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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너무도 부족한 논문이지만 , 논문을 쓰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 , 너무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 감사
함을 표현하기에 제가 한없이 부족함이 아쉽습니다 .

제가 학부생일 때 조교 선생님으로 , 대학원생이 되어서는 교수님으로 만나 저
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 논문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김광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항상 인자하신 미소로
저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시고 , 논문을 쓰는 내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
신 이경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실습지도 때문에 처음 뵙고 흔쾌
히 저의 논문지도를 맡아주심과 더불어 자료수집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칭찬으로 저를 북돋아주신 박혜자 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너
무도 좁은 시야를 가진 제게 한없는 아이디어와 미래에의 포부로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보여주신 김의숙 교수님과 끊임없는 연구에의 열정과 추진력
으로 모범이 되고 바쁘신 중에도 저의 논문 진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렬 교수
님께도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 또한 학자와 간호사로서 모범이 되어주
신 모든 간호대학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 특히 마지막에 제 논
문의 오류를 지적해주시고 , 영문초록을 도와주신 황선영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
사합니다 .

임상에서 저에게 너무도 든든한 기둥이면서 사랑을 주신 김현수 차장님과 자
료 수집을 허락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셔서 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신 노종숙 원장님 , 장순주 선생님 , 이정임 선생님 , 김희순 선생님 , 그리고 신영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학부시절부터 제게 소중한 친구로서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으
며 제가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준 문선 , 주미 , 성원 , 영신 , 은경이 , 



희호 , 그리고 먼 곳에서도 친구의 논문에 관심 갖고 지칠 때마다 격려를 잊지 않
은 경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동생이면서도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지칠 때
마다 저를 다독여 주고 무조건 편들어주던 혜영이 , 밝은 마음과 웃음으로 저를 행
복하게 해주는 명랑 언니와 지예 언니 , 고비마다 위로와 힘이되어주는 조언으로
저를 바로 세워준 선형이 , 같은 교실에서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배려해준 원소영 선생님과 현정이 ,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의 투덜거림을
들어주던 심정언 선생님과 소영이 , 같은 공부를 하면서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준 정
민 언니 , 후배임에도 언제나 든든한 제인이와 수인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바쁜 중에도 말만하면 기꺼이 도와주신 김은현 선생님 , 동기이면서 너무도 자랑스
러운 은경이와 현례 , 따뜻한 말로 제 마음까지 온기를 갖게 해주는 강세원 선생
님 , 저와 함께 종합시험을 보면서 힘이 되어준 윤정이 , 사려 깊은 장수정 선생님
과 김민정 선생님 , 그리고 사랑스런 후배 춘희 , 은경이 , 나래 , 민정이 , 복희 , 정은
이 , 유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제대로 누나 노릇도 못하는 제게 언제나 오빠 같은 넓은 마음을 주는 동생 찬
희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부족하고 철없는 딸
을 누구보다 사랑해주신 부모님 ,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제가 두 분의 딸임이 너무
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 

2006년 12월
조 윤 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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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가족의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 부
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이 원하는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기간은 2006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
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 문항을 구성하여 치매노인이 주간보호시설
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치매 관련 협회를 이용하는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 설문지는 총 98부를 배포하여 73부가 회수되었으며 , 대상자 선정 기
준에 부합되지 않은 1부를 제외한 7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총점은 평균 67.6점 (156점 만점 기준 )으로 7가지 세부
영역 중 지남력 장애행동이 2.42점 (4점 만점 기준 )으로 가장 심한 양상을 보였다 .

2.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총점은 평균 11.79점 (21점 만점 기준 )으
로 세부항목 중 목욕하기가 2.25점 (3점 만점 기준 )으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

3.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의 총점은 평균 42.67점 (80점 만점
기준 )으로 분야별 부담감 중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2.53점 (4점 만점
기준 )으로 가장 높아 가족간호자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에 가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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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 총점은 평균
84.21점 (112점 만점 기준 )이며 , 지역사회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요구가 3.06점 (4점
만점 기준 )으로 가장 높았다 .

5.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이 심하거나 중등도인 경우가 경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8.607, P=0.000),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도 치매노인의 의존도가 심하거나 중등도인 경우가 경한
경우보다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F=3.835, P=0.026). 

6.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는 치
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중등도이거나 경한 경우가 심한 경우보다 높았으며 (F=4.936, 

P=0.010), 특히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과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
한 도움 ,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반면 , 일
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

7.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γ=0.401) 및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 (γ=-0.26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 요구 , 그리
고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및 전문적 도움 요구의 차
이를 확인함으로써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간호의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는 가족의 부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
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 가족이 느끼는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 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 따
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이 최고로 높아지기 전인 발병 초기
에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가 높으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가 제
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핵심되는 말 : 치매증상 , 가족의 부담감 , 전문적 도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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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 론론론

A. A. A. A.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수준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성장
추이를 보면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2%였으며 , 2004년에는 8.7%, 

2010년에는 10.9%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 , 2005).

이러한 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건강여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오히
려 노화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관
리가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영적 건강과 삶의 질
관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고려되어야 할 국
가적 과제이다 (양경미 외 , 2004).

노인이 되면 모든 장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이 따르며 만성퇴행성 질환 이환율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 특히 연령
이 증가하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기억력 장애를 비롯한 언어장애 , 행동장애 , 

정서장애 및 기타 지적능력의 소실을 보이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한 , 1989).

우리나라의 노인성 치매 유병률은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8.3%에서 2020년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치매노인 수도 약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8). 또한 치매는 불가역성의 만성 뇌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이 증가하므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아짐에 따라 향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김수옥 , 200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0.4%만이 시설에 살고 있듯이 (김수영 외 , 

2004),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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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치매노인의 대다수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 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서 돌봄을 받고 있다 .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본다는 것은 다른 건강문제와 달리
치매노인의 인지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인해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들
은 정신적 , 신체적 ,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김수영 외 , 

2004). 특히 주 부양자에게 끊임없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을 주면서 인간으
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
리는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관리와 숨은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실제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문제를 많이 호소하
며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더 잦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Gallent & Connel, 

1997; Pruchno & Potashnik, 1989)고 알려져 있다 . 이러한 과중한 부담감은 부양자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
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 가족구성원 간에 갈등을 유발시켜 가정 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치매노인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질
을 더욱 저하시키거나 , 치매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 그
러므로 치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환자와 더불어 반드시 그 가족에게도 주어져
야 하며 치매의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인식하여 체계적
인 접근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유광수 , 200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 Giles(2006)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돌보
는 가족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본 연구에서 많은 치매환자 가족
들이 노인의 건강 진단 서비스(48%), 국가 알츠하이머협회(44%), 일시적 위탁 간호
시설(30%), 주간 보호 서비스(24%), 그리고 지지그룹(24%)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 그 외에도 가정 도우미 , 수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 

반면 , 한국에서는 최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양적으로 늘어나고는 있
지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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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용 외 (2004)는 한국의 치매노인가족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보고서에서 통계
청에서 나온 자료와 가정학 , 사회복지학 , 심리학 ,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제출된 석 ․

박사학위논문 ,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0여 편을 분석하였는데 , 대다수의 연
구주제가 부양스트레스 및 부양부담에 관한 것이었으며 , 그 외에 우울 , 생활만족
도와 관련된 것으로 대다수가 치매가족부양자의 정서적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치매노인가족의 서비스 요구 및 중재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최근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 치매노인 가족의 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
구 (류현 , 2005; 김선미 , 2001; 유세단 , 1998)는 주로 치매관련 시설 , 경제적 원조 , 

전문 인력의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으
로 치매노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중재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 

중재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사회적 지지 면에서의 중재 (강정희 , 2003; 유은정 , 

2002; 성명숙 외 , 2001)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치매노인 가족
들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충분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가족들이 원하는 전문적 도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 가족의
부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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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부담감을
파악하고 ,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이 원하는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간호자가 인지하는 치매노인의 증상정도 , 가족의 부담감 , 전문적 도움
요구를 파악한다 .

2)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한다 . 

3)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치매노인 가족이 기대하는 전문적 도움의 요
구를 확인한다 .

4)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과 치매노인 가족이 기대하는 전문적 도움과의 관
계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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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 정정정도도도

(1) 이론적 정의

치매는 보통 뇌의 만성 ,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긴 증후군으로 기억력 , 사고
력 , 지남력 , 이해 , 계산 , 학습능력 , 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
의 다발성 장애로 정의할 수 있다 (ICD-10, 1992).

치매노인의 증상으로는 기억력장애 , 불안정감 , 파멸적인 반응 , 일반적 초조행
동 , 낮과 밤의 수면장애 , 섬망 등이 있으며 , 그 외에도 배회 , 신체적 과격행동 , 언
어적 공격 , 불결문제 , 대 ․소변 실금 , 숨기는 행동 , 의사소통의 어려움 , 부적절한 강
탈이나 빼앗김 , 공포감 , 강압적인 행동 , 감정의 파동 , 무미건조 , 위축행위 등의 문
제행동이 있다 (Alessi, 1991). 또한 치매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신체적 동작능력과
수단적 동작능력 ,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전체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줄어들
고 , 타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권중돈 외 , 200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를 노인이 보이는 문제행동과 일상생활동
작 수행능력으로 정의하였다 .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은 지남력장애 행동 , 불안 ․초조행동 , 적대행동 , 우울행동 , 

폭력행동 , 배회행동 ,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며 , Edwards(1997)의
문제행동 척도 (Problem Behavior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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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옷 입기 , 세수나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 

식사하기 , 이동하기 , 화장실 출입하기 , 대 ․소변 가리기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
능으로 정의하며 , 원장원 외 (2002)가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K-ADL)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2. 2. 2. 2. 가가가족족족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1) 이론적 정의

부담감은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 전체 생활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
함에 대해 일차적 부양자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이다 (권중돈 , 1994).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가지는 부담감은 고통과 스트레스로 보는 견해 , 중
재요인으로서 보는 견해 , 부양과업상의 애로로 보는 견해 , 긴장으로 개념화하는
견해 , 그리고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의 개념이 있다 (김선미 , 2001).

