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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 정도를 악하고, 부담감과 간호만

족감에 향을 미치는 문화 , 비문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도 소재 13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가족 간호자 112명 이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주가족 간호자의 81%가 여성이었고, 계별로는 며느리(46%)가 가장 많았다. 주가족 

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 평균 수는 49.4 이었으며, 간호만족감 평균 수는 42.3 이었다.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문화  요인들인 간호자의 건강상태(β= .421, p= .049)와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제(β= .183, p= .041)로 나타났다. 간호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  요인인 가족주의(β= .466, p= .005)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가족 간호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간호만족감을 증진시키기 한 서비스 로그램들의 개발과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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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서 

2008년 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0.3%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8). 이에 따라서 치

매를 앓고 있는 노인인구도 속하게 증가하여, 

2010년 우리나라 치매 유병율은 8.6%로 추정되고 있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미국에서는 8백 6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Alzheimer's Association, 

2008), 71세 이상 노인의 14%가 치매를 앓고 있다

(Plassman et al., 2007).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부분은 가정에서 가족 간

호자의 간호를 받고 있다. 치매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이들의 주된 간호자인 가족간호자에 한 

심이 증가 되고 있다. 치매노인을 간호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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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간호자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문제는 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

이다. 김희경과 윤가 (1996)은 치매노인과 정상노

인을 부양하는 며느리들의 심리  부담을 비교하

는데,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가족 간호자가 정상노인

의 가족 간호자들보다 훨씬 높은 부담감을 가진 것

으로 보고하 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가족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간호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Lee, 2002), 치매노인의 요양원입소

(Chenier, 1997; Gilley, McCann, Bienias, & Evans, 

2005), 치매노인의 학 (Lee & Kolomer, 2005)와도 

깊은 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매노인을 간호 하는 것은 가족 간호자에게 부정

인 향뿐 만 아니라, 정 인 향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Andren & Elmstahl, 2005; Lee, 

Kim, & You, 1997; Narayan, Lewis, Tornatore, 

Hepburn, & Corcoran-Perry, 2001). Andren과 

Elmstahl (2005)은 가족 간호자들이 치매노인을 돌보

면서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보고

하 다. 그리고 Lee 등(1997)은 한국인 가족 간호자

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

고, 종교  신념을 수행한다는 에서 만족감을 느낀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재까지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치

매노인 가족 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에 한 연구가 

부분 이었고, 간호만족감에 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비문

화  요인들에 을 두어서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

호만족감에 미치는 향과 련성을 악하 다. 

서구에서 수행된 문헌고찰 연구들에 따르면 비문

화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  요인들도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호자의 경험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Connell & Gibson, 1997; Janevic & 

Connell, 2001). Connell과 Gibson(1997)은 문화(

는 인종과 민족)  차이에 따라서 가족 간호자들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

다. Janevic 과 Connell(2001)의 연구에서도 문화

( 는 인종과 민족) 차이가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경험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서구에서는 최근 치매노인 가족 간호자의 경험에 

향을 미치는 문화  요인에 한 심과 연구가 

증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치매노인 가

족 간호자가 가진 독특한 문화  특성들(주된 가족 

간호자가 며느리, 간호자의 높은 가족주의와 가족 

의무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  요인들이 간호

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족 간호자

의 부담감에 하여 기존에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은 

문화  요인의 향에 해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다(윤가 , 1998; Lee & Sung, 1998). 윤가 (1998)

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 백인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가족주의를 비교하면서, 한국인이 미국백

인보다 높은 부담감을 나타낸 이유로 한국인 가족 

간호자들의 높은 가족주의(가족 의무감)가 치매노인

의 간호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지각하게 한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Lee와 Sung(1998)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가족 간호자가 미국 백인 가족 간호자보다 

낮은 부담감을 나타내었고, 이는 높은 가족주의(가

족의무감)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치매노인 가족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을 악하고,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문화 , 비

문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치매노인과 주가족 간호자의 일반  특성  

부담감, 간호 만족감, 비 문화  요인, 문화  요인

들의 정도를 규명한다.

