장이 22.9%로 두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연구[15]에

서 요양시설에서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간호사가 33.1%

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설장 

순이었으며, 재가센터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48.1%로 가

장 높고, 다음 시설장이 21.3%로 나타나 본 연구는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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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입소자 10인 이상일 때 입소 노인 25인당 

1인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차 응급

처치는 간호(조무)사가 될 수밖에 없고, 간호(조무)사가 

부재 시에는 가장 가까이서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

호사가 일차 응급처치를 하면서 시설장에게 응급상황을 

보고하고, 시설장은 수급자의 급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재가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단독으로 노인을 돌보면서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일차적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센터장에게 응급

상황을 보고하면 노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통해 

응급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이든, 재가든 시

설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응급상황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하면서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응급상황 경험은 장기요양기관 유형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이 재가센터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존연구[21,30]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실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주로 시설에 입소하므로 노인요양

시설 입소 노인은 재가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에 비해 

일상생활능력이 더 떨어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질병 관리에 초점을 두는 대상자들

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응급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31-33]. 따

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종사자들이 노인에게 발

생 가능한 응급상태를 인지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처관리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4].  

연구대상자들의 응급상황 인식도는 10점 만점에 6.16

점(100점으로 환산 시 61.6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인식도를 나타냈다. 이는 물리치료사 대상 이남기외[35]

의 연구는 총점 20점 만점에 11.73점(58.66점), 예비스

포츠 산업 종사자 김현석[36]의 연구에서는 48.41점, 보

육교사 대상 이승훈[37]의 연구에서 19점 만점에 응급처

치 교육 이수자가 12.46점(64.79점)으로 나타나 장기요

양기관 시설장들은 보육교사 보다는 응급 인식도가 낮았

지만 물리치료사, 예비스포츠 산업 종사자 보다는 높았

다. 또한 본 대상자들의 응급인식도 문제 정답률은 

62.0%였으며, 스키리조트 근무대상자인 김현희외[23]의 

연구 46.8%, 물리치료사 대상 이남기외[35] 의 연구는 

58.7%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의 정답률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는 기존연구들의 연

구대상자, 즉 물리치료사, 예비스포츠 산업 종사자, 보육

교사 근무대상자는 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자로 응급상

황에 직면하는 직종이지만 본 연구대상자는 신체 예비력

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

병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응급상황을 경험하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함양되었기 때문에 응급 인식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 인식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뇌

졸중의 정답률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뇌졸중 질환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면서 지식이 축척되어 나타난 결

과로 해석된다. 반면 약물부작용 44.3%, 골절은 48.5%

로 50점 이하로 인식수준이 낮았는데, 약물부작용은 복

잡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골절은 낙상 및 실족사

고 등으로 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의외로 인식수준이 

낮았다. 종합해 보건데, 본 연구에서 시설장의 응급 인식

도가 타 직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61.6점

으로 낮은 편이며, 약물 부작용과 골절에 대한 인식도도 

매우 낮은 편이었으므로 추후 시설장들을 위한 응급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응급 인식도 각 문항에 대한 높고 낮은 

정답률을 고려하여 지식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여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의 응급상황 대

처능력은 69.61점(100점 만점)으로 중정도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본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요양보호사를 대

상으로 연구한 김수연외[22]의 연구에서 시설 요양보호

사 74.26점, 재가 68.0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

은 시설 요양보호사 보다는 대처능력이 낮고, 재가 보다

는 높았다.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잦은 수행 경험이 많을

수록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요양보호사는 최일선에서 노인들을 직접 돌보면서 잦은 

응급상황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시설장보다는 대처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

우 요로감염, 폐렴, 탈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허약성에 

급성질환의 복합성이 통합되어 나타나면서 대부분 3~5

등급을 보유한 재가대상자 보다 상대적으로 중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응급상황을 자주 경험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본 대상자들은 응급상황 경험이 많을수록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오히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앞선연구[30]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

구한 재가군에서 응급상황을 많이 경험할 수록 응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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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응

급상황 대처능력은 외상성 혹은 비외상성 환자 상태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다[24]. 시설

장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일선에서 노인을 

돌보면서 경험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많이 경험하더라도 응급상황 대처능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유추된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요양기

관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수

연외[22]의 연구에서 근무장소가 환자 안전관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

다. 이는 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의 기

회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대상 응급교육의 개발과 적용이 시

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대상자들은 재가센터 시설장이 노인요

양시설보다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와 욕창간호 등 전문성

이 높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병관리에 중점을 두는 

대상자들이 더 많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이 응급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 응급상황 대처능력

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

으므로 추후 장기요양기관 유형별로 시설장의 직무를 고

려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응급상황 발생시 노인의 생명과 예후는 사고현장에서 

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사고로 인한 부상

과 질병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2차적인 합병

증 및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치료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38]. 이처럼, 장기요양 서

비스 수혜자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노인의 응급상황 발

생률이 증가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기관 시

설장은 단순히 종사자가 아니라 기관을 총괄하는 운영자

로서 시설장 자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

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된

다. 더불어 시설과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질병의 중증도와 

특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성격과 환경이 다

르고, 직무수행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

요양서비스 유형에 따라 노인 응급상황 발생 및 응급상

황 대처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시설장 대상 응급교육 적용 시 장기요양기관 유형

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

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

어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일개 지역 노인요양시설

과 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므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노인요

양시설과 재가센터 시설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

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반영하여 

추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과거에는 노인을 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족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화 이후 노인의 질병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책임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도 동일하게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일선

에서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 대처능

력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장

기요양기관 시설장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적정급

여 제공과 함께 기관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최초로 시설장의 응급

상황 경험과 함께 대처능력을 확인해 보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장기요양 시설장들은 높은 응급상황을 경

험하고 있었으나, 응급 인식도와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중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안전을 보다 효

율적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응급대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

하는 노인 응급상황 및 대처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시설장을 대상으로 응급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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