이중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의 개념인 가족의 부담감은 의존적 노인을 부
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로 지불하게 되는 대가 (costs; 비용 )로 정의하고 (유광수 , 

2001),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 위한 대가로 사회적 활동의 제한 , 개인적 생활의
제한 , 경제적 비용 , 돌봄 제공에 대한 가치 , 노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 정신 신
체적 결과의 내용을 말한다 (Kosberg & Cairl, 198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osberg와 Cairl(1986)의 Cost of Care Index를 이용하여 치매노
인 가족간호자의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심신의 건강 , 치매노인의 부양에 대
해 느끼는 가치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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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1) 이론적 정의

도움은 서비스와 유사한 의미로 ,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치
매노인과 가족 공동의 보다 나은 생활을 돕기 위한 (김선미 , 2001) 대처방안이나 전
문적 서비스 욕구를 말한다 (양옥경 ,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치매가족의 전문적 도움 요구를 치매 가족의 요구 및 관련 서
비스에 관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구성하여 , 치매의 이해
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 , 치매노인 가
족 자신을 위한 도움 ,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을 구체화한 28개
항목의 치매노인 가족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도 측정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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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 A. A. A. 노노노인인인성성성 치치치매매매의의의 증증증상상상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 분류 10판 (ICD-10, 1992)은 치매를 보통 뇌의 만성 ,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긴 증후군이며 이로 인해 기억력 , 사고력 , 지남력 , 이해 , 

계산 , 학습능력 , 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
고 정의하고 있다 . 또한 의식의 혼탁이 없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의 활동이 손상될
정도로 장애가 심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장애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 즉 치매노인
은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 사회나 가족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으로 (이은희
외 , 2000)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 .

치매의 증상은 원인질환과 치매의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
며 , 치매의 경과와 예후는 발병 시기 , 성별 , 교육 정도 , 발병 시 임상 양상 , 다른
정신병적인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과 같은 신경계 증상의 유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권중돈 외 , 2002).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기능 장애와 행동장애로 구별한다 . 인지기능의 장애
는 기억력 , 지남력 , 주의집중력 , 언어능력 , 인지능력 , 시공간 기능 , 수행능력 등의
장애를 말하며 (권중돈 외 , 2002), 언어에 대한 기억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데 의식수준에서 일어나는 언어영역이 가장 황폐화된다 . 즉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
한 황폐화가 더 심각하므로 비언어적 메시지에 반응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김경애 외 , 1998).

일상생활활동이란 식사 , 목욕 , 옷 입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하기 , 배설하기
와 같은 신체적 동작과 전화 , 쇼핑 , 가사 , 시장보기 , 공공교통수단 이용 , 여가활동
등의 수단적 ․기능적 일상생활 활동을 말한다 (조유향 , 2001).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이 손상되면 처음에는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고차적인 생활 활동 장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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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나중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다 (조유향 , 2001). 즉  정도가 심해질수록 신체적 동작능력과 수단적 동작능력 그
리고 이 둘을 합한 전체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줄어들고 , 타인에 의존하는 비
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매정도가 경한 경우에는 신체적 동작능력은 혼
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 수단적 동작능력은 도움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
는 경우가 반반정도인데 반하여 치매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단적 동작능력은 물
론이고 신체적 동작능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imer M, 1989). 

치매는 또한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가 주
증상이지만 , 이차적으로 우울 , 행동장애 , 수면장애 , 인격의 변화 , 망상 , 환각 등의
정신과적 이차 증상도 흔히 동반된다 (김귀분 , 1998). 이러한 정신과적 이차 증상은
행동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이러한 행동장애는 망상과 환각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 ,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장애 , 공격적인 행동이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증상 , 성격의 변화 , 수면장애 등을 말한다 . 치매환자 스스로는 치매 초기에 인
지기능의 문제를 호소하는 반면 환자의 가족이나 간호인들은 치매환자의 행동장
애를 더욱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권중돈 외 , 2002).

치매노인이 갖고 있는 문제행동이란 타인이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것으
로 ,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 이러한 문제행동은 치매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악영향과 장애를 끼치게 된다 (권중돈 외 , 2002)고 하
였다 . 치매에서의 문제행동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뇌손상 자
체일 수도 있고 , 환자의 질환 단계에 대한 적응양식 , 감정상태 , 현재의 건강 , 신체
적 ․대인적 내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것들에 의한 것일 수 있다 (Matteson et al., 

1997).

Eimer M.(1989)은 치매와 관련된 행동장애는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뿐
만 아니라 건강관리 제공자에게도 부양과 간호에 대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 권중돈 외 (2002)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중 인지



- 10 -

장애로는 지남력 저하 , 정신장애는 우울증 , 일상생활 수행장애는 실금 , 언어장애는
혼잣말 , 그리고 행동장애는 배회가 간호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행동이라고 하
였다 .

이상의 내용에서 치매노인은 인지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이로 인한 일상생활활
동 수준의 저하 , 문제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중 치매노인의 일상
생활활동 수준의 저하는 함께 사는 가족간호자에 대한 치매노인의 의존도를 높여 , 

끊임없는 가족간호자의 도움을 요구하며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은 가족간호자에 치
매노인의 돌봄에 있어서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함으로써 부양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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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 가가가족족족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치매는 가족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스트레스이다 . 가족이 치매노인에
의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였을 경우에는 가족 결속력이 증가하고 간호
자의 자기존중감 및 효능감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Chenweth & 

Spencer, 1986). 그러나 대부분 연구에서는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겪는
가족이 더 많다고 하였다 (Walker & Allen, 1991).

부담감은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 동의어로서 고통 또는 스트레스 , 중재
요인으로서의 부담 , 부양의 영향 또는 결과 , 일상적 부양과업 수행상의 애로 , 긴장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김선미 , 2001).

부담감을 고통과 스트레스로 보는 입장에서는 부양부담을 가족을 위태롭게 하
는 가족 스트레스의 유발인자로 보고 가족체계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생활
사건으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상태 , 문제행동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 부양활동
및 가족생활사건 등을 이야기한다 (유광수 , 2001). 또한 고통과 스트레스로서 부양
부담을 부양자의 인지적 평가 즉 부양자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부양의 영향 때
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긴장과 구분하고 있다 . 즉 , 이들은 부양에 따르는
주관적 부담과 부양이 신체 , 심리 , 재정 등의 구체적 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만
을 부담이라고 하였으며 , 우울증 , 가족만족도의 변화 등도 부양의 결과로 보았다
(김선미 , 2001).

중재요인으로서의 부담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담과 부양의 영향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광수 , 2001), 부담감을 중재요인으로서의 부담과 부양
의 영향 또는 결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 (Poulshock & Deimling, 

1984). Poulshock와 Deimling(1984)은 부담을 노인의 신체적 의존성 , 사회성 , 문제행
동 및 인지장애와 관련된 부양과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해 주는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은 일상적
으로 부양 과업 수행상의 애로 개념과 유사하다 . 이에 반하여 영향은 부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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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나는 부양자의 생활의 객관적인 변화로서 생기는 객관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영향의 개념 또한 부양자의 안녕을 저해하는 부양의 결과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선미 , 2001).

일상적 부양과업상의 애로로 보는 견해는 노인의 인지기능장애 , 문제행동 , 일
상생활 동작능력의 제한으로 야기되는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양과업
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부양부담이라고 정의한다 (김선미 , 2001).

부담감을 긴장으로 개념화하는 견해 (Pearlin & Schooler, 1978; Robinson, 1983)

에서는 긴장을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정의한다 . 그
리고 부양자의 긴장요인으로 수면방해 , 신체적 긴장 , 재정적 긴장 , 시간에 대한 요
구 , 정서적 적응 반응 , 문제행동 등 13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

부담감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의 개념이다(유광수 , 2001). Zarit et al.(1986)는 부양부담을 노인의 행동이
나 기능 변화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부양자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안녕 , 신체
적 건강 , 사회생활 , 재정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의 정도라고 보고 있다 . 

같은 맥락으로 Kosberg와 Cairl(1986)은 부양부담을 부양의 결과로 지불하게 되
는 대가 (costs; 비용 )의 개념으로 사회적 활동의 제한 , 부양자 심신의 건강 , 부양자
가 치매노인의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 치매노인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 경
제적 부담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부담감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
감을 설명하기 위해 어느 정의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하지만 대부분의 부담감에 관한 정의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경험하
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심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 추가로 가
족만족도 , 부양에 대한 가치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장 일
반적인 개념인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의 개념을 받아들여 , 부양자의 부담감을
중재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개발된 Kosberg와 Cairl(1986)의 Cost of Care Index를
사용하여 치매노인 가족이 부양의 결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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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도움은 서비스와 유사한 의미로 ,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치
매노인과 가족 공동의 보다 나은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양옥경 (1995)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 되어오고 있는 반면 ,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처방안이나 전문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 마찬가지로 정한용 외 (2004)가 한국의 치매노인가족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보고서에서도 대다수의 연구주제가 부양스트레스 및 부양부담에
관한 것이었으며 , 그 외에 우울 ,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대다수가 치매가족
부양자의 정서적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 

 치매노인가족들이 치매노인을 너싱홈에 모신 후에 갖는 부담감을 조사한
Tornatore와 Grant(2002)는 치매노인가족의 부담감은 부양자의 연령이나 부양기간 , 

보호시설 , 적극적인 간호에의 참여 , 그리고 부양에 대한 기대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며 , 따라서 너싱홈 등 기관에 치매노인을 모신 후에도 가족의 부담감을 줄여
주기 위한 서비스들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김선미 (2001)에 의하면 ,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서비스 , 둘째 , 치매노인 부
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에 관한 서비스 , 셋째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서
비스 , 넷째 ,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서비스이다 . 