⦁치매노인과 주가족 간호자의 일반  특성, 비 

문화  요인, 문화  요인과 부담감  간호만족감

과의 상 계를 악한다.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의 측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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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부담감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은 가족구성원을 간호하면

서 겪게 되는 정서 , 신체 , 사회  는 경제  

스트 스를 의미한다(Zarit, Reever, & Bach 

-Peterson, 1980). 1990년 부터 치매노인의 가족간

호에 사회  심이 증가하면서 재까지 치매노인

을 돌보는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치매노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에 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검증한 연구들이었다. 1990년  

후반부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을 설명하는 이론  기틀 검정과, 측요인 검정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다. 이들 선행연구

들에 의하면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측요인은 치매노인 특성으로는 인지장애 정

도(길연주, 2004; 김병희, 1999; 김윤정, 최혜경, 

1993; 마범순, 1999), 일상생활능력(마범순, 1999; 이

은희, 1998), 기억  행동문제(Son, Wykle, & 

Zauszniewski, 2003), 치매증상(이은희, 1998), 우울

증상(김재민, 신일선, 윤진상, 2001)이 보고되었다.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측

요인으로 간호자의 특성은 간호자의 건강상태(김병

희, 1999; 마범순, 1999; 박의 , 2005; Son et al., 

2003), 사회  지지(김병희, 1999; 마범순, 1999; 정

은주, 2002; Son et al., 2003), 간호자의 경제수 (길

연주, 2004; 마범순, 1999; 이은희, 2003), 간호시간

(김윤정, 최혜경, 1993; 이은희, 1998), 치매노인과 

간호자와의 계(김병희, 1999; 이은희, 2003), 종교

(김병희, 1999; 이은희, 2003), 간호자의 처 략(길

연주, 2004; 마범순, 1999), 간호자의 자발  부양동

기(김재민 등, 2001), 가족으로서 의무감(Lee, 2002), 

치매노인과 간호자와의 재의 친 도(이은희, 

1998), 가족간의 친 성(박의 , 2005), 다른 가족들

로부터의 도움증가 가능성(이은희, 1998), 가족기능

(이은희, 2003), 간호자의 직업에 한 향(이은희, 

1998)이 보고되었다. 

부담감에 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많은 연

구들이 주로 치매노인과 가족 간호자의 특성들  

비문화  요인들에 을 두고 수행되어져 왔다. 

소수이지만 문화  요인들을 포함시킨 일부 선행연

구에서 간호자의 부담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사회  지지(김병희, 1999; 마범순, 1999; 

정은주, 2002; Son et al., 2003), 치매노인과 간호자

와의 계(김병희, 1999; 이은희, 2003), 치매노인과 

간호자와의 재의 친 도(이은희, 1998), 간호자의 

자발  부양동기(김재민 등, 2001), 가족간의 친 성

(박의 , 2005), 가족기능(이은희, 2003), 다른 가족

들로부터의 도움증가 가능성(이은희, 1998)등이 보

고되었다. 

서구의 연구로 Black과 Almeida(2004)가 선행연

구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치매노인의 치매 련 행

동, 정신 증상들이 간호자 부담감의 요인이라고 보

고하 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치매노인의 행동문제

(Clyburn, Stones, Hadjistavropoulos, & Tuokko, 

2000; Coen, 1997; Rymer et al., 2002), 비공식  지

지(Clyburn et al., 2000; Coen, 1997)가 부담감 측

요인으로 밝 졌다. 치매노인의 인지장애는 Rymer 

등(2002)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측요인으로 나타

났지만, 다른 연구들(Coen, 1997; Etters, Goodall, & 

Harrison, 2008)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치매노인의 기능 상태는 간호자의 부담감에 

유의하지 않은 요인 이었다(Cohen, 1997). Etters 

(2008)등은 문헌고찰연구에서 간호자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치매노인의 행동문제, 간

