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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충격으

로 인한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경향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인

구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1].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진입과 후기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노인장

기요양서비스 요구뿐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도 급격하게 증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2]. 2019년 실시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

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평균 3.4개 갖고 있고 1일 복용

하는 알약도 9.8개나 되지만, 의료기관 방문을 동행해 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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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곤란을 경험한 경우가 6.2%, 가족이 수급자를 대신하

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30.7%에 달하고 있

다[3]. 이처럼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대부분은 복합만성질환자

로 합병증 예방 및 질병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가족 등 타인의 도움 이외에도 사설구급차 이용 등 부담

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4,5].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유일한 의료서

비스로서,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 등이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

는 재가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

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그러나 수급자 

및 가족의 인식 부족, 공급기관 부족, 방문요양 기관과의 연계 

미흡,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불편 등의 문

제로 방문간호 이용률은 3.1%에 그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간호 활성

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6,7]. 특히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사

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병의원 외래진료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전화상담 ․ 처방)으로 전환되거나 노인 스스로가 감염

을 우려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

어, 비대면 방식으로 재가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8].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발전하면서 이를 접목한 원격의료가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

는 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당뇨모니터링, 원

격약물관리 등 원격건강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9]. 또한 신체기능과 인지기

능이 양호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재가에서 ICT를 활용하

여 완화케어나 만성질환관리를 제공한 결과, 의료전문가들과 

소통 기회 증진을 통한 의료적 접근성 향상, 안전감 증대, 불필

요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 및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 성

과를 도출하 다[10,11]. 그러나 의료인-환자, 의료인-의료인, 

의료인-환자가족 간 원격의료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유럽, 미

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의료업

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ICT를 활

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

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정의하고 있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

료행위는 불법이고,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등 의료인간 자문 

형식의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12,13]. 

우리나라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방문간호의 주요 장애요인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써, 2017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간호협회가 협력하

여 ICT를 활용한 간호사와 의사 간 협진방식의 방문간호제

공 모델을 개발하 다[14]. 이는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사가 

협진의사로부터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

전에 일정을 예약하고 화상통신을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

한 조언과 상담을 받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간

호사 간 ICT 활용 협진모델이었다. 방문간호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사의 원격기술 자문을 통해 필요한 간호중재를 적

시에 제공하는 것을 시도한 연구로써,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

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편의성, 방문간호 업무효율성 및 방

문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 고 간호기록 

업무부담 증가, 장비 및 시스템 불편 등 개선점도 제시하 다

[15]. 그러나 4개월 시범 운  이후 2018년부터는 관련 시범 사

업이 중단된 상태로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원격협진 이용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주요 참여자인 협진의사의 원격협

진 모델에 대한 인식은 보고된 적이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또 다른 한편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적 욕구

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촉탁의가 필요 시 요양시설 간호

사에게 원격 건강상담, 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을 지원하는 모

델 개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입소 시설과는 다른 재가 기반

의 방문간호 제공 모델 필요성을 재확인하 다[16,17].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거동불편한 노인장기요

양 재가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방문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선행연구 모델을 토대로 간호기록업무 간소화, 장비 및 전산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태블릿PC 정보 보안성 강화, 보험

급여청구 업무와의 연계성 확보 등 모델을 수정 ․ 보완하여 

ICT 활용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하 으며 2021년 7

월 기준 전국 67개 방문간호기관으로 확대하여 운 하고 있

다. 향후 이릍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개

발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의 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와 

의사, 간호사의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의견

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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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호 원격협진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가족돌봄자, 협진의사, 

간호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ICT를 활용한 재가수급자 건

강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족돌봄자, 간호사 및 협진의사의 일

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노양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원격협진 실시 

현황을 파악한다. 

 가족돌봄자, 간호사 및 협진의사의 방문간호 원격협진 만

족도를 파악한다. 