첫째 ,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서비스는 부양가족이 치매노인의 증
상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이윤로 외 , 1996)로 병
원 건강전문가와의 상담 , 교육프로그램 , 교육매체를 통해 치매의 원인과 경과 , 

주요 치매 증상 , 치매 치료방법 , 약물의 사용법과 효과 및 부작용 등 치매의 임
상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 또한 전문가들은 치매노인 보호자에게 치매
노인의 현재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의
개인적인 정보를 주어야 하며 , 이러한 정보는 부양자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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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 , 그들이 변화를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김선미 , 

2001). 이는 유세단 (1998)의 연구에서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치매노인 가족의 요
구가 의료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

둘째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에 관한 서비스는 부양방법과
기술에 대한 훈련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치매증상으로 나타나는 인지장애 및 문
제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 치매노인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 및 정서적
교류방법 , 치매노인의 신체적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 점검 방법 ,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유지 및 증진 방법 , 영양관리방법 ,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환경 유지 방법
등이 있다 (김선미 , 2001). 또한 Hatfield(1979)는 가족에 대한 접근을 위한 연구에서
가족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

셋째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서비스로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스트레스
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 (김선미 , 2001). 특히 치매노인
을 돌보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신경정신
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점(Gallent & Connel, 1997; Pruchno & Potashnik, 1989)에서
전문가에 의한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 치매노인을
위한 어떤 기관이 있고 , 그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또한 이용 방법은 어떤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하지만 국내의 선행연구들(류현 , 2005; 김선미 , 2001; 유세단 , 1998)은 치매노인
가족의 서비스 요구 중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전화 및 가족 모임 등의 심리 ․사
회적 서비스와 시설서비스 , 재가보호 서비스 )에 대한 요구만을 측정하였고 , 노인의
치매 경과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인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서비스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에 관한 서비스 ,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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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 연결을 위한 서비스의 구체적 항목
을 통한 치매노인 가족의 요구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가족의 부담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간호제공자를 위한 지지의 근원은 다양하지만 , 전문가의 정보적 지지가
간호제공자의 부담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 전문가의 실제적 조언이 간호제공
자의 개인적 통제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역시 부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Reinhard, 1994). 또한 Rose(1997)는 문헌고찰을 통해 치매노인 가족은
전문가의 지지로 가족에 대한 긍정과 정보 제공 , 병원입원으로 간호제공자에게 휴
식 제공 , 비난 없는 간호제공자의 역할 확인 , 의사결정시의 재확신 , 지속적 지지 , 

환자를 위한 주거나 원조에 대한 정보를 원했고 , 이것들은 가족의 부담감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권중돈 (1994)은 간호제공자를 위한 공적인 서비스나
비공식적 지지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
였다 .

이상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치매노인을 제대로 돌보고 가족의 부담감
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움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요구에 관한 내
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전문적 도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도움 요구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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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 A. A. A.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부담감과
가족이 원하는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 환자를 돌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
고 있는 사람이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기준
1.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는 가족 중
2. 치매노인을 시설 등에 맡기지 않고 함께 숙박을 하며 모시고 ,

3.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 중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

4.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치매관련 주간보호시설 및
관련 협회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직접 방문
과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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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
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 문항을 구성하고 ,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을을을 돌돌돌보보보는는는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 구구구성성성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

1)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간호 및 복지관련 서비스 요구에 대한 문
헌을 통해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서비스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에 관한 서비스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서비스 , 지역
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서비스 등 4가지 개념을 정의한 후 , 각 개념에 해당
하는 전문적 도움 항목을 도출하였다 . 

2)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을 정의하는 4가지 개념을 대
표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치매 가족에 관한 문헌 및 선행 연구
(권중돈 외 , 2002; 유은정 외 , 1995; 정한용 외 , 2004; 양옥경 , 1995; 김선미 , 

2001; 유세단 , 1998)를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상 비중이 높은 변수들을 선정
하여 4개 영역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

3) 노인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답변 용이성을
확인한 후 , 용어 및 어휘를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

4) 수정된 1차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간호학 및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1인의 자문을 통해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 

이때 1차 설문지에서 사용된 개념들 중 유사 항목들을 통합하고 , 중복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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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을 구체화시켰으며 , 연구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다 . 또한 대상자에게 맞는 용어와 어휘로 재수정 ․보완을 거
쳐 4개 영역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2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

5) 최종 결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명의 치매가족에게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 

이를 통해 답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구체적인 도구 구성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도구 구성 절차

전문적 도움에 대한
구체적 개념 구분

: 문헌고찰
  ․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서비스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 연결 서비스

개념별 전문적 도움 항목 도출 :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1차 설문지 구성 : 4개 영역 33개 문항

설문지의 답변 용이성 확인
: 노인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일반인의
설문을 통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어휘로 수정

전문가 자문

: 간호학 교수 2인과 간호학 및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1인의 전문가

: 문항의 내용 검토 및 대상자에게 맞는 용어와
어휘로 수정

2차 설문지 구성
: 4개 영역 28개 문항

예비조사
: 20명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를 대상
으로 설문을 통해 답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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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20일부
터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지는 총 98부를 배포하였으며 , 이
중 73부가 회수되어 74.5%의 회수율을 보였다 . 이 중 대상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의 치매노인 )에 부합되지 않은 1부를 제외하고 총 7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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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내용은 (1) 치매노인 및 가족의 일반적 사항 , (2)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척도 , (3) 치매노인 가족이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4)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요구를 측정하는 지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 정정정도도도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는 노인이 보이는 문제행동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으
로 측정하였다 . 

1) 치매노인이 보이는 문제행동

치매노인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Edwards(1997)의 문제행동 척도(Problem Behavior 

Scale)를 김주희와 이창은(1999)이 번안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2개 삭제하였다 . 문항의 항목으로는 지남력 장애 행
동 5문항 , 불안 ․초조행동 13문항 , 적대행동 7문항 , 우울행동 4문항 , 폭력행동 5문항 , 

배회행동 3문항 , 부적절한 성적 행동 2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 치매노
인의 가족이 답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부터 ‘증상이
심하다 ’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척도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치매노인의 문제행
동이 심함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0.902이었다 .

2)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원장원 외(2002)가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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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측정도구(K-ADL)를 사용하였으며 , 항목으로는 옷입기 , 세수하기 , 목욕 , 식사 , 이
동 , 화장실 이용 , 대소변 조절 등 7항목으로 완전의존부터 완전자립까지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 각 문항의 점수들의 합이 클수록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서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0.762이었다 .

2. 2. 2. 2.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 가가가족족족이이이 경경경험험험하하하는는는 부부부담담담감감감

치매노인의 가족이 경험하는 부담감은 Koshberg와 Cairl(1986)의 Cost of Care 

Index를 유광수 (2001)가 번안한 것을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도구는 치매노
인 가족간호자의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4항목 , 심신의 건강 4항목 , 치매노인
의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4항목 , 치매노인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4항목 , 

경제적 부담 4항목으로 총 5개 분야 ,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Cost of Care Index

는 ‘항상 그렇다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고 ,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 유광수(2001)의 선행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89이었으며 ,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0.833이었다 .

3. 3. 3. 3.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에 대해 문헌 및 선행연구
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문항구성 절차에 의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는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서비스와 치매
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에 관한 서비스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서비스 ,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 총 28

문항이다 . 각 문항은 ‘매우 필요하다 ’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까지 4점 척
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 점수가 클수록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33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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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 E. 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 치매노인과 가족간
호자의 주거형태의 분포는 실수 , 백분율 ,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
계를 사용하였다 .

(2)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와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 가족간호자가 기대하는 전
문적 도움 요구의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서술적 통계를 사용
하였다 .

(3)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와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 가족간호자가 기대하는 전문적 도움의
요구는 t 검정 (t-test)과 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하였다 .

(4)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의 요구는 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하였다 .

(5)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의 요구도의 관계는 분산
분석 (ANOVA)과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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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 A. A. A.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가 응답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 연령 , 결혼상태 , 학력 , 치매증상이 나타난 기간의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

치매노인 72명의 성별은 여자가 51명(70.8%), 남자가 21명(29.2%)이었으며 , 연
령은 65~69세가 12명(16.7%), 70~79세가 28명(38.9%), 80~89세가 28명(38.9%), 90세
이상이 4명 (5.5%)으로 평균 연령은 77.36(±7.96)세이었다 .

치매노인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59명(81.9%), 사별이 13명 (18.1%)이었으며 , 교
육수준은 무학이 24명 (33.3%), 초등학교 졸업이 23명 (32.0%), 중학교 졸업이 13명
(18.1%),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 6명 (8.3%)이었다 .

치매노인의 증상이 나타난 기간은 3~4년이 23명(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
음으로는 2~3년이 18명 (25.0%), 1~2년이 12명 (16.7%), 그리고 5년 이상이 11명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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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n=72)

특성 구분 실수 % M SD 범위

성별 여자
남자

51

21

70.8

29.2

연령 65~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12

28

28

4

16.7

38.9

38.9

5.5

77.36 7.96 65 ~ 95

결혼상태 기혼 (유배우 )

사별
59

13

81.9

18.1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교 이상

24

23

13

6

6

33.3

32.0

18.1

8.3

8.3

증상이
나타난
기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1

12

18

23

7

11

1.4

16.7

25.0

31.9

9.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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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살펴 본 성별 , 연령 , 결혼상태 , 학
력 , 직업 , 종교 , 노인과의 관계 , 수입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

가족간호자는 총 72명으로 , 성별은 여자가 55명(76.4%), 남자가 17명(23.6%)이
었으며 , 연령은 20대가 1명(1.4%), 30대가 14명(19.5%), 40대 24명(33.3%), 50대 17

명 (23.6%), 60세 이상이 16명 (22.2%)으로 평균 연령은 49.93(±12.23)세이었다 .

가족간호자의 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가 25명(34.7%), 딸이 20명(27.8%),  배우
자가 13명(18.0%), 아들이 12명(16.7%), 손자 또는 손녀가 2명(2.8%)이었으며 , 결혼
상태는 기혼이 66명 (91.7%), 미혼이 5명 (6.9%)이었다 .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8명 (11.1%), 고등학교 졸업이 33명 (45.8%), 대
학교 이상이 28명 (38.9%)이었으며 , 직업은 전업 주부가 33명(45.8%), 상업이 14명
(19.5%), 회사원과 직업이 없는 사람이 각 10명 (13.9%)이었다 .

