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1장.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❶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8　

현행 교재와 개정 교재의 변경대조

1. 요양보호개론 개정

◦현행 교재와 개정 교재의 변경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음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1.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복지의 이해

3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의 목적

3) 사회복지의 분야

8　

　

 사회복지

(3) 사회복지의 특징과 실행방법

(4) 사회복지분야

→ 내용 간략화 및 삭제

ㆍ요양보호사 자격과 

교육 내용을 벗어남

ㆍ이해력 제고

2) 노인복지의 이해 11  노인복지

1) 인구고령화의 원인

2) 인구고령화 추이

3) 노인문제

4)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5)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13 (1)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 내용요약 및 삭제

1. 2) 노인복지의 이해

→ 내용요약 및 삭제 

2. 1) 노인복지 목적, 2)노인복지 원칙

→ 이동 및 내용 요약 

1. 사회복지제도에서  노

인복지를 분리하여 요

약, 설명함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19 → 내용 추가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2.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제도의 개요

20 　 → ‘제도’ 삭제 제목 단순화

1) 노인복지의 법적･
제도적 기반

20 　 1. 1) 노인복지의 법적・제도적 기반

→ 삭제

요양보호사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임

1. 2) 노인복지의 이해

→ 내용을 옮겨와서 요약

사회 복지제 도에서 

노인복지를 분리하여 

설명하고자 함 

2) 노인복지법 22 　 2) 노인복지법

→ 삭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수준의 내용을 벗

어남

2) 노인복지의 이해

→ 내용을 옮겨 옴, 내용 요약

3)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4 ‘법’ → ‘제도’로 용어 변경 교재 내용이 ‘법’ 관련 

내용보다 ‘제도’에 대

한 설명으로 구성됨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4)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주요내용

26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4)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5)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6) 재원조달

24

~

34

[표 1-3] 노인성질병의 종류 

→ 개정내용 반영

④ 판정결과 개정내용 반영

(4) 보험급여의 내용과 [표 1-7] 내용 

통합 

[표 1-8]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리

<부록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고시 

내용 개정내용 반영

제3장 급여비용의 가감 및 감산 

→ 삭제

ㆍ개정 내용 반영

ㆍ개정 내용 반영

ㆍ이해를 돕기 위함

ㆍ이해를 돕기 위함

ㆍ개정 내용 반영

ㆍ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수준의 내용을 벗

어남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서의 방문간호

1) 방문간호의 정의

2) 방문간호의 내용

3) 방문간호 대상자

4) 방문간호 제공 절차

5)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의 

설치

6) 방문간호 이용절차

56

∼

62

삭제 　

　

　

　

　

　

삭제 ㆍ중복내용 삭제

ㆍ요양보호사의 역할

보다 서비스연계 측면

에서 필요한 정보임

ㆍ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과 무관하므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개함

4.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표준

63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35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삭제

5.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자원

67 　 급여내용과 급여종류

1) 노인복지 시설의 개념 67 　 내용 요약

2) 노인복지 시설의

필요성

68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 삭제

요양보호사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축소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3) 노인복지 시설의

유형 및 현황

70 　 3) 노인복지시설 유형 및 현황

→ ‘현황’ 삭제

[표1-16]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

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전문병원

→ 삭제 

[표1-17] 노인역복지시설의 설치목적, 

노인휴양소 

→ 삭제

구분, 시설유영, 시설종류, 설치목적 

등을 통합하여 설명함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옮김

→ 연계서비스 추가

ㆍ개정 사항 반영

ㆍ개정 사항 반영

ㆍ개정 사항 반영

ㆍ개정 사항 반영

ㆍ시설유형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함

ㆍ내용이동

ㆍ요양보호사의 서비

스연계를 위한 서비

스의 정보 추가

2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77 ➋ 요양보호업무 56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1.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79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56 ‘기능’ 삭제 내용 중복 부분 축소 

및 요약 

1)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

80 　

2)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능

81 　 　 2)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능

→ 삭제 

[표 1-21]을 1) 요양보호서비스의 기

본원칙  뒤에 첨부

ㆍ이동을 통해 이해를 

도움

2.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범위

8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의

원칙

57 제목으로 수정 교재 내용에 맞게

제목수정

1)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원칙

83 1)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원칙

2) 요양보호서비스 별

제공 원칙

57 → 내용 요약 기본 요양각론에서 

자세히 다룸

2) 요양보호사의 역할 96  요양보호사의 역할 72

3. 요양보호서비스 유형 98 　 삭제 중복 내용 요약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1) 노인요양 시설의 요양