 간호사와 협진의사의 방문간호 원격협진 모델 및 정보통

신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

호사-협진의사 간 방문간호 원격협진 실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가족돌봄자, 간호사 및 협진의사의 원격협진에 대

한 만족도와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문간호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61명, 협진의사 32명, 재가수급자의 가족돌봄자 169명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하 다. 이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조사를 완

료한 간호사 46명과 협진의사 26명, 재가수급자의 가족돌봄

자 11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3.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

사업 운 을 목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 

자료 중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간의 자료, 둘

째, 방문간호 원격협진에 참여한 가족돌봄자, 협진의사와 간

호사를 대상으로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재참여의향, 유용

성 등의 인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1) 시범사업 운영 DB자료 

본 자료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방문간호기관과 협약의료기

관의 일반적 특성(설립주체, 소재 지역 등), 재가수급자 특성

(성, 연령, 장기요양등급 등), 방문간호 원격협진에 관한 정보,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정보를 포함하 다. 원격협진에 관한 

정보는 간호사와 협진의사 간 원격협진의 결과를 협진의사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로써 협진 시간, 협진 사유(통증관

리 등), 협진 내용(간호사 건강관리 지도 등), 향후 조치 계획

(의료기관 방문진료 필요 등) 등의 정보를 포함하 다. 방문간

호기관 및 협약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정보는 원격협진에 참

여한 간호사와 협진의사의 근무기관 특성 분석에 활용하 고, 

재가수급자 특성과 원격협진에 관한 정보, 방문간호지시서 재

발급 정보는 원격협진 실시 현황을 분석하는데 활용하 다.

2) 가족돌봄자,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원격협진 만족도, 유용성 등 

인식 조사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6,17]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기관장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연구진이 조사 항목 초안을 작성한 후, 장기요양 분야 

연구자 2인과 방문간호기관 2개소 간호사 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사전 조사 결과를 수정 ․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활용하 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재참

여의향, 유용성, 시스템 편의성 등 원격협진 모델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가족

돌봄자(성, 연령, 수급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월평균 수입 등), 

협진의사(성, 연령, 면허종류, 방문간호기관과 협력 기간, 유

사사업 참여경험, 의료기관 종류 및 소재지 등)와 간호사(성, 

연령, 방문간호기관 근무기간, 유사사업 참여경험, 방문간호

기관 소재지, 전문간호사 자격 유무 등)의 기본 특성을 포함하

다. 둘째,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원격협진 모델 및 정보통

신시스템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은 가족돌봄자, 간호사, 협진

의사 대상 공통질문 5문항(원격협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

문항, 재참여 및 타인에게 추천 의향 2문항), 가족돌봄자 단독 

질문 1문항(의료기관 방문 불편 감소), 가족돌봄자와 협진의

사 대상 공통질문 1문항(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편의성), 협진

의사와 간호사 대상 공통질문 15문항(원격협진의 유용성, 의

사결정과정, 장비 및 전산시스템 편리성과 적합성, 원격협진 

필요성)을 포함하 다.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및 유용성 등 

인식 조사 항목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중 가족돌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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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전화조사팀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한 자기기입 방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졌

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소

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제3-1725-A-N-06호)을 

받은 후 실시하 다. 방문간호 원격협진 참여 가족돌봄자, 간

호사와 협진의사에게 조사의 취지, 조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설명한 뒤 조사 참여

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 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가족돌봄

자에 한해 전화조사를 실시하 고,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에는 연구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발송하 다. 이 때 연구에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하

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없는 일련번호로 정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는 잠금장

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문서보관 기한 이후에는 행정절

차를 거쳐 폐기한다는 사실도 연구대상자에게 공지하 다. 

5. 자료분석

방문간호 원격협진 실시 현황과 가족돌봄자, 간호사, 협진

의사의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

여 통계분석하 다.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

사업에 참여한 가족돌봄자, 협진의사,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둘째, 원격협진을 실시한 재

가수급자의 특성과 원격협진 건수, 시간, 협진사유 및 내용 등 

실시 현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다. 셋째, 가족돌봄자, 간호사, 협진의사의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장비 및 전산시스템 편의성 등 인식과 태도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

차분석(x2 test)을 실시하 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가족돌봄자는 총 117명으로 성별은 여성(64.1%)이 많았

고, 연령대는 60대 이상(44.0%)과 50대(39.6%)가 대다수를 차

지하 다. 재가수급자와의 관계는 아들, 딸이 53.0%, 월 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격협

진을 실시한 재가수급자와 동거인 경우는 62.1%, 비동거인 경

우는 37.9% 다. 