가족간호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27명 (37.5%) 이었으며 , 종교가 없는 경우가 22

명 (30.5%), 불교가 12명 (16.7%), 천주교가 11명 (15.3%)이었다 .

치매노인 가족의 1달 총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7명(9.8%), 101~200만원이 19

명(26.8%), 201~300만원이 12명(16.9%), 301~400만원이 24명(33.8%), 401만원 이상이
9명 (12.7%)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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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n=72)

특성 구분 실수 % M SD 범위

성별 여자
남자

55

17

76.4

23.6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

14

24

17

16

1.4

19.5

33.3

23.6

22.2

49.93 12.23 27~78

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딸
배우자
아들
손자 ․녀

25

20

13

12

2

34.7

27.8

18.0

16.7

2.8

결혼상태 기혼 (유배우 )

미혼
기타

66

5

1

91.7

6.9

1.4

교육수준 무학
중졸 이하
고졸
대학교 이상

3

8

33

28

4.2

11.1

45.8

38.9

직업 전업 주부
상업
회사원
없음
기타

33

14

10

10

5

45.8

19.5

13.9

13.9

6.9

종교 기독교
없음
불교
천주교

27

22

12

11

37.5

30.5

16.7

15.3

1달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7

19

12

24

9

9.8

26.8

16.9

33.8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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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과과과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거거거주주주환환환경경경

치매노인의 간호 및 가족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거주 환경을 살
펴보면 <표 3>과 같다 .

치매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는 2명이 10명(13.9%), 3~4명이 17

명(23.6%), 5명 이상이 45명(62.5%)이며 , 평균 4.53(±1.4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 

치매노인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1명 (56.9%), 다세대주택이 20명
(27.8%), 단독주택이 9명 (12.5%)이었다 .

치매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방의 개수는 1개인 경우가 2명 (2.8%), 2개가 6명
(8.3%), 3개가 52명(72.2%), 4개 이상인 경우가 12명(16.7%)으로 평균 3.06(±0.67)개
이었으며 , 치매노인을 위한 독립된 방이 있는 경우가 53명 (73.6%), 독립된 방이 따
로 없는 경우가 19명 (26.4%)이었다 . 

표 3.  치매노인과 가족간호자의 거주 환경 (n=72)

특성 구분 실수 % M SD 범위

동거인 2명
3~4명
5명 이상

10

17

45

13.9

23.6

62.5

4.53 1.48 2 ~ 7

주거형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기타

41

20

9

2

56.9

27.8

12.5

2.8

방의 수 1개
2개
3개
4개 이상

2

6

52

12

2.8

8.3

72.2

16.7

3.06 0.67 1 ~ 5

치매노인을
위한 독립된
방의 유무

있음
없음

53

19

73.6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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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문문문제제제행행행동동동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은 <표 4>와 같다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은 지남력장애 행동 , 불안 ․초조 행동 , 적대행동 , 우울행동 , 

폭력행동 , 배회행동 ,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7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39항목을
조사하였으며 , 척도는 항상 증상이 있다 4점 , 자주 증상이 있다 3점 , 가끔 증상이
있다 2점 , 그리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를 1점으로 하여 ,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
총점이 156점이 된다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은 67.6(±14.75)점 이었으며 , 최고 114점에서
최저 41점으로 분포하였다 . 

영역별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 지남력 장애행동이 4점 만점에
2.42(±0.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 불안 ․초조행동이 1.85(±0.50)점 , 적대행동이
1.75(±0.73)점 , 배회행동이 1.58(±0.68)점 , 폭력행동이 1.49(±0.48)점 , 우울행동이
1.46(±0.46)점 ,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1.29(±0.45)점 순이었다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구체적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
은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없다 ’가 3.56(±0.71)점이었으며 , 그 외에 ‘장소에 대
한 지남력이 없다 ’가 2.79(±0.92)점 , ‘안절부절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
다 ’가 2.33(±0.99)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

반면 ,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해하려 한다 ’가 1.14(±0.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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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n=72)

문제행동 M SD

자남력 장애행동 2.42 0.69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없다 3.56 0.71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다 2.79 0.92

가족을 몰라본다 2.07 1.03

쓸데없이 남의 방에 들어간다 1.86 0.88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1.82 0.97

불안 ․초조행동 1.85 0.50

안절부절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2.33 0.99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 2.31 1.08

의미 없는 말을 한다 2.19 0.96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를 오르내릴때 불안해 보인다 2.10 1.10

혼자 말하고 중얼거린다 2.03 0.98

건강에 대해 염려하거나 불평한다 1.83 0.99

잠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1.78 0.84

밤 동안에 깨어있다 1.78 0.83

쓸데없이 주의집중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1.72 0.88

투정을 부리거나 흐느껴 운다 1.62 0.93

환청 또는 환시를 본다 1.53 0.77

밤 동안에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1.42 0.60

죽음이나 해를 입는 것에 대해 말한다 1.38 0.54

적대행동 1.75 0.73

쉽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낸다 2.01 0.97

싸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1.97 0.92

비협조적이다 1.93 0.81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악담을 퍼붓는다 1.68 0.85

비명을 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친다 1.57 0.85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 1.56 0.80

없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1.54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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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제행동 M SD

배회행동 1.58 0.68

돌아다니거나 시설 또는 집을 탈출하려 한다 1.82 1.04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가져오거나 물건을 모아 놓는다 1.54 0.77

아무 목적 없이 앞뒤로 걷거나 , 휠체어를 앞뒤로 움직인다 1.38 0.72

폭력행동 1.49 0.48

무의미한 행동을 한다 1.92 0.95

반복적인 행동을 수행한다 1.82 0.98

위험한 일을 하려한다 1.43 0.62

물건을 부순다 1.17 0.41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해하려한다 1.14 0.45

우울행동 1.46 0.46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1.64 0.74

자신의 방에만 있고 ,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 하지 않는다 1.51 0.82

돌보는 것에 저항한다 1.47 0.69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한다 1.22 0.51

부적절한 성적 행동 1.29 0.45

부적절한 장소에서 용변을 본다 1.42 0.62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1.17 0.41

총계 67.6 67.6 67.6 67.6 14.7514.7514.75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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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동동동작작작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수준은 <표 5>와 같다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은 옷 입기 , 식사하기 , 세수나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 

이동하기 , 화장실 출입하기 , 대 ․소변 가리기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평가
하는 것으로 모두 7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 척도는 완전자립을 1점 , 부분의존
을 2점 , 완전의존을 3점으로 하여 , 전체가 완전 의존인 경우 21점이 된다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총점은 평균 11.79(±2.58)점이며 , 세부항
목별로 살펴보면 목욕하기가 2.25(±0.73)점으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 그 외에 옷
입기가 1.94(±0.58)점 , 세수나 양치질하기가 1.89(±0.62)점 , 식사하기가 1.78(±0.63)

점 , 대 ․소변 가리기가 1.40(±0.55)점 , 화장실 출입하기가 1.39(±0.49)점 , 이동하기가
1.14(±0.35)점이었다 .

표 5.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n=72)

일상생활활동 M SD

목욕하기 2.25 0.73

옷 입기 1.94 0.58

세수나 양치질하기 1.89 0.62

식사하기 1.78 0.63

대 ․소변 가리기 1.40 0.55

화장실 출입하기 1.39 0.49

이동하기 1.14 0.35

총계 11.7911.7911.7911.79 2.582.58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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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1. 1. 1. 1.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표 6>과 같다 .

가족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간호자의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심신의
건강 , 치매노인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 그리
고 경제적 부담으로 구성되며 , 척도는 항상 그렇다 4점 , 자주 그렇다 3점 , 가끔 그
렇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여 , 부담감이 가장 높은 경우 80점이
된다 .

문항 중 ‘나는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와 ‘치매노인 부양에 보람을
느낀다 ’,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
면 좋겠다 ’항목은 긍정적 질문으로 분석 시 역코딩을 통해 평균을 구하였다 . 

치매노인의 가족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의 총점은 평균 42.67(±7.70)점으로 최
고 57점에서 최저 24점으로 나타났다 .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4점 만
점에 2.53(±0.37)점으로 가장 높았고 , 개인적 ․ 사회적 활동의 제한이 2.44(±0.70)

점 , 심신의 건강이 2.00(±0.59)점 , 경제적 부담이 1.97(±0.42)점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1.91(±0.57)점 이었다 .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 중 ‘나는 치매노인의 부양에
보람을 느낀다 ’의 역코딩 점수가 3.07(±0.68)점으로 가장 높은 부담감 점수를 보
였다 . 이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간호자가 보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두 번째로 높은 부담감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치매노인부양으
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가 3.01(±0.91)점이었으며 , ‘나는 치매노인을 위
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 역코딩 점수가
3.00(±0.73)점의 순서를 보였다 .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한다 ’

항목이 1.51(±0.56)점으로 가장 낮은 부담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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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n=72)

부담감 M SD

치매노인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2.53 0.37

나는 치매노인 부양에 보람을 느낀다 3.07 0.68

나는 치매노인을 보거나 부양하려면 긴장이 된다 2.22 0.94

나는 치매노인을 보면 고통스럽다 2.14 0.76

나는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1.94 0.87

개인적 ․ 사회적 활동의 제한 2.44 0.70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3.01 0.91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다른 집단 일이나 직장 일을 잘하지
    못한다

2.44 0.85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가족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2.17 0.89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손님 초대가 불편하다 2.13 0.99

심신의 건강 2.00 0.59

나는 치매노인으로 인해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 불안하다 2.35 0.89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몸이 고달프다 2.04 0.64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1.85 0.83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식욕이 없다 1.76 0.76

경제적 부담 1.97 0.42

나는 치매노인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
으면 좋겠다

3.00 0.73

나는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1.74 0.67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

1.67 0.65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한다

1.51 0.56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1.91 0.57

나는 치매노인 문제행동으로 화가 난다 2.18 0.72

나는 치매노인이 요구하는 전부를 해줄 수는 없다 1.96 0.68

나는 치매노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
각한다

1.89 0.83

나는 치매노인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한다는 생각이 든다 1.60 0.71

총계 42.6742.6742.6742.67 7.707.707.7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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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도는 <표 7>과 같다 .