호자의 성별, 치매노인과 가족간호자와의 계, 

처기 , 문화를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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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만족감

간호만족감은 간호자가 경험하는 간호와 련된 

정  느낌들을 말한다(Son et al., 2003). 우리나라

에서 치매노인 가족 간호자를 상으로 수행된 기

존의 연구에서는 간호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비문

화  요인으로 간호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하 고, 

문화  요인으로는 가족으로서 의무감(효 사상), 간

호자와 치매노인과의 계, 사회  지지등을 제시

하 다(김윤정, 최혜경, 1993; Lee, 2002; Son et al., 

2003). 김윤정과 최혜경(1993)은 간호자와 치매노인

과의 계(자녀)가 간호만족감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인지장

애, 간호시간, 배우자 지지는 간호만족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하 다(김윤정, 최혜

경, 1993). Lee(2002)는 가족으로서 의무감(효사상)

이 간호자의 간호만족도의 유의한 측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S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자의 

건강상태와 간호자가 인지한 사회  지지만 간호만

족감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

자의 연령, 간호시간, 수입,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인지장애, 기억  행동문제들은 간호만족감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고 보고하 다. 

서구에서도 가족간호자의 간호만족감에 해서

는 재까지 매우 소수의 연구만 수행되어져 왔고 

그 에서도 치매노인의 가족 간호자를 상으로 한 

간호만족감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Harwood 등(2000)은 간호자의 나이와 간호자가 지

각한 사회  지지가 간호만족감의 측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그리고 간호자의 건강상태와 성별, 치

매노인의 행동문제는 유의한 측요인이 아닌 것으

로 보고하여서(Harwood et al., 2000) 우리나라 가

족 간호자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을 가정에서 돌

보는 주가족 간호자를 상으로 부담감과 간호만족

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조사연구이

다. 종속변수(부담감, 간호만족감)와 독립변수(문화

 요인, 비문화  요인)는 [그림 1]과 같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도 소재 13개 치

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노인을 가정

에서 돌보고 있는 주가족 간호자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총 112명 이었다. 자료 수

집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실시하 다.

3. 용어 정의

1) 문화적 요인

문화  요인은 한국의 가족 문화와 사회규범과 

련되어서 가족 간호자의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한다(Kim & Lee, 2003). 본 연구에서

는 문화  요인들로 주가족 간호자의 치매노인과 

계, 치매노인과 친 도, 돌  동기, 가족주의, 사

회  지지가 포함되었다.

2) 비문화적 요인

비문화  요인은 한국문화와 직 인 련이 없

으며, 가족 간호자의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문화  요인으로 주

가족 간호자의 건강상태, 일일 간호시간, 치매노인

의 치매정도, 기억  행동문제, 치매노인의 일상생

활활동능력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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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요인

주가족 간호자

  치매노인과 계

  치매노인과 친 도

  돌 동기

  가족주의

  사회  지지

비문화  요인

주가족 간호자

  건강상태

  일일간호시간

 

치매노인

  치매정도

  기억  행동문제

  일상생활활동능력:ADL

독립변수

주가족 간호자

부담감

종속변수

주가족 간호자

간호만족감

[그림 1] 연구설계

4. 연구도구

1)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부담감은 Zarit 등(1980) 이 개발한 The Burden 

Interview(ZBI)를 Yoon(2003)이 번안한 도구(K-ZBI)

로 측정하 다. 총 22항목의 5  척도(0-4)이며 수

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0-88). 

부담감 수는 0-21 은 없음, 21-40 은 경한 정도

의 부담감, 41-60 은 등도의 부담감, 61-88 은 

심한 부담감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4 이었다(Yoon, 2003).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5 이었다. 

2) 주가족 간호자의 간호만족감

간호만족감은 Strawbridge(1991)가 개발한 The 

Caregiver Satisfaction Scale(CSS)을 Son 등(2000) 

이 번안한 도구(K-CSS)로 측정하 다. 총 16항목의 

4  척도(1-4)이며 수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수범 : 16-64).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Son et al., 2000).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9이었다.