원격협진에 참여한 협진의사는 26명으로 성별은 남성 

96.2%, 연령대는 50대가 57.7%로 가장 많았다. 면허종류는 의

사 80.8%, 한의사 19.2% 고,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 61.5%, 한

의원 19.2% 다. 원격협진에 참여한 방문간호기관과의 협력

기간은 1년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고, 원격협진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8% 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은 중소도시(57.7%), 대도시(26.9%), 농어촌(15.4%) 순이

었고, 설립주체는 개인 88.5%로 법인 11.5%보다 많았다. 

재가수급자에게 원격협진을 제공한 간호사는 46명으로 모

두 여성(100.0%)이었으며, 40대가 34.8% 다. 현 방문간호기

관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48.8%로 가장 많았

고,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4% 다. 방문

간호기관 소재 지역은 중소도시(52.2%), 대도시(41.3%), 농어

촌(6.5%) 순이었다. 설립주체는 법인(78.3%)이 개인(21.7%) 

보다 많았고, 근무형태는 시간제가 56.5%로 상근 43.5%보다 

많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비율은 10.9% 다.

2. 방문간호 원격협진 실시 현황

시범사업 운 DB를 활용하여 원격협진에 참여한 재가수

급자의 특성과 원격협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 

66.9%, 연령층은 75~84세 44.4%, 85세 이상 32.0%, 65~74세 

15.4%, 65세 미만 8.3% 순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 

36.7%, 3등급 26.6%, 1등급 16.6%, 2등급 14.8%, 5등급 5.3% 

순이었다(Table2).

2020년 6월까지 청구된 원격협진은 총 578건이며, 수급자 

1인당 원격협진 건수는 평균 3.42건, 최소 1건에서 최대 23건

으로 나타났다. 원격협진 소요시간은 3분 미만(59.2%), 3~5분

(21.0%), 5~10분(18.0%), 10분 이상(1.8%) 순이었고, 원격협진 

사유는 통증(27.3%), 혈압 모니터링(20.4%), 식욕부진(1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격협진 내용으로는 ‘수급자 상태평가’

가 62.3%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에게 건강관리 지도’ 38.4%, 

‘건강문제 상담’ 27.7%, ‘의료기관 방문 지시’ 4.2%, ‘기타’ 6.4%

로 나타났다. 원격협진 제공 후 협진의사가 작성한 향후 조치 

계획에는 ‘계속 원격협진 필요’ 90.3%, ‘의료기관 방문진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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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Family caregiver

(n=117)
Doctor
(n=26)

Visiting nurse
(n=46)

n (%) n (%) n (%)

Sex Male
Female

42 (35.9)
75 (64.1)

25 (96.2)
1 (3.8)

0 (0.0)
 46 (100.0)

Age (year)* ＜40
40~49
50~59
≥60

5 (4.3)
14 (12.1)
46 (39.6)
51 (44.0)

1 (3.8)
 4 (15.4)
15 (57.7)
 6 (23.1)

12 (26.1)
16 (34.8)
13 (28.2)
 5 (10.9)

Relationship with beneficiaries Spouse
Sons and daughters
Sons and daughters in-laws
Other

32 (27.3)
62 (53.0)
16 (13.7)
7 (6.0)

Monthly income (10,000 KRW） ＜100
100~＜200
200~＜300
≥300

18 (23.7)
19 (25.0)
13 (17.1)
26 (34.2)

Living with beneficiaries Yes
No

72 (62.1)
44 (37.9)

Specialist Medical doctors
Korean Medicine doctors

21 (80.8)
 5 (19.2)

Type of business Long-term care hospital
Clinic
Oriental medical clinic

 5 (19.2)
16 (61.5)
 5 (19.2)

Work experience in current 
organization (year)†

＜1
1~＜3
3~＜5
≥5

13 (50.0)
 9 (34.6)
2 (7.7)
2 (7.7)

 5 (10.9)
22 (47.8)
 6 (13.0)
13 (28.3)

Participation experience of 
similar programs

Yes
No

 8 (30.8)
18 (69.2)

 8 (17.4)
38 (82.6)

Location of clinic or agency Metropolitan city
Small and medium city
Rural area

 7 (26.9)
15 (57.7)
 4 (15.4)

19 (41.3)
24 (52.2)
3 (6.5)

Ownership of clinic or agency Corporate 
Individual 

 3 (11.5)
23 (88.5)

36 (78.3)
10 (21.7)

Type of employment Full-time
Part-time

20 (43.5)
26 (56.5)

RN license Yes
No

 5 (10.9)
41 (89.1)

KRW=Korean won; RN=Registered nurse; *One family caregiver refused to respond; †In case of doctors, work experience refers to collaboration 
experience with home-visit nursing agency.

