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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2년이라는 휴학기간의 공백을 깨고,값진 배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삶의 마지막 숨을 내뱉게 될지,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그렇
기에 매일 소중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 왔었습니다.그렇지만 논
문을 썼던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은 가장 힘들었으며,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의욕만 앞세워 어떻게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족한 제자가,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뵈었을 때부
터,한결같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심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이원희 학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또한 논리적인 안목으
로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연구를 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등불로서 지도해주신 김소야자 교수님,어려울 수 있
었던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의학적 입장에서 논문의 부족함을 지적
해 지도해 주신 김상윤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연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주셨고,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크나큰 도움을 주신 이주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그리고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따뜻하게 배
려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한일우 원장님과 간호부 김혜숙 과장님,서순영 선생님
께도 감사드립니다.자료수집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물론 연구 진행에 있어서 포
괄적인 시각으로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나해리 선생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를 도와주신 조선
이 선생님과 송승이 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무엇보다 자료 분석을 함에 있어서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심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신 통계학
교실의 안희준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시절부터 겸손과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도록 훌륭한 가르침

을 베풀어 주시고 힘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큰 사랑으로 어깨를 다독여 주셨



던 유양숙 교수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힘든 상황에서도 진지한 태도와 깊은 관

심으로 설문에 응해주신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닥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 할 때,또 논문 진행에 지쳐할 때,

멀리 미국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앞서간 연구자로서 함께 고민해주고 기
도해준 소중한 친구 종은이,마음으로 함께 지지와 격려해준 소중한 벗들에게 마
음 깊이 사랑을 보냅니다.그리고 박사과정 학업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친언니
처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곽윤경 선생님,후배임에도 선배처럼 챙기면서
도움 주기를 아끼지 않았던 선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항상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누나를 응원해준 남동생과 올케에게 고마

움을 전하며,늘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과 기도로 힘을 주신 시부모님과 시누이,
따스한 미소로 묵묵히 믿고 지켜봐주신 아버지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위과정 동안 곁에서 헌신적인 지지로 격려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갑작스런 암 진단과 수술과 투병생활 중에서도 딸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만을 기도
하며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그들에게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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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DSM-IV Criteria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
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파악하
여 그들의 상태에 필요한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연구 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노인 전문병원과 대학부속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외래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 돌봄자 103명
이며,2008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를 자료수집기간으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돌봄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Lawton etal.(2000)가 개발하고 개정한 Revised
CaregiverAppraisalScale(RCAS)를 Leeetal.(2007)이 번안한 KoreanVersionof
the Revised Caregiving AppraisalScale(K-RCAS)을 사용하였다.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 통계,t-test,ANOVA,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는 총점 135점 만점에 평균
72.43(±9.21)으로 나타났으며,돌봄 평가의 하부항목은 가능한 점수 범위 1-5점 사
이에서 부담감은 평균 2.91(±0.61)점,만족감은 평균 3.00(±0.77)점,숙련감은 평균
3.21(±0.44)점,요구감은 2.40(±0.80)점,영향감은 2.70(±0.84)점 이었다.
2)가족 돌봄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를 살펴보면,

부담감은 가족 돌봄자의 연령이 70-79세인 경우(F=3.272,P=0.006),건강상태가 나
쁜 경우(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F=6.047,P=0.000)에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만족감은 가족 돌봄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가 여자일 경우
(F=2.532,P=0.024),환자와의 관계가 딸일 경우(F=2.472,P=0.037),학력이 대졸 이
상(F=3.177,P=0.027),건강상태가 좋은 경우(F=3.669,P=0.008)에 높았고,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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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숙련감은 가족 돌봄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의 연령이 낮
을수록(F=2.996,P=0.034),건강상태가 좋은 경우(F=5.800,P=0.000)에 높았고,요구
감은 가족 돌봄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가 남자일 경우(F=1.787,P=0.031),돌본 기간
이 7-12개월인 경우(F=2.870,P=0.040)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영향감은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F=3.265,P=0.015),환자와 현재
동거하는 경우(F=2.318,P=0.026)에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의 차

이를 살펴보면,부담감은 현재 동거하는 경우(F=0.001,P=0.008),정기적으로 도움
을 받고 있는 경우(F=0.140,P=0.008)에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영향감은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F=3.265,P=0.015),환자와 현재
동거하는 경우(F=2.318,P=0.026)에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 항목 중에서,부담감은 영향감(γ=0.661,P<.01)과,

숙련감은 만족감(γ=0.571,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부담감은 숙련감
(γ=-0.246,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치
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스트레스원과 적응력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 돌봄자의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인 부담감은 완화시켜줄 수 있고,적응노
력인 만족감과 숙련감은 강화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모색하는데 기초자
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가족 돌봄자의 특성에 따라 가족 돌봄자가 느끼
는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따라서 남
자환자를 돌보며 돌본 기간이 7-12개월인 가족 돌봄자의 요구감이 가장 높고,여성
환자를 돌보며 관계가 딸인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이 가장 높으며,연령이 70-79세
이고 현재 동거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높으므
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치매,치매 환자 가족,RCAS(돌봄 평가 측정 도구),돌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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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꾸준히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출산율의 감소로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 비
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를 고
령화 사회라 하고,14%를 넘는 경우를 고령사회,21%를 넘는 경우를 초 고령사회
라고 한다(통계청,2007).199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불과 전체인구
의 5.1%에 해당되었으나 2004년에는 8.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2010
년에는 10.9%,2020년에는 15.7%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2006).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변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선진국에서는 그

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게 고령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인구통계자료집,
2005).단순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
학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장수하는 만큼 노화 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과 건강 문제를 가진 채 장수한다는 것이 문제이다(정경희,
2002).그 중 노인 인구의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 중에서 치매는 미국의 경우 노인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사회문제로까지 표
출되기에 이르렀다(김영철,2002).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수는 1995년의 218,000여 명에서 2000년에는 278,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2020년에는 619,000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한국치매협회,2005).또한 치매는 불가역성 만성 뇌질환으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이환율이 증가하므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에 따라 향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김수옥,2001).치매는 일단 발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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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만성적으로 퇴행하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
족에게 많은 사회,정신적 부담을 주며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보건의료 문제이다(임미영,2005).
치매는 노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신체,심리,정신적

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와 부양으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유광수,2001).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가족 부양에
상당부분 의존했던 중풍,치매,뇌질환에 의한 장애 노인에 대한 간병 및 장기 요
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고자 2005년부터 계획하였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자 한다(보건복지부,2005).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나 서비스의 질
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 대다수의 치매 환자는 대다수가 지역사회
에서 살고 있으며,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다.치매 환자를 가
정에서 돌본다는 것은 다른 건강문제와 달리 치매 환자의 인지장애와 문제행동과
일상생활동작 의존으로 인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김수영 외,2004).특히 주
돌봄자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사람에게 끊임없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을 주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조윤희,2006).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 돌봄자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안
녕에 영향을 미치고,종국에는 치매 환자를 유기,방임,학대하게 될 수 있다(임춘
식,2000).따라서 숨은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경험은 부담감과 같이 부정적인 개념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며,부정적인 개념으로 이 현상을 사전에 간주하는 것은 가
족돌봄제공 경험의 실제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도 있다.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의 부담감,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부담감을 경감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조기시설 입소를 위한 정책개발에 매우 중요하
지만,돌봄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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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이의 경험을 왜곡시킬 수 있고 가족의 적응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Kramer,1997).
김진선(2000)은 한국의 치매 환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을 주는 가족 돌봄자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보고서에서 국내 간호학,노인복
지,및 사회복지 과련 분야에서 행해진 석·박사학위논문,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 37편을 분석하였는데,대다수의 연구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포
괄적이어서 현재 또는 과거의 동거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으며,가족 관계도 세분
화하지 않았으며,기관화된 치매 노인과 재가 치매 노인의 간호제공자 조차 구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가족 돌봄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까지 포
함된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고,간호제공자에 대한 명백한 정의 하에 집단
을 세분화한 특수성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고정자,