보호서비스

98 　 삭제 앞장 5.- 3)과 내용 

중복 및 내용 요약

2) 재가노인의 요양보호

서비스

100 　 삭제

[표1-22]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장․단점 → 이동

ㆍ내용 중복방지와 

이해를 돕기 위함

3장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자세

105 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74 3장 제목

→ ‘자세’는 삭제

제목의 명료화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107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74

1) 윤리 108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안으로 1) 

윤리 → 흡수

2) 직업윤리란 111 　 2) 직업윤리

→ 제목변경과 내용 요약

내용 요약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3)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

116 　 삭제 ㆍ2. 요양보호사의 

직무 원칙 중복

ㆍ‘윤리강령’은 전문직

단체에서 제정 공표

해야 하나, 현행 교

재에 제시된 윤리강

령은 공표근거가 없

었음

2.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121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76 → 내용 삭제

→ 내용으로 대체

중복 내용 요약

1) 요양보호사의 직업

의식

123 　 　 ‘2.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안으로 

1)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 흡수

 윤리문제에 대한 대처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80 → 기사 및 사례를 보완 윤리문제의 중요성과 

위반에 대한 법적 조

치사항 강조

3.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131  노인의 인권 및 학대

예방

89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1) 노인의 인권 보호 131 1)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2)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인권보호

89 → 삭제

→ (3)을→ 1)로 변경

‘2. 노인보건복지서비

스 제도의 개요’ 에서 

설명 → 내용 중복

2) 노인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42 3) 노인학대 예방 및 

개입지침

3) 노인학대 현황

5) 노인학대 예방을 위

한 법적·제도적 장치

3) 노인학대 유형

99 ‘지침’ 삭제 제목 명료화

1) 노인학대의 발생배경과 2) 노인

학대의 개념 

→ (1), (2)상호간 위치변경

이해를 돕기 위함

(3) 학대행위와 증상을 [표 1-23]과 

통합

→ 2013년 보고서 참고 노인복지

법시행규칙 제29조의16 첨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16

내용추가

ㆍ개정내용 반영

ㆍ최근자료 제시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4.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158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114

1) 요양보호사의 자기

관리

158 3) 요양보호사의 스트

레스 관리

4)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5) 요양보호사의 자기

개발

135

~

145

→ 목차 세분하여 제시함 ㆍ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2) 요양보호사의 안전

관리 (법적보호 포함)

181 1)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2)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

방 관리

114

~

134

스트레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추가

4장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97 ➍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146

1. 노년기 특성 199  노년기 특성 146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개정 내용 비고

1) 신체적 특성 199 　1) 신체적 특성 146 노년기에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만 

간략히 기술함

‘3)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변화사정'은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에 

통합

요양보호관련 기초

지식의 주요 질환 을 

설명할 때 노화에 따

른 신체, 정신․심리적 

변화가 반복되어 통

합함

2) 심리적 특성 210 2) 심리적 특성 148 내용 명료화

3) 사회적 특성 214 3) 사회적 특성 151 내용 명료화

2. 노인과 가족관계

1) 부부관계

2) 부모-자녀 관계

3) 고부관계

4) 조부모-손자녀 관계 

5) 형제자매 관계

218

∼

229

 노인과 가족관계

1) 노인 거주형태의 변화

2) 가족관계

153 노인의 거주형태 자료 수정

문장 다듬기

내용 명료화

최근 자료 제시

6) 노인부양의 문제와 

해결방안

230  노인부양의 문제와

해결방안

1) 노인부양의 문제

2)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방안

157 - 가족부양 현황 자료 수정

- 문장 다듬기

최근 자료 제시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장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235 1장. 노화에 신체·심리적 

변화와 질환

162 의학, 간호학라는 용

어는 요양보호사에게 

적합하지 않음

1. 소화기계 162 인체의 각 체계에 대한 

구조와 기능이 <요양

보호대상자이해>, <의

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부분에 중복수록 했던 

내용을 인체의 구조와 

기능, 노화로 인한 변화, 

나타나는 질환, 관찰해

야 하는 내용, 요양보

호사로서 해야 하는 

활동 순으로 내용으로 

체계화

1) 노화에 따른 특성 163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기술

2.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개정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2) 주요 질환 164 - 노년기에 발생 빈도가 높은 소화 질환인 