전문적 도움은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에 대한 내용으로 총 28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 척도는 매우 필요하
다 4점 , 필요하다 3점 , 필요하지 않다 2점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모든 항목
에 대한 도움 요구가 매우 높은 경우 총 112점이 된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의 요구 총점은 평균 84.21(±11.40)

점 이었으며 , 최고 110점에서 최저 41점으로 나타났다 . 

전문적 도움 요구의 세부 분류별로 살펴보면 ,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
움 요구도가 4점 만점에 3.06(±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 그 외에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3.02(±0.44)점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3.01(±0.47)점 ,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에 대
한 요구도가 2.93(±0.38)점 이었다 .

전체 28항목 중에서는 ‘치매노인의 기억력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
법 ’에 관한 도움 요구가 3.40(±0.60)점으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 그 다음은 ‘치
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 연결 ’이 3.39(±0.70)점 , ‘부양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기
법 ’이 3.28(±0.66)점 , ‘치매노인의 기능변화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가
3.28(±0.61)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 가장 낮은 항목으로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
한 주거환경의 정비 ’는 2.54(±0.67)점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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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 (n=72)

부담감 M SD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3.06 0.56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 연결

3.39 0.70

우리 가족을 전담하는 전문가(치매전문상담요원 , 치매전문간호
사 등)와의 지속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상담 프로그램

3.10 0.70

도우미(환자의 목욕 , 식사 돕기 , 가사일 돕기) 파견서비스 3.03 0.82

내가 원할 때 치매정보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전화 , 인터넷
상담

3.01 0.68

위기상황에 대한 부양자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대면상담 2.93 0.59

다른 치매노인의 가족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기
회 제공 : 자조집단 등

2.92 0.67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 3.02 0.44

치매노인의 기억력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3.40 0.60

치매노인과의 효과적 관계형성 방법 3.13 0.56

치매노인의 정서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3.12 0.63

치매노인의 행동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3.03 0.90

치매노인의 자가관리능력(목욕 , 식사 , 옷입기 등)을 유지 , 증진
시키는 방법 3.00 0.71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재활훈련방법 2.97 0.69

가족이 치매노인의 질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훈련 2.79 0.63

치매노인의 언어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2.65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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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담감 M SD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3.01 0.47

부양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3.28 0.66

가족 및 주변사람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이나 책임을 분담
하도록 하는 방법 교육

3.10 0.72

효과적인 가족관계형성 방법 3.08 0.77

치매노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다투는 것을 줄이는 방법 3.07 0.68

치매노인의 병 , 행동 , 혹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
한 상담

3.06 0.63

주부양자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 3.03 0.67

부양자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검진 , 운동요법 등 2.93 0.74

주부양자의 치매노인 간호시간과 개인시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일과계획 훈련

2.88 0.50

치매환자 간호에 대한 자부심 갖기 훈련 2.68 0.71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2.93 0.38

치매노인의 기능변화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3.28 0.61

치매노인이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 및 관리방법 3.01 0.66

치매 노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능 및 역할 수준 2.90 0.51

치매노인을 위한 비약물요법에 대한 이해 2.90 0.56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비 2.54 0.67 

총계 84.2184.2184.2184.21 11.4011.4011.4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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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 요구에
관한 결과는 <표 8> 및 <표 9>와 같다 .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치매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
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2.612, P=0.016)가 있었다 . 이를 치매노인의 교
육수준 간의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실
시한 결과 , 치매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
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즉 , 치매노인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이 가장 높았으며 , 노인이 초졸 , 중졸 , 

고졸인 경우가 그 다음이고 , 노인이 무학일 때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이 가장 낮
았다 .

반면 , 치매노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지만 , 치매노인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부담감이 높고 ,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가 70세 미만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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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일반적 특성 N M SD t or F P

성별 남자 21 45.00 5.25 1.671  0.99 

여자 51 41.71 8.36

연령 65~69세 12 40.83 7.13 0.270 0.847

70~79세 28 43.14 7.37

80~89세 28 42.89 8.89

90세 이상 4 43.25 0.50

교육수준 무학 (a) 24 38.79 8.44 2.612

(e>b=c=d>a)

0.016

초졸 (b) 23 43.70 7.37

중졸 (c) 13 45.77 5.82

고졸 (d) 6 42.00 4.82

대학 이상 (e) 6 48.17 5.60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 치매노인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 치매노인이 70세 미만인 경우가 70세 이상인 경
우보다 , 치매노인의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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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

일반적 특성 N M SD t or F P

성별 남자 21 83.81 6.09 -0.189 0.850

여자 51 84.38 13.02

연령 65~69세 12 88.58 6.61 0.712 0.548

70~79세 28 83.64 9.06

80~89세 28 83.04 15.17

90세 이상 4 83.25 3.30

교육수준 무학 24 87.29 8.87 1.114 0.249

초졸 23 80.61 14.75

중졸 13 83.85 8.44

고졸 6 89.00 12.84

대학 이상 6 81.67 6.95

2. 2. 2. 2.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 요구에 관한 결과는 <표 10> 및 <표 11>과 같다 .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F=2.870, P=0.013), 노인과의 관계(F=2.962, 

P=0.026),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F=7.590, P=0.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그룹별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족간호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50대 이상 )가 연령이
낮은 경우 (40대 이하 )보다 , 노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나 아들 , 딸의 경우가 며느리
나 손 ․자녀인 경우보다 ,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중졸 이하 )가 높은 경우 (고졸 이상 )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담감이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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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가족간호자의 성별이나 결혼 상태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표 10.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일반적 특성 N M SD t or F P

성별 남자 21 83.81 6.09 -0.189 0.052

여자 51 84.37 13.02

연령 39세 이하 (a) 15 39.07 5.84 2.870

(c=d>a=b)

0.013

40~49세 (b) 24 40.58 8.52

50~59세 (c) 17 46.35 7.06

60세 이상 (d) 16 45.13 6.74

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a) 25 39.84 5.60 2.962

(b=c=d>a=e)

0.026

딸 (b) 20 42.15 10.10

배우자 (c) 13 47.54 5.36

아들 (d) 12 45.00 6.86

손자 ․녀 (e) 2 37.50 4.95

결혼상태 기혼 66 42.62 7.97 -0.006 0.995

미혼 5 42.60 4.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a) 8 50.50 5.90 7.590

(a>b=c)

0.000

고졸 (b) 33 42.82 6.25

대학 이상 (c) 28 39.54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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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 즉 성별과 연령 , 노인과의 관계 , 결혼 상태 , 교육수
준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하지만 가족간호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가 자식인 경우보다 전문적 도
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 그리고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1.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

일반적 특성 N M SD t or F P

성별 남자 21 83.81 6.09 -0.189 0.129

여자 51 84.37 13.02

연령 39세 이하 14 81.93 9.69 0.521 0.721

40~49세 24 95.00 16.08

50~59세 17 92.82 6.69

60세 이상 16 85.81 8.42

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25 83.92 10.02 0.499 0.737

딸 20 81.75 15.71

배우자 13 87.31 8.62

아들 12 85.42 8.36

손자 ․녀 2 85.00 14.14

결혼 상태 기혼 66 84.29 11.40 0.468 0.662

미혼 5 86.60 10.60

교육수준 중졸 이하 8 81.38 7.07 0.378 0.686

고졸 33 83.24 14.56

대학 이상 28 85.04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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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 E.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1. 1. 1. 1.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

문제행동의 정도는 문제행동 점수의 총점에 따라 심한 경우 (75점 이상 ), 중등
도의 경우(60~74점), 경한 경우(59점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 일상생활동작수행 능력
은 K-ADL로 측정한 총점에 따라 의존도가 심한 경우 (14점 이상 ), 중등도의 경우
(10~13점 ), 경한 경우 (9점 이하 )로 구분하였다 .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치매노인이 가지는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 (F=8.607, P=0.000)가 있었는데 , 문제 행동이 중등도인 경우에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이 46.63(±7.62)점으로 가장 높았다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별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심하거나 중등도인 경우가 경한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았다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835, P=0.026)가 있었으며 , Scheffe 검정 시 일상생활동작의 의존도가 심
하거나 중등도인 경우가 경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담감이 높았다 .

표 12.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비교 (n=72)

특성 구분 실수 M SD F P

문제행동 심함 (a)

중등도 (b)

경함 (c)

22

27

23

42.23

46.63

38.43

4.70

7.62

7.96

8.607

(a=b>c)

0.000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심함 (a)

중등도 (b)

경함 (c)

16

42

14

41.13

44.60

38.64

5.73

7.46

8.84

3.835

(a=b>c)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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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가 느끼는 영역별 부담감의 차이를 검
증한 ANOVA검정 결과는 <표 13> 및 <표 14>와 같다 .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중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F=11.291, P=0.000)과 심신
의 건강 (F=4.202, P=0.019),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F=3.989, 

P=0.023)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 Scheffe 검정 결과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심신의 건강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모두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중등도이거나 심한 경우가 경한 경
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부담감을 보였다 .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와 경제적 부담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정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표 13.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영역별 부담감 비교 (n=72)

영역별
부담감

문제행동

개인적 ․ 

사회적
활동의 제한

심신의 건강
치매노인부양
에 대해

느끼는 가치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심함 (a) 2.44±0.53 1.98±0.61 2.42±0.22 1.90±0.41 1.93±0.41

중등도 (b) 2.82±0.72 2.22±0.56 2.61±0.38 2.11±0.57 2.06±0.48

경함 (c) 1.99±0.54 1.76±0.52 2.54±0.46 1.67±0.62 1.93±0.35

F 11.291

(a=b>c)

4.202

(a=b>c)

1.632 3.989

(a=b>c)

0.720

P 0.000 0.019 0.203 0.023 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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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중 치
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F=5.069, P=0.009)와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
레스(F=4.341, P=0.0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이들의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e 검정 결과 ,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치매노인
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의존도가 중등도인 경우가 심하거나 경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부담감을 가지며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심하게 떨어지거나 중등도인 경우가 경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부담감을 나타내었다 .