2001;김남초,2002;김영자,1999;민진희,2006;손영주,2006;오희,2008;윤가현,
1999;)는 주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과 그에 기초한 서비스 요구에 관
한 내용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긍정적인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연구(김수영,2003;문혜리,1998;
백주희,2007;이은희,2005)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돌봄 경험
에서 기인한 요인만을 다루고 있었으며,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총체
적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김귀분,1999)도 긍정적인 경험 항목인 사랑보다는 부정
적인 측면인 부담감,심리적 갈등,신체 압박감,사회 심리적 억압,고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또한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역시,치매 환자를 돌
보면서 일어나는 만족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총체적인 삶의 만족감만을 다루면
서 부정적인 결과인 가족 돌봄자의 우울(김수영,2003;김수영,2004)과 함께 다루
고 있었다.Hughes& Caliandro(1996)은 만족감은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은 환
자를 돌보는 돌봄자의 복잡한 경험 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학에서 매우 중요
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의 적응에 대한 연구(이은
희,2008)는 주로 적응,부적응의 영향 요인을 다루면서 가족 돌봄자의 부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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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치매 환자의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자 치매 환
자를 돌보면서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 부정적,긍정적인 잠재적 스트레스원에 대해
간호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 파악의
중요성을 느껴,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부정적,긍정적,중립적인
잠재적인 스트레스원과 가족 돌봄자의 적응력의 효능에 관한 모든 인지적,감정적
인 평가를 위해 개발된 Lawton etal.(2000)의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RCAS)를 Lee et al.(2007)이 번안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CaregivingAppraisalScale(K-RCAS)를 국내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에게 적용하여
국내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확인
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 돌봄자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인지와 감정과 관련된 연구보고가 부족한(김진선,2004)시점에서 수행된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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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의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파악하기 위함이며,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가족 돌봄자가 인지하는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정도,가족 돌
봄자의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파악한다.
2)가족 돌봄자와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

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확인한다.
3)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경험 평가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확인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

치매 환자란 미국정신의학학회의 DSM-IV(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
MentalDisorder-IV)의 치매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치매로 진단 받은 자를 말한다
(최신정신의학,2006).
본 연구에서는 DSM-IVcriteria에 의해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clinicalstroke,

severelungdisease,cancer,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고혈압과 같은 질
환을 가지지 않았으며,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받으며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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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B병원과 대학부속병원 B병원

신경과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 받으며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 중 스스로 돌봄에 가장 책임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333)))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CCCaaarrreeegggiiivvviiinnngggAAApppppprrraaaiiisssaaalll)))

돌봄 평가는 돌봄자가 노인을 돌보는 동안 인식하고 있거나 영향 받고 있는 돌
봄자의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과 적응력의 효능을 평가하거나 재평가하는 개념
을 말한다(Lawtonetal.,1989).
본 연구에서는 Lawtonetal.(2000)의 개정된 돌봄 평가 척도(RevisedCaregiver

AppraisalScale)를 Lee etal.(2007)이 번안한 ‘한국판 개정된 돌봄 평가 척
도’(KoreanversionoftheRevisedCaregiverAppraisalScale)를 이용하여 부담
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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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111...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

치매(dementia)는 라틴어 ‘dementatus'에서 유래되었는데 ’outofmind'즉,제
정신이 아님을 의미하며 18세기 말 까지는 그 말 뜻대로 넓은 의미의 정신이상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고석범,2002;연병길,2001).현재 정신의학에서 일
치된 정의는 없으나 가장 널리 쓰이는 DSM-IV의 진단 기준(AmericanPsychiatric
Association,1994)에 의하면 ‘치매는 정신이 청명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
이나 대인 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장,단기 기억을 비롯한 추상적인 사고
및 판단 장애가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인지,기억,혼돈,
착각,등의 장애를 수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여 서서히 진행 발전하
며 기억력,언어기능,지남력(장소,시간,사람,구별능력),문제 해결능력,판단력상
실 등을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이다.WHO(WorldHealthOrganization)에 따르면
치매의 유병률은 조사된 지역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한데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에
서 2.2-8.4%,75세 이상은 10.5-16.0%,85세 이상에서는 15.2-38.9%로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치매의 종류를 과거에는 크게 알쯔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혼합성 치매로

구분하고 각각 50-60%,20-30%,10-15%를 차지한다고 보았다.그러나 최근 문헌들
에서는 알쯔하이머형 치매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알쯔하이머형 치매,루이소체치매(DiffuseLewybodydementia),전측
두엽 치매(Freontotemporaldementia,FTD)등으로 구분한다.알쯔하이머형 치매
는 주로 두정엽과 측두엽 부위에서 병변이 시작하고 신경세포 내의 신경원 섬유
총과 신경세포 외곽에서의 노인반이 특징적이다.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고혈압,심장질환,흡연,당뇨,비만,뇌
졸중의 기왕력 등을 가졌거나,갑작스런 발병과 계단식 악화,마비나 구음장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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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경학적 증상의 동반이 특징적이다.그 외에도 만성주정중독으로 인한 알코올
성 치매나 여러 가지 물질에의 감염에 의한 치매,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대사성
불균형에 의한 치매 등도 적은 비중이지만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김경애,1998).
치매의 증상은 원인 질환과 치매의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며,

치매의 경과와 예후는 발병 시기,성별,교육 정도,발병 시 임상 양상,다른 정신
병적인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과 같은 신경계 증상의 유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권중돈 외,2002).
치매는 우울,불안,흥분,공격,환각,인성 및 행동변화 같은 비 인지적 증상과

도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식사준비,쇼핑,약
복용방법 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하는 증상을 수반한다(박창제,2005).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란 목욕하기,옷입기,식사하기,이동하기,배변 배뇨 조절

하기,화장실 이용하기와 같은 신체적 동작과 전화,쇼핑,가사,시장보기,공공교
통수단 이용,여가활동 등의 기능적 일상생활 활동을 말한다(조유향,2001).
치매의 경과는 그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최연

옥,2005).전반적인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의 증상은 주로 50세 이후에 서서
히 발병하여 가족들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
고 기간은 2-3년 혹은 10년 이상 진행되기도 한다.초기에는 우울,불안 등 신경증
상이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인격의 황폐상태에 처하게 되고 중기로 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화를 잘 내며 피해망상,환각증을 보이기도 한다(권중돈 외,2002).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기능 장애와 행동장애로 구별한다.인지기능의 장애 증

상으로는 아주 서서히 기억력,지남력,주의 집중력,언어능력,인지능력,시공간
기능,수행능력 등이 감퇴되는 것이 특징이다(권중돈 외,2002).
흔히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 감퇴로 인한 새로운 정보의 학습능력

이 떨어지며 초기에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물건 둔 장소를 기억 못하며 같은 말
을 되풀이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학습 능력이 없어진다.언어의 장애도 서서히
진행되어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마침내는 발음이 되지 않아 벙어리 같이 행동하게
되며,시간,공간적인 장애,지남력장애가 동반된다.가사 일이나 직장 일을 잘 하
지 못하게 되며 세수나 면도 등 일상생활동작도 하지 못하게 되고 심해지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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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음식섭취,대,소변 관리도 못하게 된다.이러한 증상의 악화는 자극이나 정
보를 감지하여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인 인지기능 자체가 점차 악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Mace& Robins,1990).
정신과적 증상으로는 아주 미미한 인격 장애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가족들도 발

견하기가 어려우며 초기에는 기운이 없는 것 같고,의욕이 없으며,외부 일에 관
심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특징이다.그러나 점차 진행이 되
면 마치 어린아이 같이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고 화를 잘 내는 등 충동적인
행동이 보이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최신 정신의학,2006).또한 치매 환자는
치매 자체로 사망하지 않으나 말기에는 폐렴,요로감염증,욕창 등이 흔히 생겨
결국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정영조,2000).
이러한 치매 환자의 증상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들이 가장 어려