3) 주가족 간호자의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Bardis(1959) 가 개발한 The Familism 

Scale 로 측정하 다. 이 도구에서 가족주의는 가족

의 목표, 공동 재산, 가족간 상호지지, 가족의 속

을 추구하려는 욕구등에 을 두는 감정을 의미

한다. 총 16항목의 5  척도(0-4) 이며 수가 높을

수록 가족주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범 : 

0-64).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 이었다

(Youn, Knight, Jeong, & Benton, 1999).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99이었다.

4) 주가족 간호자의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는 Brandt와 Weinert(1981) 가 개발한 

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85(PRQ85)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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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 다. 총 25 항목의 7  척도(1-7)이며 

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사회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범 : 25-175). 한국어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 = 0.91 이었다(서 아, 오경옥 

199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8이었다. 

5) 치매노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ADL)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은 Katz, Ford, Moscokowitz, Jackson과 

Jaffe(1963) 가 개발한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으로 측정하 다. 총 6항목의 2  척도(0-1)이

며 수가 높을수록 독립 임을 의미한다( 수범 : 

0-6). 서문자 등(2001)이 번안한 한국어  도구를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85이었다.

6) 치매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치매노인의 도구  일상생활능력은 Lawton과 

Brody(1969) 가 개발한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x(IADL) 로 측정하 다. 총 8항목

의 3-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범 : 0-8). 한국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0 이었다(Kim, 

Won, & Cho, 200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59이었다.

7) 치매노인의 치매정도 

치매노인의 치매정도는 Clark와 Ewbank(1996) 

가 개발한 Dementia Severity Rating Scale (DSRS) 

로 측정하 다. DSRS 는 총 11 항목이며 4-8  척

도이고 수범 는 0-51에 이른다. 0은 정상을 의미

하고 수가 높을수록 치매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SRS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이

었다(Clark & Ewbank, 1996). DSRS 는 한국어로 

번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박사학 를 소지한 노인

간호학 련 연구자 두 명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

고, 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간호학 교수 1인이 역

번역을 한 다음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0이었다.

8) 치매노인의 기억 및 행동문제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제는 Teri 등(1992)이 개

발한 The Revised Memory and Behavior Problems 

Checklist(R-MBPC)로 측정하 다. RMBPC는 24 항

목이며 치매노인의 문제와 련된 3개의 하부 역

(기억, 우울, 문제행동)을 포함한다. 5  척도(0-4)이

며 수가 높을수록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심각함

을 의미한다( 수범 : 0-96).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

(이민홍, 윤은경, 2007)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5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

은 .941이었다.

5.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16.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 고 통계  유의수  .05에서 양측검정 

하 다. 주가족 간호자와 치매노인의 일반  특성

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주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간호만족감, 가족주의, 사회

지지, 치매노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 치매정도, 

기억  행동문제정도는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주가족 간호자와 치매노인의 일반  특성  

주요 독립변수들과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간

호만족감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로 분석하 다.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

족감에 한 측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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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N (%) or Mean 

(SD)

성별
남성

여성

21 (18.8)

91 (81.3)

연령 17~81 51.5 (10.54)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무교

기타

45 (40.2)

19 (17.0)

16 (14.3)

29 (25.9)

3 (2.7)

교육수

고졸미만

고졸

졸

학원이상

15 (13.4)

51 (45.5)

40 (35.7)

6 (5.4)

고용상태

일제 

시간제 

주부

직업없음, 은퇴

32 (29.1)

11 (10.0)

51 (46.4)

16 (14.6)

년수입

<천만원 

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

21 (19.4)

43 (39.8)

44 (40.7)

치매노인과 

계

배우자

자녀(딸, 아들)

며느리

형제,친척,기타

16 (14.3)

40 (35.8)