요’ 10.9%, ‘원외처방전 발급’ 9.7% 등이었다. 원격협진을 통

해 총 128건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재발급되었고 전자발급 건

은 13.8% 다.

3. 방문간호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비교

가족돌봄자, 협진의사, 간호사의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반적 만족도에서 긍정적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이 가족돌봄자 75.2%, 협진

의사 53.9%, 간호사 43.5% 고, 부정적(전혀 아니다. 아니

다) 응답 비율은 가족돌봄자 4.3%, 협진의사 26.9%, 간호사 

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어르

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문항에 긍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족돌봄자 76.9%, 협진의사 73.1%,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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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s and Characteristics of Tele-consultation

Variables Categories n (%)

Beneficiaries Total  169 (100.0)

Sex Male
Female

 56 (33.1)
113 (66.9)

Age ＜65
65~74
75~84
≥85

14 (8.3)
 26 (15.4)
 75 (44.4)
 54 (32.0)

Long-term care grade 1
2
3
4
5

 28 (16.6)
 25 (14.8)
 45 (26.6)
 62 (36.7)
 9 (5.3)

Number of tele-consultation per beneficiary, M±SD (Min, Max) 3.42±2.71 (1.0, 23.0)

Characteristics Total number of provision  578 (100.0)

Length in minutes ＜3 
3~＜5
5~＜10
≥10 

322 (59.2)
114 (21.0)
 98 (18.0)
10 (1.8)

Reason*
(top 10)

Pain 
Blood pressure monitoring
Anorexia
Blood glucose monitoring
Pressure sore
Tube management (G-tube, F-cath, etc)
Sleep disturbance
Fatigue
Weight loss
Constipation

158 (27.3)
118 (20.4)
113 (19.6)
 82 (14.2)
 74 (12.8)
 74 (12.8)
 66 (11.4)
46 (8.0)
39 (6.7)
33 (5.7)

Content* Monitoring beneficiary's conditions
Instruction of therapeutic regime
Health counseling
Instructions of visiting medical clinic
Etc 

360 (62.3)
222 (38.4)
160 (27.7)
24 (4.2)
37 (6.4)

Post-action plan* Continued tele-consultations
Visiting the medical clinic
Prescription issuance†

Health problem resolved
Etc

522 (90.3)
 63 (10.9)
56 (9.7)
 5 (0.9)
20 (3.5)

Reissuance of the written instruction for 
home-visit nursing by doctor

Paper
Electronic form

48 (8.3)
 80 (13.8)

*Multiple responses; †It was temporarily allowed due to COVID-19.

호사 67.4% 고(p=.366),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

하게 원격협진(의사의 도움)을 제공할(받을) 수 있다’는 문항

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족돌봄자 74.4%, 협진의사 

57.7%, 간호사 65.2%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31). 가족

돌봄자의 88.1%, 협진의사의 76.9%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 편리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 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206). 

원격협진 계속 이용 의향 항목은 가족돌봄자 80.4%, 협진

의사 57.7%, 간호사 74.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으나 통계

적 차이는 없었고(p=.081), 타인 추천 의향 문항은 가족부양

자 73.5%, 협진의사 42.3%, 간호사 67.4%가 긍정적으로 응답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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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tisfaction of Tele-consultation (N=189)

Variables Categories

Family caregiver (n=117) Doctor (n=26) Visiting nurse (n=46)

pNegative Neutral Positive Negative Neutral Positive Negative Neutral Positive

n (%) n (%) n (%) n (%) n (%) n (%) n (%) n (%) n (%)

Satisfaction Overall it was 
satisfactory

5 (4.3) 24 (20.5) 88 (75.2)  7 (26.9) 5 (19.2) 14 (53.9)  5 (10.8) 21 (45.7) 20 (43.5) ＜.001*