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김경애,1998),권중돈 외(2002)는 치
매 환자의 문제행동 중 인지장애로는 지남력 저하,정신장애는 우울증,일상생활
수행 장애는 실금,언어장애는 혼잣말,행동장애는 배회가 돌봄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이로 인한 일상생활활

동 수준의 저하,행동장애,언어장애,정신장애 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중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준의 저하는 함께 사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치매
환자의 의존도를 높여,끊임없는 가족 돌봄자의 도움을 요구하여 가족 돌봄자에
치매 환자의 돌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함으로써 부양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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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가족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체계에서 한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다른 가족원의 변
화를 야기시켜 가족 전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특히 비가역적
인 인지 및 신체 기능의 손상을 동반하는 치매는 환자 개인의 삶을 불균형 상태
로 만들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돌봄을 위한 물적,인적 요
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들 가족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러므로 치매 환
자의 일차적 환경 요소가 되는 가족에 대한 이해는 간호 실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주성 외,2004).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들의 돌봄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나며,가족 돌봄자는 환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환자와 독특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Jones,1997).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상황에 대
한 부담과 스트레스경험은 개인주의 중심의 서양에서보다 가족주의 중심의 한국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YounG.etal.,1999).
치매는 가족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스트레스이다.가족이 치매 환자에

의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였을 경우에는 가족 결속력이 증가하고 간호
자의 자기 존중감 및 효능감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Chenweth &
Spencer,1986).그러나 대부분 연구에서는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겪는
가족이 더 많다고 연구되어(Walker& Allen,1991;김진선,2000),그동안 부정적
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양 부담감,돌봄 부담감이라는 용어는

caregiverburden을 말한다.부담감은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동의어로서
고통 또는 스트레스,중재요인으로서의 부담,부양의 영향 또는 결과,일상적 부양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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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상태,문제행동,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돌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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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족생활사건 등을 이야기한다(유광수,2001).
중재요인으로서의 부담감을 치매 환자의 신체적 의존성,사회성,문제행동 및

인지장애와 관련된 부양과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부양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해 주는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Poulshock &
Deimling,1984).영향은 부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돌봄자의 생활의 객관적인 변
화로서 생기는 객관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 개념 또한 돌봄자의 안녕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김선미,2001).
부담감을 긴장으로 개념화하는 견해에서는 긴장을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잠재

적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정의한다(Robinson,1983).그리고 부양자의 긴장요인으
로 수면방해,신체적 긴장,재정적 긴장,시간에 대한 요구,정서적 적응 반응,문
제행동 등 13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담감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부양의 영향이나 결

과로서의 개념이다(유광수,2001).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양부담을 부양의 결과로
지불하게 되는 대가의 개념으로 사회적 활동의 제한,부양자 심신의 건강,부양자
가 치매 환자의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치,치매 환자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Kosberg& Cairl,1986).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담감에 관한 정의는 매

우 다양하고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어느 정의를 채택하여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부담
감이라는 개념아래 나타난다.
하지만 Lawtonetal.(1989)은 부담감(burden)이라는 개념이 ‘환자의 부양에 대

해 느끼는 가치’.‘환자의 기능변화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돌봄자가 경험하게 되
는 정서적 안녕’등과 같이,긍정적인 면까지 포함하여 너무나 넓게 사용되고 있
다고 했다.또한 Horowitz(1985)는 돌봄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으며,Lazarus
& Folkman(1984)은 돌봄을 즐거움,기쁨,긍정이라는 감정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이벤트이며,돌봄 경험을 하면서 돌봄자는 돌봄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만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모두 느끼며 인지하
고,행동하고 표현한다고 했다.



 - 12 -

Lazarus& Folkman(1984)의 Stressmodel에 따르면 부담감은 단지 스트레스
원인 중의 하나이며,또 다른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만들어내며 그의 영향을
받아 다시 인지하고,느끼고,행동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
개념에 따르면 위협에 대한 잠재성이 나타나는 동안,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다른 돌봄 경험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 평가를 내린다고 하였다.그리
고 이 과정에서 이 외부 자극을 스트레스원인지 아닌지 인식하는 과정이 일어난
다고 하였다.이 과정에서 바로 주관적인 평가가 일어나며,이와 함께 위협에 적
응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차 평가가 일어난다고 하였다.이차 평가 후
에 나타나는 반응은 적응 행동요소로서,인지 재평가라고 불려진다.Lazarus&
Folkman(1984)은 이러한 과정을 위협,적응,결과,결과의 지각으로 나누어 설명
했다.
Lawtonetal.(1989)는 ‘돌봄 부담감’을 Lazarus의 stressmodel에 따른 평가와

재평가의 구조 틀 위에서 설명하고자 하면서,부담감이라는 용어 대신에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가 돌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과 적응
력의 효능의 모든 인지적,감정적인 평가와 재평가하는 뜻의 큰 카테고리를 가진
‘돌봄 평가’라고 정의하고 사용하였다.그리고 돌봄 평가에서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5가지 평가 형식을 만들면서 긍정적(만족감,
숙련감),부정적(부담감),중립적(재평가,영향감)으로 나뉘었다(Lawton,1989).부정
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부담감은 돌봄자의 걱정,근심,좌절,우울,피곤을 평가하
도록 구성되어 있고,긍정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만족감에서는 돌봄 경험을 돌봄자
가 만족감의 원인으로 인지하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숙련감에서는
돌봄 경험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잘해내려고 노력하는 돌봄자의 능력이나 자신
감을 평가하며,중립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영향감에서는 돌봄자 자신의 인생을 조
절하기 어려워하는 느낌 또는 사회생활이 침해받는 느낌을 평가한다.재평가에서
는 돌봄 상황과 돌봄 행동에 대한 감정의 인지적 해석을 평가한다.Lawtonet
al.(2000)는 재평가 항목을 요구감 항목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넓은 의미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담감

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Lawtonetal.(1989)의 ‘돌봄 평가’개념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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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돌봄자가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과 돌봄자
의 적응력의 효능의 모든 인지적,감정적인 평가와 재평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돌
봄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느끼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돌보는 돌봄자를 위한 측정 도구로
개발(Lawton etal,1989)되고 개정된 Lawton etal.(2000)의 Revised Caregiver
AppraisalScale을 Leeetal.(2007)가 번안한 KoreanRevisedCaregiverAppraisal
Scale을 사용하여 가족의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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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의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으로 치매로 진단
받은 만 65세 이상 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 환자를 돌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
고 있으며,스스로 돌봄에 가장 책임을 느낀다고 인지한 사람이다.대상자는 편의
추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DSM-IVcriteria의 진단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받고,심각한 인
지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clinicalstroke,severe
lungdisease,cancer,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고혈압,우울증과 같
은 질환을 가지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

2)치매 환자를 요양원 등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3)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 중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돌봄자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4)치매 환자 돌봄 제공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5)한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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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11)))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동동동작작작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Activity ofDaily Living Scale(ADLs;
Katzetal.,197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DLs는 6가지 일상생활활동(목욕하기,
옷 입기,화장실가기,아동하기,배뇨조절하기,식사하기)에 대해 ‘도움이 필요 없
다’1점에서 ‘전적으로 의존적이다’3점 척도로 되어 있다.각 문항의 점수들의 합
이 클수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alpha는 0.86이었다.