그 외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심신의 건강 , 경제적 부담은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표 14.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영역별 부담감 비교
 (n=72) 

영역별
부담감

일상생활
동작수행능력

개인적 ․ 

사회적
활동의 제한

심신의 건강
치매노인부양
에 대해

느끼는 가치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심함 (a) 2.28±0.65 1.89±0.60 2.39±0.16 1.91±0.29 1.83±0.36

중등도 (b) 2.54±0.69 2.08±0.57 2.64±0.35 2.03±0.61 2.07±0.39

경함 (c) 2.30±0.74 1.89±0.64 2.36±0.49 1.54±0.54 1.89±0.52

F 1.139 0.871 5.069

(b>a=c)

4.341

(a=b>c)

2.334

P 0.326 0.423 0.009 0.0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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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를 검증하
기 위해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 총점은 치매노인이 가지는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4.936, P=0.010)가 있었는데 , 이는 Scheffe 

검정 결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중등도 (87.63점 )이거나 경한 (85.87점 ) 경우가 심
한 (78.27점 ) 경우 보다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표 15.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 비교
 (n=72) 

특성 구분 실수 M SD F값 P

문제행동 심함 (a)

중등도 (b)

경함 (c)

22

27

23

78.27

87.63

85.87

14.61

9.40

7.66

4.936

(b=c>a)

0.010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심함
중등도
경함

16

42

14

84.44

85.31

80.64

7.49

7.80

20.63

0.88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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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ANOVA검정 결과는 <표 16> 및 <표 17>과 같다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요구 (F=3.871, 

P=0.026)와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에 대한 요구(F=4.940, P=0.010), 지역
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요구 (F=5.550, P=0.00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이를 Scheffe 검정한 결과 , 문제행동이 중등도이거나 경한 경우가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은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표 16.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영역별 전문적 도움 요구 비교
 (n=72) 

전문적 도움
         영역
문제행동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심함 (a) 2.76±0.42 2.88±0.45 2.76±0.67 2.76±0.71

중등도 (b) 3.06±0.38 3.10±0.42 3.12±0.36 3.24±0.39

경함 (c) 2.93±0.30 3.04±0.46 3.12±0.21 3.15±0.45

F 3.871

(b=c>a)

1.524 4.940

(b=c>a)

5.550

(b=c>a)

P 0.026 0.225 0.0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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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수행 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요
구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 방법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에 대한 요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

표 17.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영역별 전문적
도움 요구 비교

               (n=72) 

전문적 도움
         영역
일상생활
동작수행능력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심함 (a) 2.85±0.35 3.03±0.27 3.09±0.34 3.02±0.46

중등도 (b) 2.99±0.32 3.02±0.40 3.06±0.30 3.10±0.38

경함 (c) 2.83±0.57 2.96±0.69 2.76±0.84 2.99±0.99

F 1.365 0.102 2.582 0.275

P 0.262 0.903 0.083 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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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F. 주주주요요요 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변수들 즉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 치매노인 가족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 , 그리고 치매노인 가족간호
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간의 상관관계는 <표 18>과 같다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수행 능력의 상관계수는 γ

=0.401(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
움에 대한 요구의 상관계수도 γ=-0.261(P<.05)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며 ,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반면 ,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전문적 도
움에 대한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 치매노인
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

표 18.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문제행동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부담감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

문제행동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0.401 **

부담감 0.214 0.128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

-0.261 * 0.105 -0.07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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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자가 느끼는 영역별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에 관한 구체적 항목의 요
구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19>와 같다 . 

가족간호자의 심신의 건강과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대한 도움 요구와의 상
관계수는 γ=-0.238(P<.05)로 역상관관계를 보이며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그 외에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치매노인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 치매
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의
하위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표 19.  가족간호자의 영역별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와의 상관관계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0.057 0.000 -0.108 -0.141

심신의 건강 -0.143 -0.025 -0.158 -0.238 *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0.065 0.211 0.011 -0.097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0.046 0.158 0.143 -0.044

경제적 부담 -0.128 -0.120 0.035 0.02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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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른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부담
감을 알아보고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이 원하는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
구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

A. A. A. A.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

치매노인의 증상정도는 문제행동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으로 살펴보았으며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은 구체적으로 지남력 장애행동 , 불안 ․초조행동 , 적대행동 , 우
울행동 , 폭력행동 , 배회행동 ,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 또한 일
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옷 입기 , 세수하기 , 목욕 , 식사 , 이동 , 화장실 이용 , 대소변
조절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총점은 평균 67.6(±14.75)점이며 , 영역별 문
제행동 점수는 지남력 장애행동이 2.42(±0.6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불안 ․초
조행동 , 적대행동 , 배회행동 , 폭력행동 , 우울행동 ,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순서를 보
였다 . 이는 , 김주희와 이창은 (1999)의 시설에 입원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빈도에
관한 연구에서 7점 척도를 사용한 점수의 평균이 2.40(±0.85)점이었던 것에 비하
면 ,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행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김주희 외 (1999)의 연
구에서 문제행동의 유형별 출현빈도는 지남력 장애행동 , 불안 ․초조행동 , 적대행동 , 

우울행동 , 폭력행동 , 배회행동 ,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 본 연구
의 배회행동과 우울행동의 빈도수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 또한 이는 김남용 (2006)이 서울시 치매주간보호소의 치매노인 문제행동의 빈도
를 기억 관련 문제 , 파괴적 행동 , 우울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에서 기억



- 51 -

관련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 그 외에 파괴적 행동으로 ‘쉽게 화를 내거나
화를 내면서 투정함 ’과 우울행동으로 ‘불안해보이거나 걱정스러워 보임 ’의 빈
도수가 높은 것과 유사하다 .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총점은 평균 11.79(±2.58)점
으로 기능별로는 목욕하기 , 옷 입기 , 세수나 양치질하기 등의 순서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 이동하기 기능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 이는 원장원 외 (2002)가 정상 노인군과 종합검진센터나 노인복지관 , 병원
및 보건소의 외래를 방문한 환자 노인군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점수를 측정
시 7.09(±0.29)점과 14.66(±5.02)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정상 노인군 보다
는 현저하게 타인에 대해 의존적인 일상생활활동 수준을 보이며 , 환자 노인군 보
다는 조금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또한 원장원 (2004)의 연구에서 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목욕하기 , 세
수하기 , 옷 입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하기 , 대 ․소변 가리기 , 식사하기의 순서로
소실된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치매노인군이 화장실 이용하기와 대 ․소
변 가리기가 상대적으로 가족의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본 연구
의 대상자인 지역사회 복지회관의 주간보호센터 중 일부가 치매노인이 입소할 때
입소기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혼자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의 간단한 도움으로 가능
할 것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 성기혜 (2006)는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부양자의 부담감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에서 대
학병원 외래를 방문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은행이용 ’, ‘장보기 ’ 

등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제외하고는 ‘목욕 , 샤워 ’, ‘걷기 ’, ‘세수 , 양
치질 ’, ‘화장실 이용 ’, ‘식사하기 ’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 이는 본
연구의 순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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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총점은 42.67(±7.70)점으로 , 최소 24점
에서 최고 57점으로 나타났으며 , 치매노인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2.53(±0.37)

점으로  가장 높았다 .

본 연구와 같이 한국의 치매노인 가족에게 Koshberg와 Cairl(1986)의 Cost of 

Care Index를 적용한 유광수 (2001)의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담감 연구에서 가족의 부담감 평균이 2.93(±1.17)점을 보인 것에 비
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 이는 본 연구가 치매노인의 증상이 나타난 기간이 긴 노인 (3년 이상이 56.9%)

이 유광수의 연구(3년 이상이 32.6%)보다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 특히 치매와 같
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의 경우는 발병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호자의 적응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또한
유광수의 연구가 농촌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 치매노인에 대한 시설이나 사회적 지
원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서울 , 경기 지역의 주간보호시설이나 치매관련협회를 이용하고 있
는 가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또한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 가족이 느끼는 부담감의 세부 항목의 순서는 치매
노인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심신의 건강 , 경제적
부담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유광수 (2001)

의 연구에서 치매노인가족 부양자의 부담감을 느끼는 순서가 개인적 ․사회적 활동
의 제한 ,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불유쾌한 일 , 경제적 부담 , 치매노인부양에 대한
의욕 , 심신의 건강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가족간호자의 심신의
건강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는 권중돈 (1994)의 연구에서 부담감의 세부 항
목 중 건강상의 부담이 높은 수준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

유광수 (2001)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의 관계에서 부
담감 전체와 관계 (γ=0.330)가 있었고 , 구체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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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욕 , 불유쾌한 일에서 가족부양자의 부담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 마찬가지
로 본 연구에서도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의 수준에 따라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에 차
이가 있었으며(F=8.607, P=0.000), 문제행동이 심하거나(42.23점) 중등도(46.63점)인
경우가 경한 (38.43)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 특히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
(F=11.291, P=0.000)과 심신의 건강(F=4.202, P=0.019),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
레스(F=3.989, P=0.0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유광수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 하지만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의 수준에 따른 총 부담감과의
상관관계가 γ=0.214로 유광수의 연구에서 γ=0.330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관
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문제행동이 중등도인 경우가 경한 경우보다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이 훨씬 높아진 반면 심한 경우에 다소 부담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또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
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3.835, P=0.026), 이는 성기혜(2006)