It was helpful to take 
care of the 
beneficiaries

3 (2.6) 24 (20.5) 90 (76.9) 2 (7.7) 5 (19.2) 19 (73.1) 1 (2.2) 14 (30.4) 31 (67.4) .366*

It was convenient to 
arrange consultations 
with doctor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6 (5.1) 24 (20.5) 87 (74.4)  6 (23.1) 5 (19.2) 15 (57.7)  8 (17.4)  8 (17.4) 30 (65.2) .031*

It helped to reduce the 
inconvenience of 

visiting doctors' office

8 (6.8) 26 (22.2) 83 (71.0)

It became easier to get 
doctor's written 
instruction for 
home-visit nursing†

1 (0.0) 11 (10.9) 89 (88.1) 1 (3.9) 5 (19.2) 20 (76.9) .206*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recommend

I would like to keep 
participating 

9 (7.7) 14 (11.9) 94 (80.4)  7 (26.9) 4 (15.4) 15 (57.7)  6 (13.0)  6 (13.0) 34 (74.0) .081*

I would recommend 
this program to 
others (colleagues)

8 (6.8) 23 (19.7) 86 (73.5)  9 (34.6) 6 (23.1) 11 (42.3) 4 (8.7) 11 (23.9) 31 (67.4) .001

*Fisher's exact test; †Excluding 16 respondents with no experience related to doctor's order.

4. 방문간호 원격협진 모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비교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방문간호 원격협진 모델 및 ICT 활용 

장비, 전산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협진의사와 간호사에게 방문간호 원격협진 모델의 유용성

을 질문한 결과, ‘적시에 어르신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협진의사 61.6%, 간호사 60.9%가 긍

정적(매우 그렇다, 그렇다)으로 응답하 다(p=.322). ‘의사(간

호사)와 의사소통은 만족스럽다’는 문항에 협진의사 69.2%, 간

호사 65.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고(p=.539), ‘간호사-의사

(-방문간호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는 문

항에 협진의사 69.3%, 간호사 73.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다(p=.664). 원격협진 시 정보의 충분성, 정확성에 대한 문항

의 경우 타 문항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르신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협진의사 42.3%, 간호

사 52.2% 고(p=.055), ‘어르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협진의사 26.9%, 간호사 52.2%가 긍정

적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 

‘방문간호 원격협진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

은 방법이다’는 문항에 협진의사 73.1%, 간호사 89.1%가 긍정

적으로 응답하 다(p=.159). 반면에 ‘기관 홍보에 도움이 된

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협진의사 26.9%, 간호사 60.8%가 긍정

적 답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7). 방문

간호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재가 어르신의 건강관

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협진의사 61.5%, 간호사 86.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19).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간호욕구평가와 처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에서 간호사와 의사는 활발히 협력하 다’는 문항에 협진의

사 69.2%, 간호사 69.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고(p=.976), 

‘결정된 사항들이 대체로 어르신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었다

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협진의사 65.4%, 간호사 78.3%가 긍정

적으로 응답하 다(p=.124).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만족한

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협진의사 50.0%, 간호사 56.6%가 긍

정적으로 응답하 으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협진의사 

15.4%, 간호사 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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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ptions on Tele-consultation Service Model, Computer System and Equipment

Variables Categories

Doctor (n=26) Visiting nurse (n=46)

pNegative Neutral Positive Negative Neutral Positive

n (%) n (%) n (%) n (%) n (%) n (%)

Usefulness It was helpful to provide appropriate and 
timely nursing service to beneficiaries

 5 (19.2)  5 (19.2) 16 (61.6) 4 (8.7) 14 (30.4) 28 (60.9) .322

The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visiting nurses was satisfactory

 3 (11.6)  5 (19.2) 18 (69.2) 3 (6.5) 13 (28.2) 30 (65.3) .539*

Tele-consultation was an efficient method to 
share information among 
nurse-doctor-home visit nursing agency

2 (7.7)  6 (23.0) 18 (69.3) 1 (2.2) 11 (23.9) 34 (73.9) .664*

I was able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for 
beneficiaries' health assessment from 
tele-consultation