위궤양, 위염,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기술함

- 삽화 추가

3) 건강상태 관찰 171 - 요양보호사가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관찰해야 할 내용 제시
상동

요양보호사의 활동 172 - 요양보호사가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수행해야 할 활동 제시

1.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

237 2. 호흡기계 173

1) 노인의 건강 238 1) 노화에 따른 특성 173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의 변화

2) 사회․심리적 생활

양상

239 2) 주요 질환 173 호흡기계 질환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3)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심리적 변화 

사정

243 3) 건강상태 관찰 178 호흡기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4) 노인의 통증사정 249 요양보호사의 활동 179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심혈관계 180 심혈관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2. 노인의 주요질환 252 1) 노화에 따른 특성 180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의 변화

1) 노인성 질환 252 2) 주요 질환 181 심혈관계 질환

2) 주요 질환 254 3) 건강상태 관찰 187 심혈관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188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근골격계 189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1) 노화에 따른 특성 189 노화로 인한 근골격계의 변화

2) 주요 질환 190 근골격계 질환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3) 건강상태 관찰 194 근골격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195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비뇨생식계 196 비뇨생식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1) 노화에 따른 특성 196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계의 변화

2) 주요 질환 197 비뇨생식계 질환

3) 건강상태 관찰 197 비뇨생식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200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피부계 201 피부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1) 노화에 따른 특성 201 노화로 인한 피부계의 변화

2) 주요 질환 202 피부계 질환

3) 건강상태 관찰 208 피부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208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신경계 209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노화에 따른 특성 209 노화로 인한 신경계의 변화

2) 주요 질환 209 신경계 질환

3) 건강상태 관찰 218 신경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219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감각계 220 감각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1) 노화에 따른 특성 220 노화로 인한 감각계의 변화

2) 주요 질환 222 감각계 질환

3) 건강상태 관찰 225 감각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226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내분비계 227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 상동

1) 노화에 따른 특성 227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의 변화

2) 주요 질환 227 내분비계 질환

3) 건강상태 관찰 230 내분비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230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10 심리정신계 231 상동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노화에 따른 특성 231 노화로 인한 심리정신적 변화

2) 주요 질환 231 심리정신 질환

3) 건강상태 관찰 236 심리정신계에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 

요양보호사의 활동 236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 

2장 인에게서 나타나는

통증관찰

238 문장 다듬기 이해력 제고

 통증의 원인과 영향 238 문장 다듬기 이해력 제고

 통증의 유형과 관리 239 문장 다듬기 이해력 제고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308 3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242 목차 재조정

1) 노인의 건강증진 308 1. 노인의 건강증진 242

(1) 영양  영양 242 - 문제와 관리방법 제시

- 문장 다듬기 및 관련 삽화 삽입

ㆍ논리적으로 구성

ㆍ이해력과 흥미 제고

(2) 운동  운동 245 ″ ″

(3) 수면  수면 247 ″ ″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4) 환경  안전한 환경 249 ″ ″

(5) 노인의 성  성생활 251 ″ ″

 약물 253 ″ 추가

 절주와 금연 255 현행 교재의 치매내용 중 일부를 재구

성함

노인자살률이 높아

추가함

 예방접종 257

 계절별 생활안전수칙 258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장 기본요양보호 기술 323 ❶ 신체 활동지원 262 논리적 수정

1. 섭취 요양보호 325  식사 및 영양 262

1) 노인의 영양 325 1) 섭취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

2) 노인 영양상태 관찰

3) 식이의 종류

4) 식사자세

262

- 영양부족 위험요인, 영양부족 지표 등

-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

식, 유동식 등

- 올바른 식사자세, 앉은 자세, 침대

에 앉은 자세 등

ㆍ내용간략화

ㆍ찾아보기 쉽게 하부 

제목을 설정함

2) 노인 영양관련

건강문제

327 　 　

3) 식사 돕기

(경구, 비경구)

329 5) 식사 돕기

6) 경관영양 돕기

268

~

272

-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3. 기본요양보호각론 개정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4) 복약 돕기와 약 보관 340 7) 투약 돕기 273 - 경구약, 안약, 귀약, 주사약 투입,

약 보관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2. 배설요양보호 345  배설　 279

1) 노인의 배설 345 1) 일반적 원칙

2) 배설상태 관찰　

279 - 일반적 원칙과 배설상태 관찰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2) 배설 장애 346 　 　

3) 화장실 사용 돕기 347 3) 화장실 이용 돕기 280 -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 등