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라 부양자의 부담감이 차이를 보인 것
(F=10.65, P=0.000)과 유사한 결과이다 .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이외에도 가족간
호자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노인과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요
인으로 가족간호자의 연령과 노인과의 관계 ,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Tornatore(2002)의 연구에서 부양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적은 경우보다 부담감이
높았던 것과 , Mangone et al.(199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의 부담감에
차이를 보인 것 , 유인영과 김명희 (2006)가 부양자의 학력 , 직업 , 치매노인과의 관
계 , 건강상태에 따라 부감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

이상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가족간호자의 연령과 교
육수준 , 노인과의 관계 등 일반적 특성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따라서 치매노인이 이용하
는 지역사회의 주간보호시설이나 보건소에서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치매의 증상 정도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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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C. 치치치매매매노노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간간간호호호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적적적 도도도움움움 요요요구구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 총점은 84.21(±11.40)점으
로 , 최소 41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나타났다 . 이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외래 방문 치매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유은정과 하양
숙 (1995)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 간호요구의 하위 개념 중 치료와 관련된 간호
요구의 내용으로 치매노인에게 이루어지는 실금관리 , 변비예방 , 물리치료 , 정신치
료 , 언어치료 등 직접 치료내용의 요구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와 직접 비
교는 어렵지만 , 연구에서 5점 척도를 사용한 점수의 평균이 3.63점인 것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전문적 도움 요구는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요구가 3.06(±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에
대한 요구 ,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 요구 ,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
적 도움에 대한 요구의 순서를 보였다 . 가족간호자의 전문적인 도움 요구의 개념
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 유은정 외 (1995)의 연구에서는 간호방법에 관한 정보적 요
구 ,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요구 , 치료와 관련된 요구 , 복지와 관련된 요구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하민숙 (2002)의 연구에서는 치매의 치료와 관련된 요구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다 .

전문적 도움 요구 중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
은 김선미 (2001)의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시설 관련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유료양
로시설 , 실비요양시설 , 무료요양시설 , 치매노인전문병원 , 일반병원 노인과 )를 ‘매
우 필요하다 ’고 답한 응답율이 33.6% ~ 61.7%를 보인 것과 유사하며 ,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연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의 내용 ,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정보의 가족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
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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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
인을 위한 재가보호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은 2003년 178개소 , 2004년 237개소에 이
어 ,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약 280개소가 있고 이용인원은 4,378명이
었다 .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4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으로 약 4,324,780명으로 전체노인의 약 0.1%를 수용할 수 있는 수이다 . 특히 서울
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731,349명의 0.16%인 1,137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 경기도는
755,511의 0.11%인 838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 또한 재가보호시설 이외의 시설로
주거복지시설은 13,289명 , 의료복지시설은 35,17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전체
노인인구의 약 8.3%를 치매노인 유병률로 볼 때 대다수의 노인이 시설의 도움 없
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치매를 포함한 만성질환 노인의 시
설 및 재가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발맞추어 정부는 해마다 많은 수
의 기관과 수용인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 치매노인을 돌보는 많은 가족간호자들의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시설 및 자원에 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양적인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의 증상과 가족의 요구에 따른 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치매노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의 요구에 관한 28개 항목 중에서는 ‘치
매노인의 기억력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에 관한 도움 요구가
3.40(±0.60)점으로 가장 높았다 . 치매노인 가족의 간호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
구에서 김희경과 이옥란 (2000)은 치매노인 가족들은 치매노인을 모시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치매관련 지식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길 원한다고 하였다 . 또한 유은정 외 (1995)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가족은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싶다 ’ 항목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 이상의 연구에서 실제로 치매노인 가족은 노인의 치매 관련
증상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기를 원함을 알 수 있고 , 특히 치매 관련
증상 중 기억력장애에 대한 반응 및 대처방법의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치매노인이 보이는 기억력장애는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가족간호
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흔하게 접하는 상황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
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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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사회의 보건소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복지관 및 시설은 등록되
어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모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의 가족모임은 1년에 1~4회 정도 가족들이 치매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가족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 기관 내에서 치매노인의 활동을 소개하
는 것이며 , 추가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간호용품을 대여하거나 치매 팔찌를
지원해주는 것 등이 있다 . 대부분의 가족모임은 비슷한 처지의 가족간호자들에게
정서적 지지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나 , 그 외에 치매의 이해나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과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을 위해 가족모임을 회차 별로 서
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훈련
을 제공하기보다는 일회성 사업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 양영희 (1992)는 돕는
행위가 인간의 기본 특성이기는 하더라도 배우거나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낮고 가족원들의 불안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 즉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는 정서적 지지 이외에도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며 , 현재 지역사회에서
의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지역사회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원할 때 누구
라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치매노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의 요구에 관한 항목 중 ‘치매노인의 기
억력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 다음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
은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 연결 ’, ‘부양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 

‘치매노인의 기능변화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의 순서로 나타나 치매노인의
증상에 대한 관리방법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건강관리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지역사회의 각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자원
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센터의 개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치매노인의 증상에 따른 가족의 전문적 도움의 요구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중등도이거나 경할 때가 심할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문제행동이 심
한 경우보다 중등도일 때가 발병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가족들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가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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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는 γ=-0.261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 이 역시
발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행동은 심해지지만 가족간호자는 치매노인의 증상 및
문제행동에 그 이전보다 적응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반면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가족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하민숙 (2002)의 연구에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가
족의 간호요구도간에 유의한 차이 (F=7.48, P<0.01)가 있었던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
었다 . 

이상의 결과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는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감이 최고로 높아지기 전인 발병 초기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중재가 제
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원
할 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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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 A. A. A.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라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부담
감을 알아보고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이 원하는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
구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기간은 2006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 일차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 문항을 구성하고 , 이차로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치매관련 주간보호시설 및 치매가족 관련
협회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설문지는
직접방문과 우편조사를 통해 총 98부를 배포하여 73부가 회수되었으며 , 대상자 선
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1부를 제외한 72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총점은 156점 만점에 평균 67.6점으로 나타났으며 , 7

가지 세부 영역 문제행동 중 지남력 장애행동이 2.42점으로 가장 심한 양상을 보
였고 , 그 외에 불안 ․초조행동 , 적대행동 , 배회행동 , 폭력행동 , 우울행동의 순이였으
며 , 가장 적은 점수를 얻은 문제행동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었다 .

2.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총점은 21점 만점에 11.79점으로 나타
났으며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목욕하기가 2.25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
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옷입기 , 세수나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대 ․소변 가리기 , 화
장실 출입하기 , 이동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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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의 총점은 80점 만점에 평균 42.67

점이며 ,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2.53점으로 가장 높았고 , 개인적 ․ 사
회적 활동의 제한이 2.44점 , 심신의 건강이 2.00점 , 경제적 부담이 1.97점 , 치매노
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1.91점이었다 .

4.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도 총점은 112점
만점에 평균 84.21점이었으며 ,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요구가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 치매노인 부양을 위한 기술적 대처방법에 관한 요구가 3.02점 , 치매
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에 대한 요구가 3.01점 ,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에 대한 요구가 2.93점이었다 .

5. 치매노인 및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의 차
이를 살펴보면 , 치매노인의 교육수준 (F=2.612, P=0.016)과 가족간호자의 연령
(F=2.870, P=0.013), 노인과의 관계(F=2.962, P=0.026), 교육수준(F=7.590, P=0.000)에
따라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에 차이가 있었다 .

6. 치매노인 및 가족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7.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이 심하거나 (42.23점 ) 중등도인 경우 (46.63점)가 경한(38.43)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F=8.607, P=0.000), 특히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F=11.291, 

P=0.000)과 심신의 건강 (F=4.202, P=0.019),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F=3.989, P=0.023)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또한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차이도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F=3.835, P=0.026),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거나(41.13점) 중등도(44.60)인 경우가 경한(38.64) 경우보다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 특히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중 치매노인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
(F=5.069, P=0.009)와 치매노인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F=4.341, P=0.017)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에 따른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는 치
매노인의 문제행동이 중등도(87.63점)이거나 경한(85.87) 경우가 심한(78.27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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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았으며 (F=4.936, P=0.010), 특히 치매의 이해와 자료에 관한 지적 도움
(F=3.871, P=0.026)과 치매노인 가족 자신을 위한 도움(F=4.940, P=0.010), 지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F=5.550, P=0.006)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 반면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동
작 수행능력 (γ=0.401)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 (γ

=-0.26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특히 가족간호자의 부
담감과 전문적 도움의 세부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 가족간호자의
심신의 건강과 지역사회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이 γ=-0.238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간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의
를 갖는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가족간호자가 원하는 전문적 도움
에 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초적으로나마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
족간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간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는 가족의 부
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 가족이 느끼는 부담감과 전문
적 도움 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
자의 부담감이 최고로 높아지기 전인 발병 초기에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
구가 높으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중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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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 지역사회의 치매관련 주간보호시설 및 치매가
족 관련 협회를 이용하는 치매노인 가족간호자뿐 아니라 숨어있는 치매환자를 돌
보는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많은 수의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

2.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에 관한 요구를 측정하는 문
항의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치매노인 가족간호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3.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간호자의 전문적 도움 요구를 적용하여 가
족의 부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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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치매어르신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및 전문적 도움 요구에 관한 설문지

치매어르신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및 전문적 도움 요구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대학원 학생입니다 .