222)))개개개정정정된된된 한한한국국국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척척척도도도(((KKKooorrreeeaaannnVVVeeerrrsssiiiooonnnooofffttthhheeeRRReeevvviiissseeedddCCCaaarrreeegggiiivvviiinnnggg
AAApppppprrraaaiiisssaaalllSSScccaaallleee)))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써,Lawtonetal.(1989)이 개발한 Caregiving
AppraisalScale을 Lawton etal.(2000)이 개정한 Revised CaregivingAppraisal
Scale을 Leeetal.(2007)이 번안하여 뇌졸중 환자 가족 147명을 대상으로 타당도
연구를 한,KoreanRevisedCaregivingAppraisalScale(K-RCAS)을 기초로,본 연
구의 목적에 맞도록 간호학 교수 2인과 신경과 교수 2인에 의해 문항 구조가 수
정,보완되었다.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의학,약학,간호학,보건학 전공이 아닌
성인 남녀 5인에게 설문 문항을 읽어보도록 하여,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용이한
단어로 수정함으로써 전달이 쉽도록 하였다.Leeetal.(2007)의 대표 저자인 이주
희에게 K-RCAS의 사용에 대하여 Permission을 받았으며,CaregivingAppraisal
의 한글 번역은 ‘돌봄 평가’로,이는 한국판 대표 저자,간호학 교수 1인,영문학자
1인으로부터 검증받았다.
한국판 개정된 돌봄 평가 척도(K-RCAS)는 부담감 9문항,만족감 6문항,숙련감

6문항,요구감 3문항,영향감 3문항으로 총 5개 항목,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6 -

돌봄자의 감정에 관한 각 5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돌봄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동의 정도에 관한
22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점수가 높을 수록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이 커짐을 의
미하며 CaregivingAppraisal의 총점이 클수록 환자를 돌본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Lawtonetal.(2000)의 선행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는 0.78-0.89이고 Leeetal.(2007)의 선행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0.40-0.85인 도구였으며,세부 항목의 신뢰도를 살펴보면,부담감(9문항)은
Cronbach'salpha는 0.85,만족감(6문항)은 Cronbach'salpha0.85,숙련감(6문항)
은 Cronbach'salpha0.52,영향감(3문항)은 Cronbach'salpha0.68,요구감(3문항)
은 Cronbach'salpha 0.40을 보였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alpha는
0.39-0.87로 부담감(9문항)은 Cronbach's alpha 는 0.87, 만족감(6문항)은
Cronbach'salpha0.81,숙련감(6문항)은 Cronbach'salpha0.54,영향감(3문항)은
Cronbach'salpha0.59,요구감(3문항)은 Cronbach'salpha0.39로 나타났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G도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과 대학부속병원의 신경과
외래를 방문한,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 스스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
고 있는 돌봄자라고 인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대상자 선정은 사전에 연구자가 기관장,신경과 담당 의사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와 지원을 얻어 하였다.연
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자가 설문 작
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총 125명의 대상자에게 접촉하였으나,대상자 선
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설문 작성 도중 연구 참여를 거절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10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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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12.0for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
적에 맞게 통계처리 하였다.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는 실수,백분
율,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2)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부

담감,만족감,숙련감,영향감,요구감)와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부담감,만족

감,숙련감,영향감,요구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대상자의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

숙련감,영향감,요구감)의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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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가 응답한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연령의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치매 환자 103명의 성별은 여성이 72명(69.9%),남성이 31명(30.1%)이었으며,연

령은 만 70-79세가 44명(42.7%)으로 가장 많았고,‘만 80-89세’34명(33%),‘만
60-69세’21명(20.4%),‘만 90세 이상’4명(3.9%)순이었다.

표 1.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n=103)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실실실수수수 %%%

성별 남자 31 30.1
여자 72 69.9

연령 65-69세 21 20.4
70-79세 44 42.7
80-89세 34 33.0
90세 이상 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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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살펴 본 연령,환자와의 관계,학
력,현재 건강상태,환자와 동거 여부,환자의 치매 진단 후 돌본 기간,일주일 동
안 환자를 돌본 시간,환자의 치매 진단 전 환자와 동거 여부,환자의 치매 진단
전 동거 기간,정기적인 도움 여부,도움을 받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 돌봄자의 연령은 만 40-49세가 35명(34%)로 가장 많았고,‘만 50-59세’28명

(27.2%),‘만 70-79세’13명(12.6%),‘만 30-39세’와 ‘만 60-69세’12명(11.7%),‘만 80
세 이상’2명(1.9%),‘만 20-29세’1명(1.0%)순이었다.가족 돌봄자의 환자와의 관
계는 딸이 31명(30.1%)이 가장 많았으며,‘배우자’25명(24.3%).‘아들’21명(20.4%),
‘며느리’19명(18.4%),‘사위’4명(3.9%),‘기타’3명(2.9%),‘형제,자매’0명(0%)순이
었다.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3명(51.5%)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졸업’30명
(29.1%),‘중학교 졸업’11명(10.7%),‘대학원 이상’9명(8.7%)순이었다.가족 돌봄
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54명(52.4%)로 가장 많았고,‘좋은 편이다’29
명(28.2%),‘나쁜 편이다’15명(14.6%),‘매우 좋다’4명(3.9%),‘매우 나쁘다’1명
(1.0%)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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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n=103)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실실실수수수 %%%

연령 만 20세-만 29세 1 1.0
만 30세-만 39세 12 11.7
만 40세-만 49세 35 34.0
만 50세-만 59세 28 27.2
만 60세-만 69세 12 11.7
만 70세-만 79세 13 12.6
만 80세 이상 2 1.9

관계 배우자 25 24.3
아들 21 20.4
딸 31 30.1
며느리 19 18.4
사위 4 3.9
기타 3 2.9

학력 중학교 졸업 11 10.7
고등학교 졸업 30 29.1
대학교 졸업 53 51.5
대학원 이상 9 8.7

현재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1 1.0
나쁜 편이다 15 14.6
보통이다 54 52.4
좋은 편이다 29 28.2
매우 좋다 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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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환환환경경경

가족 돌봄자의 현재 환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 한다’가 73명(70.9%)로 많았고,
‘동거하지 않는다’가 30명(29.1%)였다.환자의 치매 진단 후 가족 돌봄자가 환
자를 돌본 기간은 24개월 이상이 55명(53.4%)로 가장 많았고,‘13-23개월’28명
(27.2%),‘6개월 이하’11명(10.7%),‘7-12개월’9명(8.7%)순이었다.가족 돌봄자
가 일주일 동안 환자를 돌본 시간은 40시간 이상이 53명(51.5%)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이하’27명(26.2%),‘11-20시간’12명(11.7%),‘21-39시간’11명(10.7%)순
이었다.
환자가 치매로 진단 받기 전 가족 돌봄자와 동거 여부는 ‘동거했다’가 60명

(58.3%)이고 ‘동거하지 않았다’가 40명(41.7%)였다.환자가 치매로 진단 받기 전 동
거한 가족 돌봄자의 동거기간은 36개월 이상이 54명(52.4%)로 가장 많았고,‘12개
월 이하‘4명(3.9%),’13-23개월‘,’24-35개월‘이 각각 1명(1.0%)순이었다.가족 돌봄
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는 ‘받지 않는다’
가 65명(63.1%)이고,‘받는다’가 38명(36.9%)이었다.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면 누구인지는 친척이 14명(36.8%)로 가장 많았고,‘간병 도우미’12명(31.6%),‘복
지시설 직원’10명(26.3%),‘기타’2명(5.3%)순이었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
장 힘들다고 느끼는 활동은 ‘기타’34명(33.3%)로 가장 많았고,‘배변 배뇨 조절하
기’30명(29.4%),‘이동하기’22명(21.6%),‘목욕하기’17명(16.7%),‘식사하기’15명
(14.7%),‘옷입기’12명(11.8%),‘화장실가기’11명(10.8%)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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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 (n=103)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실실실수수수 %%%

동거 여부 동거 73 70.9
동거하지 않음 30 29.1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하 11 10.7
환자를 돌본 기간 7-12개월 9 8.7

13-23개월 28 27.2
24개월 이상 55 53.4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하 27 26.2
환자를 돌본 시간 11-20시간 12 11.7

21-40시간 11 10.7
40시간 이상 53 51.5

치매 진단 전 동거 57 55.3
환자와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46 44.7