 7 (26.9)  8 (30.8) 11 (42.3) 3 (6.5) 19 (41.3) 24 (52.2) .055

I was able to get accurate information about 
beneficiaries' health status

 7 (26.9) 12 (46.2)  7 (26.9) 1 (2.2) 21 (45.6) 24 (52.2) .003

It is a good way to revitalize home-visit 
nursing service

2 (7.7)  5 (19.2) 19 (73.1) 2 (4.4) 3 (6.5) 41 (89.1) .159*

Tele-consultation was helpful for the 
advertisement of clinics or home visit 
nursing agencies

12 (46.2)  7 (26.9)  7 (26.9)  7 (15.3) 11 (23.9) 28 (60.8) .007

Necessity I think doctor-to-nurse tele-consultation is 
necessary to meet the beneficiaries' health 
care needs, living in the community

2 (7.7)  8 (30.8) 16 (61.5) 0 (0.0)  6 (13.1) 40 (86.9) .019*

Decision-making 
process

The doctors and visiting nurses were very 
collaborativ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bout needs assessment and nursing care

0 (0.0)  8 (30.8) 18 (69.2) 0 (0.0) 14 (30.4) 32 (69.6) .976

The decisions made through tele- consultation 
were better one for the beneficiaries overall

2 (7.7)  7 (26.9) 17 (65.4) 0 (0.0) 10 (21.7) 36 (78.3) .124*

I'm satisfied with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etween doctor and visiting nurse

 4 (15.4)  9 (34.6) 13 (50.0) 0 (0.0) 20 (43.4) 26 (56.6) .030*

Computer system 
and equipment

It was convenient to use the computerized 
systems applied to tele-consultation

 5 (19.2) 11 (42.3) 10 (38.5)  7 (15.2) 15 (32.6) 24 (52.2) .534

It was easy to use the equipment applied to 
tele-consultation

 3 (11.5)  8 (30.8) 15 (57.7) 3 (6.5)  8 (17.4) 35 (76.1) .270*

The equipment applied to tele-consultation 
was suitable for providing services

 5 (19.2)  7 (26.9) 14 (53.9) 2 (4.3) 12 (26.1) 32 (69.6) .135*

*Fisher's exact test.

다(p=.030). 

ICT를 활용한 장비 및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산시스

템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문항에 협진의사 38.5%, 간호

사 5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다(p=.534). 원격협진 장비

(태블릿 PC, 화상카메라, 스피커폰)의 사용 편리성에 관한 물

음에 협진의사 57.7%, 간호사 76.1%가 편리하다고 응답하

고(p=.270), 사용된 장비의 수준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에 

대한 물음에 협진의사 53.9%, 간호사 69.6%가 적합하다고 응

답하 다(p=.135). 

논 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능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

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

서 신종 감염병 위험성으로부터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하면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ICT를 접목한 방문간호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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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시범사업이 재가노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문간호 원격협진 시범사업 현황 

및 참여자의 만족도와 인식을 파악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ICT 활용 방문간호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주대상자는 여성, 

75세 이상 후기 노인이었고, 1회당 이용시간은 3분 이내, 이용 

목적은 통증, 혈압 모니터링, 식욕부진 등의 건강문제와 관련

된 건강상태 평가, 간호사 건강관리지도, 건강상담 서비스 제

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상 원격협진에

서 피부손상, 문제행동, 통증관리를 위한 건강상태 평가, 건강

상담, 간호사 건강관리지도가 주로 제공되었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17]. 요양시설의 경우 1~2등급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 장기간 와상 상태에 있는 수급자의 욕창 관리와 중증 치

매의 행동심리증상 관리에 원격협진을 활용한 반면 재가의 경

우 통증, 식욕부진 등의 경미한 증상 관리와 혈압 및 혈당의 모

니터링 목적으로 원격협진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재가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 상병에 대해 

의료인간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질병관리 모니터링과 건강상

담의 활용은 직종 간 정보공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건강관리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재가노인과 가족의 심리

적 안정감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18,19]. 향

후에는 방문간호 원격협진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

리할 수 있는 주요 대상 집단과 건강문제를 원격협진 실시 데

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단별 

또는 질병별 효과적인 원격협진 중재방안 개발을 제안한다.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원격협진 이용 만족도

