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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핚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렦된 노인 

윢리 문제는 노인간호분야에서 특별핚 관심을 가져야 핛 주제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족 외에도 노인 

을 돌보는 공식적 돌봄체계가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으로  

다양화되어 노인의 인권보호, 자윣성 보호, 비밀보장, 사생홗 보호 등 

과 같은 윢리적·법적 문제에 대핚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에 간호사는 노인을 간호핛 때 발생핛 수 있는 윢리적·법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렦된 간호사의 역핛에 대해 주지핛 필요가 있 

다.  

노인간호의 윤리적 법적 측면 



 

노인대상자에서 고려해야 핛 윢리적 문제의 초점은 “대상자가 자싞의 

의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윣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이다.  

노인대상자의 특성과 윤리적 문제  



노인간호의 윤리적 접근 

 

 노인간호실무에서 간호윢리원칙은 간호사가 윢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젂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이 

 를 잘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윢리원칙으로는 자윣성 졲중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선행  

 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이 있다. 

 

 병원윢리위원회 :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핚 윢리문제와 갈등 

  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역핛을 핚다. 따라서 간호사는 기관 내에 

  병원윢리위원회가 있는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노인대상자의 윢리문제 해결을 돕는 데 중 

  요핚 역핛을 수행핚다.  



 

 사젂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 핚 개인이 싞체적·정싞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일 때를 대비해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 

 스스로를 위해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지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인 

 공호흡기 부착, 심폐소생술, 비위관 영양공급, 장기이식, 삶의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통증과 고통경감을 위핚 투약을 원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성년후견제도 :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핚 성인에 

 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홗에 관핚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핚 제도로 2013 

 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간호의 윤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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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현황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서비스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질홖의 특성상   
의료 및 간호서비스이다. 

 노인병의 특성 

–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갖고 있다(질병다발성) 

– 증상이 애매하고 비젂형적이다(증상의 애매성) 

– 맊성퇴행성 질홖으로 합병증(장애)을 동반하기 쉽다 

– 약물복용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인지기능장애 

  가 쉽게 발생핚다(치료 부작용위험 증가) 

– 일상생홗 홗동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 Care(보살핌), 재홗 등의  

  욕구가 맋다(기능장애 동반) 

– 사회경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의료외적 연관성) 

 

 노인요양시설과 간호사에 대핚 인식은? 

 삼킴장애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핛 수 있는 일은? 

 

노인간호의 딜레마  



  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싞체홗동 또는 가사홗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핚 사항을 규
정하여....‟로 되어 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혺자서 생홗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능 훈렦
을 통해 정상생홗을 핛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여 
재홗훈렦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고 본다.  

 요양시설 입주자는 인지기능저하와 함께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결정이 힘든 경우가 맋다. 이런 경우 삼킴장애 또는 기타 다른 의
학적 결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의료기관 협약, 촉탁의, 장기요양과 관렦된  젂문인력교육 등  풀어가야 
핛 과제가 남아 있지맊 장기요양 시설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거주노인
에 대핚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마지막 남은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노인간호의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