치매 진단 전 12개월 이하 4 6.7
환자와 동거 기간 13-23개월 1 1.7

24-35개월 1 1.7
36개월 이상 54 90.0

환자 돌봄에 있다 38 36.9
정기적 도움 유무 없다 65 63.1

정기적으로 친척 14 36.8
도움 받는 사람 간병 도우미 12 31.6

복지시설 직원 10 26.3
기타 2 5.3

가장 힘들다고 목욕하기 17 16.7
생각하는 옷 입기 12 11.8
돌봄 활동 화장실 가기 11 10.8

배변배뇨조절하기 30 29.4
식사하기 15 14.7
이동하기 22 21.6
기타 3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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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동동동작작작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수준은 <표 4>와 같다.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정도를 평가하는 ActivityofDailyLivingScale(ADLs)은

목욕하기,옷 입기,화장실 출입하기,이동하기,배변 배뇨 조절하기,식사하기 와
같이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모두 6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
며 척도는 ‘도움이 필요 없다’1점,‘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2점,‘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3점으로 하여 전체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인 경우 18점이
된다.
본 연구의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11.04(±3.63)점이며,세부항목

별로 살펴보면 이동하기가 2.14(±0.76)점으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그 외에 목욕
하기가 2.08(±0.80)점,옷 입기가 1.89(±0.74)점,식사하기가 1.75(±0.70)점,배변 배
뇨 조절하기가 1.67(±0.77)점,화장실 출입하기가 1.63(±0.77)점 순이었다.

표 4.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n=103)

일상생활동작 M SD
목욕하기 2.08 .80

옷 입기 1.89 .74

화장실 출입하기 1.63 .77

이동하기 2.14 .76

배변 배뇨 조절하기 1.67 .77

식사하기 1.75 .70

총계 11.04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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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는 <표 5-1>
및 <표 5-2>과 같다.
가족 돌봄자가 느끼는 돌봄 평가는 돌봄자의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

영향감 5가지로 구성되며,척도는 항상 그렇다 5점,자주 그렇다 4점,가끔 그렇다
3점,거의 그렇지 않다 2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점수가 높을
수록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평가 항목 중,부담감의 문항에서,‘나는 환자를 돌보아 주면서도,내가 필

요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와 숙련감 문항에서,‘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
줘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었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당신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와 요구감 문항에서,‘당신이 환자를 돌본 것에 대하여 환자가 진심
으로 감사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5문항은 분석에서 역코딩을 통해 평균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는 총점 135점 만점

에 평균 72.43(±9.21)으로 나타났고,돌봄 평가의 하부 영역을 살펴보면,치매 환자
의 가족 돌봄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91(±0.61)점,만족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0.77)점,숙련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21(±0.44)점,요구감은
2.40(±0.80)점,영향감은 2.70(±0.84)점 이었다.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9개의 문항 중,‘나는 환자를 돌보아 주면서

도,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의 점수가 3.36(±1.06)점으로 가장 높은
부담감 점수를 보였다.또한 두 번째로 높은 부담감 점수를 보인 문항은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당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가 3.24(±1.01)점이었으
며,‘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십니까’가 3.20(±0.96)점의 순서를 보였다.
‘더 이상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가 2.32(±1.03)점으로

가장 남은 부담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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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 중,‘작은 일에 대해 환자가 기뻐
할 때 당신도 즐거워집니까’의 점수가 3.73(±0.9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감 점수를
보였다.또한 ‘환자를 책임지는 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2.50(±1.2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 중,‘당신이 환자를 돌보는 한,환

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점수가 3.67(±0.90)점으로 가
장 높은 숙련감 점수를 보였다.또한 두 번째로 높은 숙련감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낸다’가 3.62(±0.76)점이었으며,‘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가 3.61(±0.78)점,‘나
는 환자를 돌보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3.11(±1.00)의 순서를 보였다.‘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문항이 2.76(±0.93)점으로 가장 남은 숙련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족 돌봄자의 요구감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 중,‘당신이 환자를 돌본 것에 대

하여 환자가 진심으로 감사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점수가 2.87(±1.17)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감 점수를 보였다.또한 두 번째로 높은 요구감 점수를 보인 문항
은 ‘환자께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가
2.57(±1.12)점이었으며,‘당신이 무엇을 해도 환자를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
십니까’문항이 2.23(±0.91)점으로 가장 남은 요구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 중,‘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

의 사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점수가 3.01(±0.98)점으로 가장 높은
영향감 점수를 보였다.또한 두 번째로 높은 영향감 점수를 보인 문항은 ‘환자 때
문에 친구를 초청하는 것을 꺼리십니까’가 2.82(±1.25)점이었으며,‘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집의 공간을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2.26(±1.15)점으로
가장 낮은 영향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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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 (n=103)

문항 응답 수(명)
1 2 3 4 5

부부부담담담감감감
1.나는 환자를 돌보아 주면서도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8 14 3 73 5
2.환자를 돌보는 것은 내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3 28 9 55 8
3.환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2 24 38 17 2
4.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당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5 16 42 29 11
5.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회 생활이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17 52 25 3
6.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십니까? 4 18 43 29 9
7.더 이상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26 33 31 11 2
8.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이 홀로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24 29 38 10 2
9.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조절할 수없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17 31 39 13 3
만만만족족족감감감
1.나는 환자를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3 25 26 44 5
2.환자를 돌봄으로써 환자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2 23 36 22 10
3.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십니까? 13 35 37 13 5
4.환자를 책임지는 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20 44 19 8 12

5.작은 일에 대해 환자가 기뻐할 때 당신도 즐거워지십니까? 2 4 41 29 27
6.환자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5 31 42 12 13
숙숙숙련련련감감감
1.나는 환자를 돌보며 생기는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36 18 43 4
2.나는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낸다. 0 11 23 63 6
3.당신이 환자를 돕는 한 환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0 8 40 33 22

4.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2 46 38 7 0
5.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18 47 25 11
6.당신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17 46 28 9
요요요구구구감감감
1.환자께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45 23 13 8
2.당신이 무엇을 해도 환자를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4 40 30 9 0
3.당신이 환자를 돌본 것에 대하여 환자가 진심으로 감사해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8 23 37 18 17

영영영향향향감감감
1.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7 19 51 18 8
2.환자 때문에 친구를 초청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18 24 33 15 13
3.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집의 방(공간)을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32 32 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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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 (n=103)
문항 M SD
부부부담담담감감감
1.나는 환자를 돌보아 주면서도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2.49 1.05
2.환자를 돌보는 것은 내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3.36 1.06
3.환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54 1.06
4.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당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3.24 1.01
5.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회 생활이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2 0.87
6.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십니까? 3.20 0.96
7.더 이상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2.32 1.03
8.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이 홀로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2.39 1.01
9.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조절할 수없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2.55 1.01
만만만족족족감감감
1.나는 환자를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3.22 0.97
2.환자를 돌봄으로써 환자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95 1.14
3.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십니까? 2.63 1.02
4.환자를 책임지는 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2.50 1.23

5.작은 일에 대해 환자가 기뻐할 때 당신도 즐거워지십니까? 3.73 0.96
6.환자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97 1.06
숙숙숙련련련감감감
1.나는 환자를 돌보며 생기는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1 1.00
2.나는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낸다. 3.62 0.76
3.당신이 환자를 돕는 한 환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3.67 0.90

4.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3.61 0.78
5.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76 0.93
6.당신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78 0.93
요요요구구구감감감
1.환자께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7 1.12
2.당신이 무엇을 해도 환자를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23 0.91
3.당신이 환자를 돌본 것에 대하여 환자가 진심으로 감사해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2.87 1.17