- 꼭 알아두기 삽입

ㆍ사진과 설명추가

4) 침상 배설 돕기 350 4) 침상 배설 돕기 286 -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5) 이동변기 사용 돕기 353 5) 이동변기 사용 돕기 289 -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6) 기저귀 사용 돕기 357 6) 기저귀 사용 돕기 291 -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7)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359 7)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　

294 - 기본 원칙과 돕기 방법 등

- 꼭 알아두기 

ㆍ사진과 설명추가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3.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

보호

361  개인위생 및 환경

관리

297

1) 구강․두발․손발

회음부 청결 돕기

361 1) 구강 청결 돕기

2) 두발 청결 돕기

3) 손・발 청결 돕기

4) 회음부 청결 돕기

297

~

308

- 기본 원칙과 준비물품, 돕기 방법 등

- 꼭 알아두기 

ㆍ사진과 설명추가

2) 세수․면도․목욕 돕기 377 5) 세수 돕기

6) 면도 돕기

7) 목욕 돕기

309 - 기본 원칙과 준비물품, 돕기 방법 등

- 꼭 알아두기

ㆍ사진과 설명추가

3) 옷 갈아입히기 386 8) 옷 갈아입히기 316 - 상하의 갈아입히기, 탄력스타킹 신기기 

원칙과 돕기 방법

ㆍ사진과 설명추가

4)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92 9)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25 - 기본 원칙과 준비물품, 돕기 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4.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

보호

397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1) 기본 원칙과

신체정렬

327 - 기본 원칙과 올바른 신체정렬 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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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침상이동 돕기 399 2)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3)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328

~

336

- 대상자의 상태별 돕기방법 ㆍ사진과 설명추가

2) 휠체어 이동 돕기 408 4) 휠체어 이동 돕기 337 - 대상자의 상태별 돕기방법 ㆍ사진과 설명추가

3) 보행(자가, 기구)돕기 418 5) 보행 돕기

(자가, 기구 이용)

348 - 대상자의 상태별 돕기방법 ㆍ사진과 설명추가

4) 이송 돕기 428 6) 이송 돕기 354 - 대상자의 상태별 돕기방법

- 돕는 순서 제시

ㆍ사진과 설명추가

5.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430  감염관리 및 안전 355

1) 낙상/미끄러짐/

넘어짐 예방하기

430 2) 낙상 358 위험요인, 합병증, 요양보호사의 활동 ㆍ사진과 설명추가

2) 감염 예방 및

욕창 예방

434 1) 감염 355 증상, 예방방법, 흡인물품 관리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3) 화상 443 3) 재해 362 화재, 수해, 지진, 정전, 전기사고 등 ㆍ최근 사고 유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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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4) 기도유지를 위한

흡인 

445 　 　

5) 전기사고 448 　 　

<부록7> 복지용구 종류 

및 사용방법

450  복지용구 사용 366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인정지침

450 　

2) 복지용구사용방법 450 　

1. 수동휠체어

(1) 품질기준

(2) 휠체어

(3) 사용방법

450

∼

453

1) 수동휠체어 366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이동요양과 중복으로

사용방법 삭제

2. 욕창메트리스 :  

공기패드형

 (1) 사용방법

457 2) 욕창예방 매트리스 369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3. 욕창예방 시트쿠션 : 

공기패드형

458 3) 욕창예방 방석 370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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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요양용 수동침대

 (1) 사용방법

458 4) 침대 370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

사고사례 추가

5. 가정요양용 전동침대 460 　

5. 지팡이 461 5) 지팡이 373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 대상자의 몸에 맞는

지팡이 고르는 방법

461 　 　

(2) 종류 461 　 　

7. 보행차 462 6) 성인용 보행기 374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8. 보행보조차 463 　 　

9. 이동변기

(1) 품질기준

(2) 사용방법

(3) 사용 시 주의사항

463 7) 이동변기

　

　

　

376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0. 간이변기

(1) 품질기준

465 8) 간이변기

　

377

　

선정 시 고려사항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1. 안전손잡이

(1) 품질기준

466 9) 안전손잡이 377 선정시 고려사항 ㆍ사진과 설명추가

12. 목욕의자

(1) 품질기준

(2) 사용방법

466 10) 목욕의자

　

379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3. 제세변환용구

(1) 품질기준

468 11) 자세변환 용구

　

380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4. 목욕리프트

(1) 품질기준

469 12) 목욕리프트 381

　