본 설문지는 치매어르신의 증상에 따른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 및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

응답해주시는 설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간호자를 위한
구체적 도움방안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
조 윤 희 석사과정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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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치매어르신의 치매어르신의 치매어르신의 치매어르신의 증상정도증상정도증상정도증상정도를 를 를 를 알아보는 알아보는 알아보는 알아보는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체크체크체크체크((((∨∨∨∨))))해  해  해  해  주주주주

십시오십시오십시오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증상이  
있다

자주
증상이  
있다

항상
증상이  
있다

1. 오늘이 몇월 몇일인지 모른다

2.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

3. 가족을 몰라본다

4.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5. 쓸데없이 남의 방에 들어간다

6. 혼자 말하고 중얼거린다

7. 안절부절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8. 의미 없는 말을 한다

9.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를 오르내릴때 불안해 보인다

10. 잠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11. 밤 동안에 깨어있다

12.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

13. 쓸데없이 주의집중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14. 건강에 대해 염려하거나 불평한다

15. 투정을 부리거나 흐느껴 운다

16. 밤 동안에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17. 환청 또는 환시를 본다

18. 죽음이나 해를 입는 것에 대해 말한다

19. 쉽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낸다

20. 비협조적이다

21. 싸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22. 비명을 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친다

23.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악담을 퍼붓는다

24.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

25. 없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

26. 돌보는 것에 저항한다

27.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28. 자신의 방에만 있고, 다른 사람과 첩촉하려하지 않는다

29.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한다

30. 반복적인 행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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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증상이  
있다

자주
증상이  
있다

항상
증상이  
있다

31. 무의미한 행동을 한다

32. 위험한 일을 하려한다

33. 물건을 부순다

34.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해하려한다

35. 아무목적 없이 앞뒤로 걷거나, 휠체어를 앞뒤로 움직인다

36. 돌아다니거나 시설 또는 집을 탈출하려 한다

37.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가져오거나 물건을 모아놓는다

38.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39. 부적절한 장소에서 용변을 본다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치매어르신의 치매어르신의 치매어르신의 치매어르신의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 수준수준수준수준을 을 을 을 알아보는 알아보는 알아보는 알아보는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체크체크체크체크

((((∨∨∨∨))))해 해 해 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2. 어르신께서는 옷을 챙겨 입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입을 수 있다

   ②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을 수 있다

   ③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3. 어르신께서는 세수나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감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세 가지 모두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② 세수와 양치질은 혼자 하지만 머리감기는 도움이 필요하다

   ③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머리감기뿐 아니라 세수나 양치질을 할 수 없다

4. 어르신께서는 목욕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때 밀기와 샤워를 한다

   ② 샤워는 혼자 하나, 때는 혼자 밀지 못한다 

또는 몸의 일부 부위(등 제외)를 닦을 때만 도움을 받는다

   ③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5. 어르신께서는 음식을 차려주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다

   ② 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먹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③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

6. 어르신께서는 이부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방문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방밖으로 나올 수 있다

   ② 방밖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필요하다

   ③ 들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밖으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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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르신께서는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 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대소변 후에 닦고 옷을 입는다

   ②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 위에 앉는 일, 대소변 후에 닦는 일이나 대소변 후에 옷을 입는 일,

또는 실내용 변기(혹은 요강)를 사용하고 비우는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화장실 출입을 못 하거나 실내용 변기(혹은 요강)를 이용해 대

소변을 볼 수 없다

8. 어르신께서는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잘 보십니까?

   ① 대변과 소변을 본인 스스로 조절한다

   ② 대변이나 소변 조절을 가끔 실패할 때가 있다

   ③ 대변이나 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9. 9. 9. 9.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치매어르신을 치매어르신을 치매어르신을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모시는 모시는 모시는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부담감부담감부담감부담감을 을 을 을 알아보기 알아보기 알아보기 알아보기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내용내용내용

에 에 에 에 체크체크체크체크((((∨∨∨∨))))해 해 해 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2.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가족관계가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다른 집안일이나 직장 일을 잘하지 못한다

4.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손님 초대가 불편하다

5.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

각한다

6.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식욕이 없다

7.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몸이 고달프다

8. 나는 치매노인으로 인해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다

9. 나는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10. 나는 치매노인을 보거나 부양하려면 긴장이 된다

11. 나는 치매노인 부양에 보람을 느낀다

12. 나는 치매노인을 보면 고통스럽다

13. 나는 치매노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

각한다

14. 나는 치매노인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15. 나는 치매노인 문제행동으로 화가 난다

16. 나는 치매노인이 요구하면 전부 해줄 수는 없다

17. 나는 치매노인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

으면 좋겠다

18.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한다

19.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

20. 나는 치매노인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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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0 10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치매어르신을 치매어르신을 치매어르신을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모시는 모시는 모시는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전문적 전문적 전문적 전문적 도움에 도움에 도움에 도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요구도요구도요구도요구도를 를 를 를 알아보는 알아보는 알아보는 알아보는 질문입니질문입니질문입니질문입니

다다다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체크체크체크체크((((∨∨∨∨))))해 해 해 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치매노인의 기능변화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2. 치매노인이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 및 관리방법

3. 치매노인과의 효과적 관계형성 방법

4. 치매 노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능 및 역할 수준

5. 치매노인의 기억력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6. 치매노인의 언어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7. 치매노인의 행동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8. 치매노인의 정서장애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대처방법

9. 치매노인을 위한 비약물요법에 대한 이해

10.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재활훈련방법

11.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비

12. 치매노인의 병, 행동, 혹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13. 치매노인의 자가관리능력(목욕, 식사, 옷입기 등)을 유지, 증

진시키는 방법

14. 주부양자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

15. 효과적인 가족관계형성 방법

16. 부양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17. 가족 및 주변사람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이나 책임을 분

담하도록 하는 방법 교육

18. 가족이 치매노인의 질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훈련

19. 치매환자 간호에 대한 자부심 갖기 훈련

20. 주부양자의 치매노인 간호시간과 개인시간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한 하루 일과계획 훈련

21. 치매노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다투는 것을 줄이는 방법

22. 도우미(환자의 목욕, 식사 돕기, 가사일 돕기) 파견서비스

23. 부양자 건강지원서비스: 건강검진, 운동요법 등

24.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을 위

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 연결

25. 다른 치매노인의 가족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자조집단 등

26. 내가 원할 때 치매정보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화/인터

넷 상담

27. 우리 가족을 전담하는 전문가(치매전문상담요원, 치매전문간

호사 등)와의 지속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상담 프로그램

28. 위기상황에 대한 부양자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대면상담

29. 29. 29. 29. 문항에는 문항에는 문항에는 문항에는 없으나 없으나 없으나 없으나 전문적 전문적 전문적 전문적 도움이 도움이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사항 사항 사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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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주간호자주간호자주간호자주간호자의 의 의 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체크체크체크체크((((∨∨∨∨))))해 해 해 해 주십시주십시주십시주십시

오오오오....

 11. 성별 : ① 남     ② 여

 12. 연령 : 만         세

 13.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기타 (                    )

 14. 최종학력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이상     ⑤ 기타

 15. 직업 : ① 주부     ② 회사원   ③ 상업     ④ 무직       ⑤ 기타 (               )

 16.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

 17. 노인과의 관계 : ① 배우자      ② 아들      ③ 딸       ④ 며느리       

          ⑤ 손자, 손녀  ⑥ 친인척   ⑦ 기타 (                )

 18.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치매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__ 명

 19. 귀하의 가족의 1달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50 만원 이하 ② 51~100 만원 ③ 101~200 만원

     ④ 201~300 만원 ⑤ 301~400 만원 ⑥ 401 만원 이상

 20.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기타 (              )

 21. 귀하의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 개

 22. 치매노인을 위한 독립된 방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치매노인치매노인치매노인치매노인의 의 의 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체크체크체크체크((((∨∨∨∨))))해 해 해 해 주십시주십시주십시주십시

오오오오....

 23. 성별 : ① 남     ② 여

 24. 연령 : 만         세

 25.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기타 (                    )

 26. 최종학력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이상     ⑤ 기타

 27. 노인께서 치매증상이 나타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4~5년 ⑥ 5년 이상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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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Family Family Family caregivers' caregivers' caregivers' caregivers' needs needs needs needs for for for for a a a a professional professional professional professional help help help help 

by by by by the the the the symptom symptom symptom symptom level level level level of of of of senile senile senile senile dementiadementiadementiadementia

CHO, YOON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Purpose: Purpose: Purpos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amily 

caregivers' burden in taking car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identify their 

needs for a professional help to decrease care burden for behavioral symptoms 

and limited-activities of daily living.    

 Sample Sample Sample Sample and and and and Method: Method: Method: Method: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in 2006.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e needs of a 

professional help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validation. 

In addition, patients' behavioral symptoms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the 

degrees of family burden were aske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98 

caregivers who used day care centers and associations for Alzheimer's patients in 

Seoul and Gyeonggi-province, Korea, and 73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response rate 74%). The data of 72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after excluding an incomplete data.  

Results Results Results Results : : : : Family caregivers answered that the most frequent behavioral 

problems of the patients was 'disoriented behaviors', and followed by 'anxiety 

and nervous behaviors' and 'hostile behaviors'. The most dependent problem on 

family caregivers in their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taking a bath', and 

followed by 'wearing a cloth'.

The questionnaire for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showed that 'having a 

value feeling for caring the patient with dementia' had the least sco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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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by 'the limit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among the five sub-categor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value feeling that caring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is worthwhile 

through supporting their physical and emotional distresses. 

The mostly needed professional help that family caregivers asked for was 

'being connected with community resources', and followed by 'specific coping 

actions for the behavioral symptoms' and 'self-help strategies for family members'.

The level of burde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severe or moderate levels of behavioral problems of the patients than the 

caregivers with mild behavioral problems of the patients (F=2.209, P=0.010). 

Family burden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highly 

or moderately dependent on their family in patients' ADL compared to those 

with a low dependence on their family for ADL (F=3.835, P=0.026).

The family members who care for the patients with moderate or mild 

behavioral problems asked to have more professional help compared to the 

caregivers caring for patients with severe behavioral problems (F=2.209, P=0.010). 

Especially, the family caregivers asked for professional helps in increasing their 

understandings of dementia, supporting themselves, and connecting with 

community resourc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eds for a professional help and the levels of patients' ADL. Total scores of 

the needs for a professional help significantly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levels of patient' ADL and behavioral problems, respectively.  

Conclusions: Conclusions: Conclusion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focus on 

education and counseling2)for the family caregivers who caring for the patients 

with different levels of behavioral problems and limited-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addition, the assessments and interventions for a professional help are needed 

for family caregivers in the early caring stage to cope with their burden in 

caring for the patients with dementia.  

Key word : dementia symptom, family burden, professional help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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