영영영향향향감감감
1.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01 0.98
2.환자 때문에 친구를 초청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2.82 1.125
3.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집의 방(공간)을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2.2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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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111)))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 관한 결과는 <표
6-1>부터 <표 6-5>와 같다.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의 결과에서
숙련감(p=.034)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한(p<.05)차이가 나타났다.이를 치매 환자
의 연령 간의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검정을 실
시한 결과,치매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숙련
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즉,치매 환자의 연령이 만 60
세-69세의 경우가 3.45(±0.50)점으로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이 가장 높았으며,치매
환자의 연령이 90세 이상일 때 3.04(±0.25)점으로 숙련감이 가장 낮았다.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p=.051)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Duncan검정 결과,치매 환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치매 환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평가 비교에서는 ‘만족감’(p=.024)과 ‘요구

감’(p=.031)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p<.05)하였다.‘만족감’에서는 치매 환자가
여자(3.11±0.78점)인 경우가 치매 환자가 남자(2.74±0.67점)일 경우보다 가족 돌봄
자는 더 높은 만족감을 보였으며,가족 돌봄자의 요구감에서는 치매 환자가 남성
일 경우가 여성일 경우보다 가족 돌봄자의 요구감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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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n=103)

표 6-2.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감 (n=103)

*P<.05

표 6-3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숙련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특특특성성성 NNN MMM SSSDDD FFF PPP

연령
만 60-69세 21 2.92 0.58 0.096 0.962
만 70-79세 44 2.89 0.63
만 80-89세 34 2.90 0.64
만 90세 이상 4 3.01 0.48

성별 남자 31 3.10 0.66 0.437 0.054
여자 72 2.83 0.58

일일일반반반적적적특특특성성성 NNN MMM SSSDDD FFF PPP

연령
만 60-69세 21 3.33 0.82 1.984 0.121
만 70-79세 44 3.97 0.71
만 80-89세 34 2.89 0.79
만 90세 이상 4 2.58 0.48

성별 남자 31 2.74 0.67 2.532 0.024*
여자 72 3.11 0.78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60-69세 21 3.45 0.50 2.996 0.034*
만 70-79세 44 3.14 0.42
만 80-89세 34 3.17 0.40
만 90세 이상 4 3.04 0.25

성별 남자 31 3.11 0.48 0.156 0.156
여자 72 3.25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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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구감 (n=103)

*P<.05

표 6-5.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향감 (n=103)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과 영향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치매 환자의 나이가 90세 이상(3.01±0.48점)인 경우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가장 높았으며,치매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돌봄
자의 영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치매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숙련감,영향

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치매 환자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영향감이 컸으며,치매 환자가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
보다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60-69세 21 2.33 0.89 0.402 0.752
만 70-79세 44 2.34 0.76
만 80-89세 34 2.50 0.75
만 90세 이상 4 2.62 1.38

성별 남자 31 2.66 0.92 1.787 0.031*
여자 72 2.29 0.73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60-69세 21 2.49 0.66 2.678 0.051
만 70-79세 44 2.68 0.77
만 80-89세 34 2.71 0.91
만 90세 이상 4 3.75 1.10

성별 남자 31 2.78 0.95 0.510 0.480
여자 72 2.66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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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
가에 관한 결과는 <표 7-1>부터 <표 7-5>와 같다.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른 돌봄 평가 항목 중,부담감(p=.006)
이 통계적으로 유의(p<.05)하였다.가족 돌봄자의 연령이 만 70-79세(3.18±0.57점)인
경우의 부담감이 가장 높았으며,만 20-29세(1.56점)인 경우의 부담감이 가장 낮았
다.치매 환자와의 관계에 따른 돌봄 평가 항목 중,만족감(p=.037)이 통계적으로
유의(p<.05)하였다.치매 환자와의 관계가 딸(3.25±0.79점)인 경우의 만족감이 가장
높았으며,아들,배우자,사위,기타 순이었으며,며느리(2.53±0.63점)인 경우의 만
족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돌봄 평가 항목 중,만족감(p=.02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5)가 있었다.이를 Duncan검정한 결과,가족 돌봄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치
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즉,가족 돌봄자가 대학 졸업(3.21±0.74점)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가족 돌
봄자의 만족감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2.96±0.78점), 고등학교 졸업
(2.75±0.76점)인 경우가 그 다음이고,가족 돌봄자가 중학교 졸업 이하(2.70±0.68점)
일 때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이 가장 낮았다.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중 ‘현재 건강상태’에 따른 돌봄 평가 항목 중,‘부

담감’(p=.000),‘만족감’(p=.008),‘숙련감’(p=.000),‘영향감’(p=.015)이 통계적으로 유
의(p<.05)하였다.이를 그룹별 가족 돌봄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검정
을 실시한 결과,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매우 나쁘다,나쁜 편이다)
가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매우 좋은 편이다,좋은 편이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부담감이 높았고,만족감과 숙련감이 낮았으며,영향감이 높았다.
가족 돌봄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따른 돌봄 평가 항목 중,‘요구감’(p=.133)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매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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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다,나쁜 편이다)가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매우 좋은 편이다,좋은 편이다)보다
높은 요구감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가족 돌봄자의 학력에 따른 돌봄 평가 항목(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

감,영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7-1.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20세-만 29세 1 1.56 - 3.272 0.006*
만 30세-만 39세 12 3.01 0.54
만 40세-만 49세 35 2.67 0.50
만 50세-만 59세 28 3.13 0.66
만 60세-만 69세 12 2.82 0.63
만 70세-만 79세 13 3.18 0.57
만 80세 이상 2 2.67 0.31

관계 배우자 25 3.00 0.59 0.661 0.654
아들 21 2.90 0.59
딸 31 2.92 0.72
며느리 19 2.91 0.47
사위 4 2.61 0.69
기타 3 2.41 0.76

학력 중학교 졸업 11 3.10 0.88 1.685 0.175
고등학교 졸업 30 3.05 0.48
대학교 졸업 53 2.78 0.59
대학원 이상 9 2.90 0.73

현재 매우 나쁘다 1 4.56 - 6.047 0.000*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15 3.16 0.57

보통이다 54 2.99 0.59
좋은 편이다 29 2.64 0.51
매우 좋다 4 2.2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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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20세-만 29세 1 3.00 - 0.419 0.865
만 30세-만 39세 12 2.97 1.08
만 40세-만 49세 35 3.06 0.71
만 50세-만 59세 28 3.00 0.66
만 60세-만 69세 12 3.08 0.87
만 70세-만 79세 13 2.88 0.78
만 80세 이상 2 2.25 1.06

관계 배우자 25 2.95 0.86 2.472 0.037*
아들 21 3.15 0.64
딸 31 3.25 0.79
며느리 19 2.53 0.63
사위 4 2.92 0.62
기타 3 2.89 0.35

학력 중학교 졸업 11 2.70 0.68 3.177 0.027*
고등학교 졸업 30 2.75 0.76
대학교 졸업 53 3.21 0.74
대학원 이상 9 2.96 0.78

현재 매우 나쁘다 1 3.00 - 3.669 0.008*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15 2.40 0.40

보통이다 54 3.01 0.81
좋은 편이다 29 3.24 0.62
매우 좋다 4 3.4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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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숙련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20세-만 29세 1 3.50 - 0.911 0.491
만 30세-만 39세 12 3.24 0.52
만 40세-만 49세 35 3.16 0.41
만 50세-만 59세 28 3.22 0.38
만 60세-만 69세 12 3.36 0.52
만 70세-만 79세 13 3.21 0.50
만 80세 이상 2 2.67 0.24

관계 배우자 25 3.26 0.56 0.637 0.672
아들 21 3.30 0.40
딸 31 3.19 0.43
며느리 19 3.10 0.37
사위 4 3.04 0.34
기타 3 3.28 0.25

학력 중학교 졸업 11 3.18 0.58 2.647 0.053
고등학교 졸업 30 3.09 0.40
대학교 졸업 53 3.32 0.41
대학원 이상 9 3.00 0.43

현재 매우 나쁘다 1 3.00 - 5.800 0.000*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15 2.82 2.56