52 (46.4)

4 (3.6)

치매노인과 

친 도

좋음

보통

나쁨

65 (58.6)

41 (36.9)

5 (4.5)

* 무응답 제외

<표 1> 주가족 간호자의 일반  특성 (N= 112)

Ⅳ.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주가족 간호자의 일반  특성  주요 독립변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주가족 간호자는 112명

으로 남성이 21명(18.8%), 여성이 91명(81.3%)으로 

주가족 간호자의 다수가 여성이었으며, 주가족 간

호자의 평균 연령은 51.5세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45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주가족 

간호자는 29명(25.9%)이었다. 교육수 은 고졸이 51

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졸 40명 (35.7%), 고졸

미만 15명(13.4%), 학원이상 6명 (5.4%) 순이었다. 

주가족 간호자의 고용상태는 주부가 51명(46.4%)으

로 가장 많았으며, 일제인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

는 주가족 간호자도 32명(29.1%)이나 되었다. 1년 평

균 가계수입은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44명(40.7%)

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노인과 주가족 간호자와의 

계는 며느리가 52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자녀(딸, 아들)가 40명(35.8%), 배우자는 16명

(14.3%)순이었다. 치매 발병  치매노인과 주가족 

간호자간의 친 도는 좋은 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 65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41명(36.9), 

나쁜 편이었다는 5명(4.5%)이었다.

<표 2>는 주가족 간호자의 돌  련 특성이다. 

치매노인을 돌보게 된 동기로는 자녀나 며느리 된 

책임(도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사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명(6.4%), 

가족의 화목 4명(3.6%), 본인 외의 돌볼 사람이 없

어서가 25명(22.7%)이었다.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

본 기간은 1-5년 동안 돌본 주가족 간호자가 63명

(56.8%)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돌본 주가족 간

호자도 28명(25.2%)이나 되어서 가정에서 가족이 

간호를 제공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간은 9.7시간이나 되었다. 한 달 평균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440,245원이었고, 주가족 간

호자를 지지해 주는 사람 수는 평균 2.9명 이었으

며, 주가족 간호자가 느끼는 사회  지지정도는 평

균 118.5 ( 수범 : 82~146)이었다. 주가족 간호자

가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 정도는 38.4 ( 수범 : 

25~54)이었다. 주가족 간호자 자신의 주  건강상

태는 50명(44.6%)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3명(38.4%), 나쁜 편이라고 

답한 경우는 19명(17.0%)이었다. 치매 노인을 돌

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정도는 평균 49.4

Book Centre교보문고 KYOBO



708   韓國老年學

변수 범주
N (%) or Mean 

(SD)

성별 
남성

여성

22 (19.6)

90 (80.4)

연령 
≤74

≥75

27 (24.1)

84 (75.0)

건강상태 

좋음

보통

나쁨

47 (42.0)

41 (36.6)

24 (21.4)

ADL 0~6 3.9 (1.79)

IADL
남성: 0~3 

여성: 0~7 

1.3 (1.17)

1.9 (1.75)

치매정도 5~51 29.5 (10.07)

기억  행동 문제 0~4 1.5 (0.87)

* 무응답 제외

<표 3> 치매노인의 특성 (N= 112)

변수 범주
N (%) or Mean 

(SD)

돌 동기

사랑

가족책임

가족화목

돌볼사람없음

기타

7 (6.4)

67 (60.9)

4 (3.6)

25 (22.7)

7 (6.4)

간호기간(년)

1년 미만

1~5년

6~10년

11년 이상

20 (18.0)

63 (56.8)

22 (19.8)

6 (5.4)

일일간호시간 

6시간 미만

6~12 시간

13시간이상

29 (29.3)

41 (41.4)

29 (29.2)

월 평균 비용(원)
10만원~

250만원

440,245 

(347,204)

지지자 수

0 명

1~2 명

3~4 명

5명이상 

8 (9.5)

33 (39.2)

29 (34.5)