(75.2%), 건강관리 유용성(76.9%) 및 편리성(74.4%), 의료기

관이용 불편감 감소(71.0%), 지속적 이용 의향(80.4%) 및 타인 

권유 의향(73.5%)에 대한 인식은 협진의사나 간호사들 보다 

긍정적이었고, 특히 지속적 이용 의향에 대한 항목은 가장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환자 만족도(86%)

와 의료진 만족도(49.7%) 간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맥락

이다[20].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가족

이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격협진 이용을 통해 가족

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킨데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3,5]. 본 

연구결과에서 전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편리성에 대한 가

족돌봄자의 만족도가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고, 선행연구에

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원격협진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를 방문

간호지시서 변경 및 재발급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여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시켜 주었기 때문으로 보고하 다

[17].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의 방문간호 이용을 지원

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발

급 가능한 방문간호지시서를 원격협진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방문간호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

다[7].

한편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경우도 건강관리 유용성에 대해

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 으나, 간호사의 경우 원격협

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43.5%) 항목에서, 협진의사의 경우 

다른 의사에게 권유 의향 항목(42.3%)에서 과반수 이하만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시설 입

소 노인 대상 원격협진에 대해 촉탁의 53.3%와 간호사 55.1%

가 전반적 불만족을 나타내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긍정적

이나[15], 국외 농촌 지역 치매 노인의 원격의료 실시 관련 체계

적 문헌분석 결과,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와 재사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비교할 때는 부정적이다[21]. 한편 본 연

구에서 방문간호 원격협진에 불만족한 이유를 파악한 결과, 간

호사는 제한적 협진내용(80.8%), 업무 부담 증가(73.1%), 처방

전 미발행(65.4%), 의사와 협진시간을 맞추기 어려움(65.4%) 

등을 보고하 고, 협진의사는 간호사와 협진시간을 맞추기 어

려움(66.7%), 협진 시 제공받은 정보( 상 등)가 어르신의 상태

를 파악하기에 부족함(58.3%), 제한적 협진내용(58.3%), 의료

기관 내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짐(50.0%) 등을 보고하 다. 이

처럼 협진내용이 제한적이고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요양시설 원격협진 연구에서도 보고되

었던 문제이다[15]. 의료법 범위 내에서 설계된 본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원격협진을 통해 건강문제를 확인하더라도 처방

전을 발급받기 위해서 결국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가 병의

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격협진을 통해 전

자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행

을 허용하는 방안과 재가수급자의 건강관리 욕구에 맞추어 원

격협진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가 있겠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격협진의 임상적 안전성에 대

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주로 다루는 경증 질환에 대한 단기처방에 한하여 시

범 실시를 검토한 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원격협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이론적 기반과 연구과정을 토대로 수급자의 연령, 인지

기능, 행동심리증상 및 건강상태 등 특성별로 원격협진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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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2]. 협진의사의 경우 간호사가 전송한 정보가 상태 파악

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향후 원격협진을 위한 전송

자료의 범위 및 수준과 협진 시간 조정 등에 대한 협진의사와 

간호사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원

격협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편은 결과적으로 제공자의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약시간에 원활하게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협진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동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에 걸맞는 합리적인 인센티

브를 설계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원격협진 인식도에 대한 조사에서 협진의사와 간호사는 수

급자 관련 정보 공유, 적시 간호 제공 및 의사소통의 유용성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정보 

획득, 정확한 정보 획득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

율이 높았다. 이는 호주 노인주거시설에서 원격의료 이용 평

가 관련하여 의사에 대한 접근용이성, 시간절약, 비용절감, 커

뮤니케이션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제시된 반면 서비스이

용 제한 및 불편, 개인정보유출 위험, 투자 자본 비용 부담 등

의 부정적 측면이 제시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23]. 의사-의

사간 원격상담에 관한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 상호 교환된 데

이터 품질이 성과 달성에 향을 미치며[18], 고품질 자료 이

용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은 신속한 의뢰와도 관련된다고 보

고되고 있으므로[24], 향후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의사, 간호사 

등 실무자의 의견을 반 하여 ICT 전산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

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협진의사와 간호사 모두 원격협진 전산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와 적합성 항목을 낮게 인식하