보통이다 54 3.19 0.44
좋은 편이다 29 3.40 0.39
매우 좋다 4 3.54 0.43



 - 35 -

표 7-4.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구감 (n=103)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20세-만 29세 1 2.00 1.129 0.352
만 30세-만 39세 12 2.13 0.83
만 40세-만 49세 35 2.24 0.72
만 50세-만 59세 28 2.54 0.74
만 60세-만 69세 12 2.46 0.94
만 70세-만 79세 13 2.69 0.95
만 80세 이상 2 3.0 0.71

관계 배우자 25 2.64 0.94 1.106 0.363
아들 21 2.43 0.71
딸 31 2.29 0.84
며느리 19 2.39 0.68
사위 4 2.25 0.29
기타 3 1.67 0.58

학력 중학교 졸업 11 2.86 1.09 1.435 0.237
고등학교 졸업 30 2.30 0.71
대학교 졸업 53 2.38 0.79
대학원 이상 9 2.33 0.66

현재 매우 나쁘다 1 4.00 - 1.809 0.133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15 2.67 0.86

보통이다 54 2.33 0.81
좋은 편이다 29 2.40 0.71
매우 좋다 4 2.00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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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향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연령 만 20세-만 29세 1 1.33 - 1.119 0.357
만 30세-만 39세 12 2.53 0.72
만 40세-만 49세 35 2.55 0.87
만 50세-만 59세 28 2.90 0.90
만 60세-만 69세 12 2.86 0.64
만 70세-만 79세 13 2.69 0.87
만 80세 이상 2 3.00 0.00

관계 배우자 25 2.76 0.79 1.723 0.137
아들 21 2.83 0.90
딸 31 2.46 0.74
며느리 19 3.02 0.87
사위 4 2.08 0.57
기타 3 2.44 1.17

학력 중학교 졸업 11 3.06 0.98 1.977 0.122
고등학교 졸업 30 2.87 0.79
대학교 졸업 53 2.58 0.83
대학원 이상 9 2.37 0.68

현재 매우 나쁘다 1 3.67 - 3.265 0.015*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15 3.20 0.91

보통이다 54 2.70 0.77
좋은 편이다 29 2.49 0.82
매우 좋다 4 1.9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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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환환환경경경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는 <표
8-1>부터 <표 8-5>와 같다.

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 특성 중 가족 돌봄자의 환자와 현재 동
거 여부에 따른 돌봄 평가는 ‘부담감’(p=.008),‘영향감’(p=.026)이 통계적으로 유의
(p<.05)하였다.가족 돌봄자의 환자와 현재 동거하는 경우가 환자와 현재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담감과 영향감이 높았다.
환자가 치매로 진단 받은 후 가족 돌봄자가 환자를 돌본 기간에 따른 돌봄 평

가는 ‘요구감’(p=.04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이를 그룹별 가족 돌봄자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검정을 실시한 결과,가족 돌봄자가 환자를 돌본 기간
이 7-12개월(3.06±0.77점)인 경우가 13-23개월(2.50±0.85점),24개월 이상(2.28±0.75
점),6개월 이하(2.23±0.75점)인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요구감이 높았다.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정기적인 도움 여부에 따른 돌봄 평가는 ‘부담감’(p=.003)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p<.05)함을 보였다.정기적인 도움을 받는(3.04±0.80점)가
족 돌봄자의 경우가 정기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2.93±0.71점)가족 돌봄자의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담감이 높았다.
그 외,가족 돌봄자가 일주일 동안 환자를 돌보는 시간,치매로 진단 받기 전에

환자와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따른 돌봄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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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현재 동거 73 3.01 0.60 0.001 0.008*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30 2.66 0.58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하 11 2.73 0.65 1.300 0.279
환자를 돌본 7-12개월 9 3.12 0.54
기간 13-23개월 28 2.77 0.54

24개월 이상 55 2.97 0.65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하 27 2.67 0.67 2.042 0.113
환자를 11-20시간 12 3.06 0.52
돌본 시간 21-40시간 11 2.89 0.69

40시간 이상 53 3.00 0.57

치매 진단 전 동거 57 3.01 058 3.659 0.059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46 2.78 0.63

치매 진단 전 12개월 이하 4 3.03 0.88 0.346 0.792
환자와 동거 13-23개월 1 3.67 -
기간 24-35개월 1 3.22 -

36개월 이상 54 3.04 0.62

정기적 도움 있다 38 3.13 0.58 0.140 0.003*
여부 없다 65 2.77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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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
(n=103)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현재 동거 73 2.98 0.80 0.526 0.673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30 3.05 0.67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하 11 3.03 0.69 0.417 0.741
환자를 돌본 7-12개월 9 2.80 0.63
기간 13-23개월 28 3.11 0.74

24개월 이상 55 2.97 0.82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하 27 2.85 0.60 1.536 0.210
환자를 11-20시간 12 2.92 0.45
돌본 시간 21-40시간 11 3.42 0.80

40시간 이상 53 3.01 0.86

치매 진단 전 동거 57 2.99 0.76 0.017 0.898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46 3.01 0.79

치매 진단 전 12개월 이하 4 2.71 0.32 0.823 0.487
환자와 동거 13-23개월 1 4.00 -
기간 24-35개월 1 3.17 -

36개월 이상 54 3.00 0.76

정기적 도움 있다 38 2.93 0.71 0.092 0.452
여부 없다 65 3.04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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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
(n=103)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현재 동거 73 3.24 0.47 2.304 0.343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30 3.14 0.36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하 11 3.11 0.38 0.507 0.678
환자를 돌본 7-12개월 9 3.09 0.43
기간 13-23개월 28 0.23 0.47

24개월 이상 55 0.24 0.44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하 27 3.15 0.40 0.312 0.817
환자를 11-20시간 12 3.24 0.37
돌본 시간 21-40시간 11 3.15 0.42

40시간 이상 53 3.24 0.48

치매 진단 전 동거 57 3.27 0.47 2.440 0.121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46 3.13 0.39

치매 진단 전 12개월 이하 4 3.38 0.39 0.656 0.583
환자와 동거 13-23개월 1 3.67 -
기간 24-35개월 1 3.67 -

36개월 이상 54 3.23 0.47

정기적 도움 있다 38 3.14 0.42 0.001 0.200
여부 없다 65 3.25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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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요구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현재 동거 73 2.42 0.84 0.627 0.670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30 2.35 0.71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하 11 2.23 0.75 2.870 0.040*
환자를 돌본 7-12개월 9 3.06 0.77
기간 13-23개월 28 2.50 0.85

24개월 이상 55 2.28 0.75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하 27 2.43 0.71 0.814 0.489
환자를 11-20시간 12 2.71 0.62
돌본 시간 21-40시간 11 0.23 0.88

40시간 이상 53 2.36 0.86

치매 진단 전 동거 57 2.46 0.86 0.560 0.456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46 2.34 0.73

치매 진단 전 12개월 이하 4 2.50 0.41 0.102 0.959
환자와 동거 13-23개월 1 2.00 -
기간 24-35개월 1 2.50 -

36개월 이상 54 2.49 0.90

정기적 도움 있다 38 2.51 0.79 0.139 0.288
여부 없다 65 2.33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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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
(n=103)

*P<.05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N MMMM SDSDSDSD FFFF PPPP

현재 동거 73 2.81 0.78 2.318 0.026*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30 2.41 0.90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하 11 2.27 0.73 1.505 0.218
환자를 돌본 7-12개월 9 3.04 1.01
기간 13-23개월 28 2.68 0.92

24개월 이상 55 2.73 0.77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하 27 2.43 0.81 1.443 0.235
환자를 11-20시간 12 2.83 0.87
돌본 시간 21-40시간 11 2.61 0.90

40시간 이상 53 2.82 0.82

치매 진단 전 동거 57 2.81 0.83 2.546 0.114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음 46 2.55 0.83

치매 진단 전 12개월 이하 4 2.42 1.03 0.414 0.744
환자와 동거 13-23개월 1 2.67 -
기간 24-35개월 1 3.00 -