14 (16.7)

사회 지지 82~146 118.5 (15.30)

가족주의 25~54 38.4 (6.87)

주가족 간호자

건강상태

좋음

보통

나쁨

43 (38.4)

50 (44.6)

19 (17.0)

부담감 25~81 49.4 (12.76)

간호만족감 18~64 42.3 (8.53)

* 무응답 제외

<표 2> 주가족 간호자의 돌  련 특성 

(N= 112)

( 수범 : 25~81)으로 등도(moderate)의 부담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족 간호자가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느끼는 간호만족감의 

정도는 평균 42.3 ( 수범 : 18~64)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치

매노인  남성은 22명(19.6%), 여성은 90명(80.4%)

으로 부분이 여성이었다. 치매노인의 평균연령은 

79.5세(표 편차 7.26)이었고, 75세 이상이 84명

(75%)를 차지하 다. 주가족 간호자가 인식하는 치

매노인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41명(36.6%), 나쁜 편이 24명(21.4%)이었다. 일

상생활활동능력(ADL)은 평균 3.9 이었다. 치매정

도는 평균 29.5 ( 수범 : 5~51)이었고, 치매노인

의 기억  행동문제 빈도는 일일 평균 1.5 ( 수

범 : 0~4)이었다. 

2. 주요변수간의 상 계

주요변수간의 상 계는 <표 4>와 같다.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치매정도(r= .400, 

p<0.01),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제(r= .378, 

p<0.01), 일일간호시간(r= .313, p<0.01)과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ADL(r= -.233, p<0.05), 간호만족

감(r= -.260, p<0.01)과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주가족 간호자의 간호만족감은 가족주의(r= .479, 

p<0.01), 사회  지지(r= .215, p<0.05)와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부담감(r= -.260, p<0.01)과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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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SE) p

간호자 건강상태 

나쁜편

좋은편

 .421 ( .209)

기 집단

 .049*

일일간호시간  .025 ( .013)  .063

돌 동기

가족 책임(의무)

사랑 는 종교

 .079 ( .282)

 기 집단

 .780

치매노인과 계

배우자

자녀

며느리

-.154 ( .248)

 .026 ( .149)

 기 집단

 .539

 .859

치매노인과 친 도

보통이하

좋은 편

 .122 ( .140)

 기 집단

 .388

가족주의 -.008 ( .010)  .432

사회  지지 -.002 ( .005)  .724

치매정도  .015 ( .009)  .107

기억  행동문제  .183 ( .087)  .041*

ADL  .018 ( .051)  .719

* p< .05

<표 5> 주가족 간호자 부담감 측요인 

(R²= .396)

변수
일일 

간호시간
부담감

간호

만족감
가족주의

사회

지지
ADL 치매정도

기억  

행동문제

일일 간호시간

부담감 .313**

간호만족감 .058 -.260**

가족주의 .082 .016 .479**

사회 지지 -.093 -.064 .215* .191

ADL -.247* -.233* -.099 -.275** .026

치매정도 .297** .400** .100 .213* .020 -.690**

기억 행동문제 .116 .378** .088 .021 .123 -.198* .367**

* p< .05, ** p< .01

<표 4> 주요변수간의 상 계 (N= 112)

3. 주가족 간호자 부담감의 측요인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회귀모형 R² 값은 .396으로 측정변인들의 부담

감에 한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주가

족 간호자의 건강상태와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

제만이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가족 간호

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β= .421, p= .049), 치매노

인의 기억  행동문제가 심할수록(β= .183, p= .041)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았다.