선정 시 고려사항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5. 이동욕조

(1) 품질기준

(2) 사용방법

470 13) 이동욕조

　

　

382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6. 미끄럼 방지용품 471 14) 미끄럼방지 용품 383 선정 시 고려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소독방법 등

ㆍ사진과 설명추가

15) 배회감지기 383 종류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급여 품목 추가

16) 휴대용 경사로 384 - 사용방법 등 급여 품목 추가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 원칙

475 ➋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386 주요 단어만 남김 제목 간결화

1) 목적 및 기능 475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386

2)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475 1) 기본원칙 386 기본 개념으로 설명 간결화

3) 요양보호사의 자세 476 2)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387 현행 3)요양보호사의 자세를 삭제하고 

개정 3)일상생활지원의 중요성 추가

현행 3)요양보호사의 자

세는 이미 직업윤리에

서 전부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함. 대신 

3)일생 생활 지원의 중

요성을 추가하여 신체 

활동 지원에 비해 상대

적으로 경시하는 일상 

생활지원의 중요성을 강

조함

2.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477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389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식사준비

(1) 목적

(2) 식재료구매

477 1) 식사준비

 

389 (2) 기본원칙과 주의사항 추가 ㆍ(2)기본원칙과 주의

사항은 현행 교재 f. 

식품준비 및 조리시 

유의사항(487p)을 

식사준비의 기본원칙

과 주의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재배치함

ㆍ조리 방법의 기본적 

이해 = 노인식사 조리 

기술 

(3) 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및 노인식사 

조리기술

현행 (3)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와 노

인식사 조리기술을 개정 (4)조리방법

으로 변경 

ㆍ조리방법의 기본적 이

해의 내용이 곧 노인

조리방법임

현행 (3)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와 

노인식사 조리기술에서 천연조미료 

만드는 방법과 매뉴활용, 계절식품과 

종류, 계절에 따른 식단표 삭제

ㆍ천연조미료 만드는 

방법과 매뉴 활용, 계

절 식품과 종류, 계절

에 따른 식단표는 요

양보호사에게 활용도

가 낮음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현행(2)건강한 식생활을 개정(2)건강

한 식생활의 기본원칙으로 제목변경

ㆍ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알기 쉽도

록 제목 변경

2) 영양관리

(1) 목적

488 2) 노인 영양관리의 

일반원칙

391 기본 개념으로 제시

(2) 건강한 식생활

(3) 식품교환표

3) 질환에 따른 특별식 

준비

493 3) 질환별 영양관리 397

~

408

ㆍ질환별 주요 내용 제시

- 식사원칙

- 주의해야 할 음식

- 섭취해야 할 음식

- 식단

ㆍ삽화 삽입

ㆍ현행 교재내용을 명

확화함

ㆍ이해도 및 흥미 제고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

관리

503  식품, 식기 등의 위생

관리　

409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기본 원칙 및 주의 

사항

503 1) 식품의 위생관리 409 현행 1)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삭제하고 

현행 2)식품의 위생관리를 1)로 변경

추가 

ㆍ현행 1)기본원칙 및 

주의사항은 식품, 식

기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주

의사항이 아니라 요

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 

및 주의사항이므로 삭

제함

ㆍ목적을 간단하게 추

가함

현행 2)식품의 위생관리를 개정(2)기

본원칙과 주의사항으로 재구성 

가능한 한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목적-기본

원칙-구체적 방법으로 

작성 

추가 식품의 위생관리에 기

본원칙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 추가함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2) 식품의 위생관리 504 　 　 개정 2)기본원칙과 주의사항에 포함시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본원칙에 해당함.

3)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504 2)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416 목차 번호변경 현행 2)식품의 위생관

리가 개정 1)식품의 위

생관리로 되면서 번호

가 앞으로 당겨짐

기본개념으로 변경 전체적인 구성을 가능

한 한 도입-기본원칙-구

체적 방법으로 기술함

번호 추가삽입 (1) 목적, (2)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이 생겨 

현행 내용을 (3)으로 함

4.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507  의복 및 침상 청결관리 419

1) 피복 관리

(1)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507 1) 의복관리 419 기본 개념으로 변경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목차번호변경 현행(1)기본원칙 및 주

의사항을 신구 (2)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으로 

변경

2) 침상 청결관리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2) 침구의 선택

(3) 침구의 정리

508 2) 침상 청결관리

  

420 추가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ㆍ추가

ㆍ현행(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수정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3) 세탁하기