는 편이었는데, 이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원격에 활용하는 장

비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17]. 본 연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 연령층이

고 장기요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연령 특성이 

이와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15], 이들은 평소 전산시스템 

활용 기회가 적고 컴퓨터나 장비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적인 원격의료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한 간호사의 역량으로는 비대면 의사소통 기술, 코칭 기

술, 원격의료와 임상 경험을 결합하는 능력, 윤리적 인식 및 태

도 등이 요구되고, 원격의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많

을수록 원격의료 이용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5]. 따라서 향후 원격협진의 성과 달성에 핵심인 디지털 정

보와 통신기술의 품질 향상 및 전산 프로그램 편의성 개선 등

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과 의료인 대상 전문화된 정

보통신 활용 실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는 방문간호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방문

간호 활성화를 위한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이 높았고, 필요성 항목은 협진의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인식하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단체, 시

민단체 등의 원격의료 반대로 원격협진이 제한적으로 활용되

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 건강관리 상담, 

건강지도 이외에도 원격방사선진단 및 병리진단, 원격재활 프

로그램, 다학제 사례관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지역포괄시스템에서 전문인력 간 ICT 활용 정보공유

를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15,26]. 유럽연합이 추진한 inCASA 

프로젝트도 자택에 거주하는 60~80세의 독거노인 대상으로 

신체상황 및 움직임과 가정환경에 대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급여제공의 효율성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9]. 선진국들이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건강관리모델을 도입하여 의료접근성 증

가, 건강결과 향상, 의료제공자들의 업무효율성 증가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의사-간호사 

원격협진 뿐 아니라 수급자-간호사, 간호사-전문간호사, 간호

사-다학제 전문인력 등 다양한 원격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12,27]. 특히 노인인구 비

율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뿐 아니라 방문간호

기관 인프라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28], 보건의료취약 

지역인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재가수급자의 건강관리 수요를 

고려한 방문간호 원격건강관리 모델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높

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방문간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문간호 원격협진 이용이 재가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상

태 변화, 의료이용 양상 및 의료비 절감 등에 미치는 장기적 

향을 평가하지 못하 다. 향후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에서 

ICT 활용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원격협진 이용군과 

미이용군 간 건강수준과 비용효과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 원격협

진 참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중단한 재가수급자 가족돌봄자의 

원격협진 관련 인식을 파악하지 못하 으므로, 추후 원격협진 

거부자 또는 중단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범사업 참여자 전수를 연

구대상으로 하 으나 총 연구대상자가 소수에 국한되어 대상

자 특성별 방문간호 원격협진 인식도 차이를 비교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향후 연구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인식도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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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조

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시범사업 참여경험 특히 불만족하는 사

항을 충실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 의료인을 대

상으로 ICT 활용 방문간호 원격협진 참여 경험을 보다 심도깊

게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추후연구로 제안한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

자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방문간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ICT 활용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 연구로써, 가족돌봄자, 협진의사, 간호사 모두에서 방문

간호 원격협진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ICT

를 활용한 방문간호 모델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장의 간호

기록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며,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질환별 또는 장기요양 필요 집단별 원격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 과정, 사용 장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다

양한 시범사업을 시도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델과 적절한 수가

지원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ICT 활용 방문간호 모

델의 서비스 접근성, 건강 결과,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의 효과

성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대상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 건강관리강화 시범

사업에 참여한 가족돌봄자, 협진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 원격협진 실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

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방문간호 원격협진은 75세 이

상 후기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건강문제 모니터링, 상태 평가, 

건강관리지도 및 상담에 활용되었고, 가족돌봄자가 제공자인 

간호사와 협진의사 보다 방문간호 원격협진에 대해 높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간호사와 협진의사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통

한 수급자 관련 정보 공유, 적시 간호 제공 및 의사소통의 유용

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 으나, 충분한 정

보 및 정확한 정보 획득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 

ICT 전산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 개선과 간호사, 의사의 ICT 

활용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초고

령사회와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시대에 대비한 재가수

급자 대상 새로운 건강관리정책으로서 ICT 활용 방문간호 원

격협진 모델 개발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실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4차산업혁명기술의 접목을 통한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간호 관련 연구개발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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