4. 주가족 간호자 간호만족감의 측 요인

주가족 간호자의 간호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요

인모형 R²값은 .235이어서 측정변수들의 간호 만족

감에 한 설명력은 24%이다<표 6>. 분석결과 가

족주의(β= .466, p= .005)만이 주가족 간호자의 간

호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주가족 간호자의 가족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설명되었으

나, 모형의 설명력은 24%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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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SE) p

간호자 건강상태 

나쁜편

좋은편

-1.030 (3.324)

기 집단

 .758

일일간호시간  -.110 ( .200) .585

돌 동기

가족 책임(의무)

사랑 는 종교

-5.401 (4.960)

기 집단

.281

치매노인과 계

배우자

자녀

며느리

-5.800 (3.982)

 -.907 (2.301)

기 집단

.151

.695

치매노인과 친 도

보통이하

좋은 편

-2.996 (2.152)

기 집단

.170

가족주의  .466 ( .158) .005*

사회  지지 -.008 ( .076) .917

치매정도 -.036 ( .143) .802

기억  행동문제  .034 (1.346) .980

ADL -.047 ( .783) .953

* p< .05

<표 6> 주가족 간호자 간호만족감 측요인

(R²= .235) 

Ⅴ. 논의 

본 연구 상자인 주가족 간호자는 다수가 여

성(81.3%)이었고, 치매노인과의 계는 며느리가 가

장 많았는데(46.4%), 이는 선행연구들에서의 상자 

특성과 일치한다(김윤정, 최혜경, 1993; 이윤로, 

1995; 이은희, 1998; Son et al., 2003).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가 딸이나 배우자인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주가족 간호자

는 며느리이며(Kong, 2007), 이러한 은 우리나라 

치매노인 가족 간호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

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

을 돌보는 동기로는 가족으로서 책임(60.9%)이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책임과 의무를 주된 간호

동기라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이애숙, 2003; 조

명희, 권오정, 최정신, 김 년, 2000; Lee & Sung, 

1997)와 일치한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

자가 며느리라는 이 주된 돌 동기인 ‘가족으로

서 책임’에 향을 미쳤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정

도는 총  49.4 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과 련

해서 등도(moderate)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부담감 련 연구

들을 살펴보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도구들을 사용

했고, 상 계와 측요인들과의 계만 제시하고 

부담감의 정확한 측정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비교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구의 연구들 에서 본 연

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은 29.14 (Coen 등, 1997), 그리고 15.15 (Clyburn 

등, 2000) 등으로 본 연구에 비하여 낮게 보고되었

으나, 문화  상황, 표 의 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측요인은 비문화  요인인 주가족 

간호자의 건강상태와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제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호자

의 건강상태(김병희, 1999; 마범순, 1999; 박의 , 

2005; Son et al., 2003),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

제(Son et al., 2003)를 간호부담감의 측요인들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측요인으로 보고되었던 비문화  요인인 치매노인

의 치매정도(길연주, 2004; 김병희, 1999; 김윤정, 최

혜경, 1993; 마범순, 1999), 치매노인의 일상생활활

동능력(마범순, 1999; 이은희, 1998), 간호시간(김윤

정, 최혜경, 1993; 이은희, 1998)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서 측요인으로 보고된 문화  요인인 사회  지

지(김병희, 1999; 마범순, 1999; 정은주, 2002; Son et 

al., 2003), 치매노인과 주가족 간호자와의 계(김

Book Centre교보문고 KYOBO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   711

병희, 1999; 이은희, 2003), 돌 동기(김재민 등, 

2001; Lee, 2002)등도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치매노인과 친 도, 가족주의 등도 본 연

구에서는 유의한 요인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치매노

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측요인에 

하여 수행된 기존의 우리나라 연구들은 측정변수

와 측정도구의 차이로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 고, 

일부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

고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한 문화  요인들

의 향에 한 연구는 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며, 

수행된 연구들도 그 결과가 상이한 것이 많다. 따라

서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미치는 문화  요인

들의 향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가족 간호자가 치매노인를 돌보는데 있어서 느