(1)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2) 세탁의 방법

(3) 세탁 후 관리

511  세탁하기 423 추가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ㆍ추가

ㆍ현행(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수정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5. 외출 돕기 및 일상 업무

지원

519  외출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

429

1) 외출동행 및 일상

업무 지원

(1)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2) 외출동행하기

  (3) 업무대행하기

 

519 1) 외출동행

2) 일상 업무 대행

3) 정보 제공

429

추가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목차번호 변경

ㆍ추가

ㆍ현행(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수정 

ㆍ(1)목적 추가에 의한 

목차변호변경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6.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23  쾌적한 주거환경관리 432

1) 쾌적한 거주 환경

(1)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2)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523 1)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432

~

439

추가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ㆍ추가

ㆍ현행(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수정 

ㆍ(1)목적 추가에 의한 

목차변호변경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2) 쾌적한 실내 환경

(1)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2)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527 　 추가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ㆍ추가

ㆍ현행(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수정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3) 환경관리

(1) 기본원칙 및 주의

사항

(2) 청소하기 

(3) 물품 및 주변정돈 

529 　 추가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목차변호 변경

ㆍ추가

ㆍ현행(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수정 

ㆍ(1)목적 추가에 의

한 목차변호변경

ㆍ(1)상동

3장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33 ➌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40 변경 없음

1. 효율적 의사소통 535  효율적 의사소통 440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 의사소통의 중요성 535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목적

440 내용보완 ㆍ현행 1)의사소통의 

중요성 내용에서 의

사소통의 목적을 중

심으로 알기 쉽게 

재정리함

2) 의사소통의 유형 536 2) 의사소통의 유형 442 내용보완 ㆍ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을 추가로 삽입

3) 의사소통의 효과적  

방법 

537 3)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444 자연스럽게 제목 수정 ㆍ내용을 알기 쉽게 

재구성

4) 말벗하기 544 4) 말벗하기 450 내용보완 ㆍ불필요한 내용 삭제

2. 의사소통 및 라포

형성 방법

547  상활별 의사소통 방법 453

1) 의사소통의 기술과 

라포 형성

547 　 내용 추가

내용 추가

ㆍ라포의 의미 및 중

요성 강조

ㆍ의사소통에 실질적

으로 필요한 경청, 

공감, 침묵, 수용 등 

추가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2)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548 1)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453 제목변경 및 내용보완 ㆍ현행 제목이 어색

3)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550 2)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454 제목변경 및 내용보완 ㆍ현행 제목이 어색

3. 여가활동 돕기 554  여가활동 돕기 458

1) 노인의 여가(취미)

활동 유형 및 내용

555 1) 여가활동의 필요성 458 제목에서 노인이라는 단어 제외 노인의 여가활동의 필

요성 강조

2)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 

555 2) 여가활동의 유형 458 제목에서 노인이라는 단어 제외, 내

용 삭제 및 보완

현행 1)노인의 여가활

동 유형 및 내용 보완

(예: 현행 일반노인 중

심의 여가활동 유형 

및 내용이었으나 장

기요양 2-3등급 중심

으로 내용 수정)

3)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

459 추가 노인의 여가를 돕기 위

한 요양보호사의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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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서비스 이용지원 557 ➍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460

1. 요양보호 대상자・
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 지원

55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및 지원

460 제목 간소화 현행 목차 제목은 알기 

어렵고 요점이 없음

1)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절차의 

이해

559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460 목차제목 변경 및 내용수정 제목 간결화 및 내용 

수정보완

2)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및 제공계획 

변경지원

568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

464 자리 이동 1) 서비스 이용절차

에 대한 이해 맨 마지

막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박스 처리함

2.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569  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연계

465 목차제목 변경 알기 쉬운 제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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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노인 관련 지역 보

건 복지 사업 연계

569 1) 장기요양 등급외자

2) 지역보건복지

사업의 내용

465 목차제목 변경 

상동

현행 1)노인장기요양

보험과 노인관련 지

역보건복지사업연계 

내용을 1)등급외자에 

대한 이해, 2)지역보

건복지사업의 내용으

로 나누어 재구성

3.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572  사례회의 및 간담회 468 내용 추가 내용 추가

1) 업무보고회의,

사례검토회의

572 1) 사례회의

2) 간담회

468 목차제목 변경 및 현행 내용 전부 삭제 현행 업무보고회의, 사례

검토회의는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임.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

지고 있는 사례회의, 간

담회로 내용을 교체함.