끼는 간호만족감의 정도는 평균 42.3 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미국

인 치매노인 가족 간호자의 간호만족감을 측정한 

Harwood 등(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18.9  보다 

훨씬 높은 수이다. 본 연구에서 주가족 간호자의 

간호만족감에는 문화  요인인 가족주의만이 유의

한 향을 미치는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

족으로서 의무감(효사상)을 유의한 측요인으로 

보고한 Lee(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가족 간호자와 치매노

인과의 계(김윤정, 최혜경, 1993), 간호자의 건강

상태(Son et al., 2003), 사회 지지(Harwood et al., 

2000; Son et al., 2003)는 본 연구에서 간호만족감의 

측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는 유교문화의 향을 받은 우리나라 가

족 간호자들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 인 문화  

요인  하나로 서구의 가족 간호자들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다. Youn 등(1999)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한국인과 미국 백인 가족 간호

자들의 가족주의를 비교하 는데, 한국인 가족 간

호자들이 미국 백인 가족 간호자들 보다 훨씬 높은 

가족주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 다. 최근 우리

나라의 사회 , 가족 체계 ,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이 고

령(평균연령 79.5세)이고 그 가족 간호자도 평균연

령이 51.5세로서 통  가치 을 유지해 나가는 세

인 이 가족주의가 높게 나타나고, 간호만족감

의 유의한 측요인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으로서의 책임(의무) 

이라는 돌  동기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가 

주된 간호자인 우리나라 가족 간호자들은 개인보다

는 가족에 을 두는 높은 가족주의를 여 히 가

지고 있으며, 이는 간호자의 간호만족감에 매우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까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간

호만족감에 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도 매

우 미비한 상태이며, 그러한 간호만족감을 증진시

키는 로그램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을 감

안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호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련된 양 , 질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리고 가족 간호자의 간호만족감을 유지, 

증진 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 간호자

들을 한 교육 로그램들과 서비스 로그램들이 

더 많이 제공되어져야 하겠다. 최근 들어 치매노인

에 한 심증가로 가족 간호자들을 한 로그램

들이 보건소와 주간보호센터들을 심으로 제공되

고 있으나 그 빈도와 내용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며, 

가족 간호자들의 참여도 매우 조한 실정이다. 가

족 간호자들의 간호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간호만족

감을 증진시키기 해 더 많은 서비스 로그램들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로그램 내용면에서

는 가족 간호자들의 신체 , 정신  건강상태를 유

지, 증진 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치매노인의 기억  

행동문제와 련된 실질 인 간호방법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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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본 연구에서 간호자의 부

담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문화  요인들이 나타

나지 않았지만, 서구의 연구에서 가족 간호자들을 

해서 개발, 검증된 재방법들을 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간호자들의 문화  상황에 합여부성의 

단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 치매노인을 돌

보는 가족 간호자들의 낮은 로그램 참여율을 고려

할 때 간호자들의 로그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13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통

해서 상자를 모집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호

자들이 가족 구성원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치매노인 간호와 련된 어려

움과 소진 등의 이유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아

서 더 많은 상자들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한 

이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부담감과 간호만족감

에 한 모형 설명력이 높지 않으므로 반복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주가족 간

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문화

, 비문화  요인들에 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가족 간호자의 경험에 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며, 간

호만족감을 진 시킬 수 있는 한 재방법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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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urden and caregiving satisfactio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and to identify cultural predictors and non-cultural predictors of burden 

and caregiving satisfaction. This study included 112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who utilized 13 dementia day care centers in Seoul or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 questionnaires. The majority of the primary caregivers were female (81%) and daughters-in-law 

(46%). The mean burden score was 49.4 and the mean caregiving safisfaction score was 42.3.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primary caregivers' burden were the non-cultural factors 

of caregiver's perceived health (β= .421, p= .049) and care recipient's memory and behavioral problems 

(β= .183, p= .041). The cultural factor of familism (β= .466, p= .005)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caregiving satisfaction. There is more need to develop programs which improve caregiver's burden and 

caregiving satisfaction. Strategies to increase caregiver's utilization of the programs also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dementia, family, caregiver, burden, caregiving satisfaction, cultural predictor, non-cultural 

pred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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