2) 지지모임 574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5장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575 ➎ 요양보호업무기록 및 

보고

470

1.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577  요양보호 기록 470 제목 명료화 기록과 보고를

분리하여 재구성

1) 기록과 보고의 목적 578 1)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470 제목변경 및 내용 전면 추가

요양보호기록의 개념 제시

ㆍ현행의 1의 1)‘기록

과 보고의 목적’은 

내용이 한줄 밖에 

없음

ㆍ요양보호기록의 정

의 추가

ㆍ요양보호기록의 종

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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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과 보고의

중요성

578 　 제목변경 및 내용추가

요양보호기록의 목적 제시

ㆍ기본 1의 2)‘기록과 

보고의 중요성’을 개

정 1의 2)“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 삽입

하여 내용을 알기쉽

게 재구성

ㆍ현행 제목이 기록과 

보고의 중요성으로 되

어 있으나 중요성보다

는 기록의 목적이 적

절함.

2. 업무일지 기록 방법 581 2) 요양보호기록 방법 472 제목변경 및 내용 전면대체 ‘업무일지’는 요양보호기

록의 종류 중 하나에 지

나지 않음. 이 부분의 현

행 내용은 요양보호사와 

무관한 사회복지영역의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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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 과정별 

기록의 내용과 요소

581 　 삭제 요양보호사와 관련 없는 

내용임

(사회복지사 기록)

2) 기록의 종류와

특성

584 　 삭제 요양보호사와 관련 없는 

내용임

(사회복지사 기록)

3) 일지 작성 시 고려

할 사항

587 　 제목변경 및 개정 1의 3)의 (2)‘요양보

호 기록 시 유의사항’에 통합

‘일지’가 아니라 요양보

호기록이므로 제목 변

경함.

내용은 개정 1의 3)의 

(2)‘요양보호 기록시 유

의사항’에 포함하는 것

이 적절

4) 업무일지 내용 588 3) 각종 기록지 양식 476 제목변경 및 양식추가 업무일지를 각종 요양

보호기록으로 변경하

고 필요한 양식을 추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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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업무보고방법 605  업무 보고 484 제목 간결화

1) 시기 605 1) 업무보고의 중요성 484 현행 3의 1)은 개정 2의 3)으로 이동함 업무보고의 중요성 강조

2) 형식 606 2) 업무보고 방법 485 제목변경 및 내용추가 현행 내용 빈약

3) 내용 606 　 현행 3의 1) “시기”를 “업무보고의 시

기”로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 

추가 

현행 내용이 실질적으

로 도움이 안 되는 내

용이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

　 현행 3의 3)“내용”을 업무 보고 시 주

의사항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을 재

정리

현행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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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1장 치매 요양보호 기술 1장 치매 요양보호 기술

1.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611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490

2) 식사 613 3) 식사 492 돕는 방법 3번 항목 변경 어색한 한글 표현 수정

3) 배설 615 4) 배설 494 돕는 방법 6번 항목 삭제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돕는 방법 중 ‘실금이 된 경우’ 2, 3번 

항목 순서 바꿈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돕는 방법 중 ‘변비인 경우’ 3번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4. 특수요양보호각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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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 617 5) 위생 497 목욕 돕는 방법 4, 5번 항목 수정 ㆍ구체적 예 제시

ㆍ어색한 표현 수정

구강위생 돕는 방법 6번 항목 삭제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옷입기 돕는 방법 4, 5, 6번 항목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수정

5) 운동 620 6) 운동 500 돕는 방법 4, 7번 항목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수정

6) 안전 621 7) 안전 501 돕는 방법 방과주변 2번 항목, 욕실 4번 

항목, 부엌 1번 항목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수정

2.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대처

624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대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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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적 질문 /

반복적 행동

624 1) 반복적 빌문이나

행동

504 제목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일한 제목으로 변경 

ㆍ불필요한 표현 삭제

돕는 방법 4번 항목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변경

2) 과식 / 이식 / 거식 625 2)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505 돕는 방법 중 4, 8번 항목 삭제

돕는 방법 중 3, 5, 6, 8번 항목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3) 수면장애 626 3) 수면장애 506 돕는 방법 중 2번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구성

4) 배회 627 4) 배회 507 제목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일한 제목으로 변경

ㆍ불필요한 표현 삭제

돕는 방법 중 1, 11번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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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십 / 망각 / 환각 629 5) 의심, 망각, 환각 509 제목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일한 제목으로 변경

ㆍ불필요한 표현 삭제

돕는 방법 11번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변경

6)  파괴적 행동 630 6) 파괴적 행동 510 제목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일한 제목으로 변경 

ㆍ불필요한 표현 삭제

돕는 방법 11번 삭제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변경 

돕는 방법 2번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변경

7) 석양증후군 632 7) 석양증후군 512 제목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일한 제목으로 변경 

ㆍ불필요한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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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표현 수정 어색한 조사 수정

치매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한다.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표현으로 변경

8) 부적절한 성적 행동 633 8) 부적절한 성적 행동 513 제목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일한 제목으로 변경 

ㆍ불필요한 표현 삭제

돕는 방법 4, 7번 삭제

돕는 방법 6-8 삽입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3.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36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515

1)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636 1)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515 돕는 방법 수정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4.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➋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1. 죽음 및 임종단계 649  죽음 및 임종단계 546 목적변경 행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목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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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요양보호 665  임종 대상자 및 가족의

요양보호

559

~

568

번호체계 변경 3장 응급처치의 번

호체계와 동일하게 

변경

돕는 방법 2, 4, 5, 6 10번 항목 변경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2) 가족요양보호 671 번호체계 변경 3장 응급처치의 번

호체계와 동일하게 

변경

돕는 방법 2, 5번 항목 변경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3장 응급처치 677 3장 응급처치 기술 570

응급처치 응급처치 570

1) 질식 678  질식 572 3, 4번 항목 삭제하고, 질식 시 대처방

법을 변경된 이론교재 내용으로 대체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2) 경련 679  발작 574 경련을 ‘발작’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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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항목의 내용을 변경된 이론 교재 

내용으로 대체

예) 3번 항목 ‘질식’→ ‘숨을 쉴 수 없을 

경우’로 변경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ㆍ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쉽게 이해하

도록 하기 위함

3) 화상 680  화상 575 1, 3번 항목 내용을 변경된 이론 교재 

내용으로 대체

ㆍ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ㆍ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쉽게 이해하

도록 하기 위함

4) 골절 681  골절 578 목적 변경 ‘뼈의 정복’ 등의 어려

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기술

돕는 방법 변경 : ‘손상부위 장신구를 

제거’ 추가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5) 화재 382  화재 579 돕는 방법 변경 : ‘시설장, 간호사 등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대피처에서 

기다린다’ 삭제

변경된 이론교재와 동

일한 내용으로 구성



현행 교재 개정 교재

목차 구성 쪽 목차 구성 쪽 내용 사유 등 비고

 출혈 580 교재에 새롭게 추가함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응급상

황 시 적절히 대처하

도록 함

2. 기본소생술 683  심폐소생술 581

1) 기본소생술 683 내용 전면 수정

각 단계별 삽화 수정

ㆍ행위동사로 제시

ㆍ가장 최근 권장되는 

심폐소생술 방법으

로 교체

ㆍ학습자 이해증진을 

위함

 자동 제세동기 사용 585 교재에 새롭게 추가함 가장 최근 권장되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으로 교체



목차 구성 쪽

❶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개요 590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개요

1) 현장실습의 목적

2) 현장실습 원칙

3) 교육 및 실습시간

590

~

593

❷ 노인요양시설 실습 594

 노인요양시설 파악

1) 시설명

2) 입소자 특성 및 인원

3) 실습부서 지도자

594

5. 장기요양기관 실습 지침 개정

◦현행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이론과 실습·실기를 별권으로 제작하였으나, 부분의 내용이 이론과 중복

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아 개정 교재는 이론교재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실습·실기 내용만 5장

으로 통합하여 구성함



목차 구성 쪽

 요양보호사로서의 실습태도

1) 자세와 복장

2) 대상자에 대한 태도

3) 시설직원에 대한 태도

4) 실습생 자신의 건강관리

595

~

597

실습 체크리스트

실습일지

실습지도자 일지

598

599

605

➌ 재가요양기관 실습 612

 재가요양기관 파악

1) 재가요양기관 명칭 및 구조

2) 재가노인의 특성 및 인원

3) 실습 부서 지도자

612

 요양보호사로서의 실습태도

1) 자세와 복장

2) 대사자에 대한 태도

3) 시설직원에 대한 태도

4) 실습생 자신의 건강관리

613

~

614



목차 구성 쪽

 실습 체크리스트

 실습일지

 실습지도자 일지

615

616

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