36개월 이상 54 2.88 0.82

정기적 도움 있다 38 2.77 0.79 0.357 0.482
여부 없다 65 2.65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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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치치치매매매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동동동작작작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점점점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
돌돌돌봄봄봄자자자의의의 돌돌돌봄봄봄 평평평가가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의 정도는 총점에 따라 의존도가 심한 경우(13점 이상),
중등도의 경우(9-12점),경한 경우(8점 이하)로 구분하였다.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서 ‘부담감’(p=.001)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p<.05)함을 보였다.Duncan검정 결과,치매 환자의 일상
생활동작 의존도가 중등도 이상(심함,중등도)의 경우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의존도가 경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부담감을 보였다.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

행능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영역별 돌봄
평가 비교 (n=103)

*P<.05

영역별
돌봄평가

일상생활
동작수행능력(n)

부담감 만족감 숙련감 요구감 영향감

M(±SD)
심함(32) 3.17(±0.74) 3.25(±0.80) 3.20(±0.47) 2.53(±1.05) 2.93(±0.94)

중등도(41) 2.93(±0.49) 2.90(±0.73) 3.14(±0.44) 2.43(±0.77) 2.67(±0.79)

경함(30) 2.59(±0.48) 2.87(±0.74) 3.31(±0.39) 2.23(±0.47) 2.48(±0.74)

F 8.060 2.562 1.357 1.102 2.321
P 0.001* 0.082 0.262 0.33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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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주주주요요요 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변수들 즉,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가 느끼는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과 영향감의 상관계수는 γ=0.661(P<.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가족 돌봄자의 부담감과 숙련감의 상관계수도 γ 

=-0.246(P<.05)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가족
돌봄자의 만족감과 숙련감의 상관계수는 γ=0.571(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그 외에 다른 돌봄 평가의 항목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
 

표 10.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03)

*P<.05,**P<.01

부담감 만족감 숙련감 요구감 영향감

부담감

만족감 -0.175

숙련감 -0.246* 0.571**

요구감 0.370** -0.328** -0.292**

영향감 0.661** -0.264** -0.252* 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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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의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
구로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성별로,가족 돌봄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
령,환자와의 관계,학력,현재 건강상태로 정의하였으며,돌봄 환경은 현재 동거
여부,환자를 돌본 기간로 정의하였다.이에 치매 환자의 특성,가족 돌봄자의 특
성,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는 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
영향감으로 살펴보았다.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남자 환자(30.1%)보다는 여자 환자(69.9%)

가 많은 것으로,연령 분포는 70-79세(4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족 돌봄자
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성별 분포는 남성(30.1%)보다 여성이(69.9%),연령 분
포는 40-49세(34.0%)가 가장 많은 것으로,교육정도는 대졸이상(60.2%),환자와의
관계는 자녀(50.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돌봄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
면,현재 동거(70.9%)가 현재 동거하지 않음(29.1%)보다 높았으며,돌본 기간이 24
개월이상(53.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상과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
(김영자 외,1999;민진희,2008;손영주 외,2000;오희,2008;유인영 외,2006)과
일치하였다.이는 곧 돌봄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는 대부분 자녀였으며,
그 중에서도 딸이 대부분 돌보고 있어 Stone,Cafferata& Sangle(1987)의 쇠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 이은희(2005)의 연구 결과에
서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양에 대한 부담은 과거에
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상 장남이 의무적으로 가졌던 경우가 많았으나,사회적인
추세와 맞물려 딸이 모시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이는 선행 연구
들(남상은,1998;이은희,2005)을 통해서도 반영된다.그러나 한 가정의 경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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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도가 적은 딸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 경제
적 문제나 신체적 부담,심리적 부담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위의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
이 한국의 가족 돌봄자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추후 가족 돌봄자인 여
성을 위한 가족 내 역할 분배나 돌봄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의식변환이 요구된다.
가족 돌봄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53.2%),좋은 편(28.2%),매우 좋음(3.9%)으

로 대부분의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이
는 오희(2008)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양부담감
과 삶의 질 연구에서 보고한 대부분의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
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학력과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대부분 높은 지역에서 행해졌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치매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서는 환자의 연령이 낮을
수록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F=2.996,P=0.03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돌봄자의 계속적으로 잘해내고자
노력과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연령이 높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
족 돌봄자에게 계속적으로 잘해내고자 노력할 수 있고 자신감이 높게 유지되도록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숙련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이 요구된다.또
한 연령이 낮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가 높은 숙련감을 유지할 수 있
는 간호중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치매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일상생활의존도가 심해질수록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한 민진희(2008)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는 치매 환자의 연령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하지만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의존도가 심해질수록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높
아진다는 결과와는 일치했다(F=8.060,P=0.001).
치매 환자가 여성일 경우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532,P=0.024).반면 치매 환자가 남성일 경우 가족 돌봄자가 환자의 요구를
인지,해석을 평가하는 항목인 요구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문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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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의 치매 노인의 기능손상으로 인한 가족 돌봄자의 간호 부담과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남성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난 것과 비교적 일치했다.

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를 살펴보면,가족 돌봄자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부담감(F=6.047,P=0.000)은 낮고,만족감,(F=3.669,P=0.008)숙련
감(F=5.800,P=0.000),영향감(F=3.265,P=0.01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부양가족의 건강상태와 부담감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γ=0.661,
P=.000)가 있고,부양가족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γ=-0.615,
P=.000)가 있다는 선행 연구(김기태 외,1997;손영주 외,2000;오희,2008;유인영
외,2006;이수진 외,2005)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가족 돌봄자
의 부담감,만족감,숙련감,영향감에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강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자
의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돌봄자가 딸일 경우(F=2.472,P=0.037)만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오희(2008)의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가족 돌봄자가 남
성일 경우 가족 돌봄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다.가족 돌봄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F=3.177,P=0.027)의 만족감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이는 김현미(2005)는 가족 돌봄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
담감 정도가 높은 면에서 비교적 일치하였고,오희(2008)는 가족 돌봄자가 대졸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삶의 질이 양호하며,중졸 이하인 경우 부담감이 높은 것
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치매 환자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서는 환자와 동거하
는 군이 동거하지 않는 군보다 부담감(F=0.001, P=0.008)과 영향감(F=2.318,
P=0.026)유의한 차이로 높았다.이는 선행연구(민진희,2006;오희,2008)결과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과 일치한다.즉 치매 환자와 동거함으로써 환자의 보호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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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으며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정기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가족 돌봄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0.140,
P=0.003).이는 Hughes& Caliandro(1996)연구의 결과에서 AIDS소아환자를 돌보
는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이,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 사회적 지지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이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족 돌봄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회적 도움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환자를 계속적으로 잘 돌
보고자하는 노력과 자신감인 숙련감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로 사료된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담감은 숙련감과 유의한 역상관관계이므로 사
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도움을 받지 않는 군보다 부
담감이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는 총점 135점 만점
에 평균 72.04(±9.21)점으로 가족 돌봄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험에 대해 긍정
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DiBartolo& Soeken(2003)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 돌봄자의 돌봄 평가와 적
응감과 스스로 인식한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 보고된 돌봄 평가의 평
균 94(±17.66)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
와의 차이로 정확히 비교하기가 힘들지만,모든 가족 관계를 포함한 본 연구와 달
리 가족 돌봄자 중에서도 배우자 돌봄자로 구분하여 돌봄 평가를 연구한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 돌봄자를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돌봄 평가의 하위 항목 점수를 살펴보면 부담감은 평균 2.91(±0.61)점,만족감은

평균 3.0(±0.77)점,숙련감은 평균 3.21(±0.44)점,요구감은 2.40(±0.80)점,영향감은
2.70(±0.84)점 이었다.이는 Findeisetal.(1994)의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와 요구를 살펴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담감(3.61±0.61점),만족감(4.15±0.63점),숙련감(4.15±0.48점),영향감(3.94±0.51점)
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와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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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서 연구결과를 정확히 비교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Findeis et
al.(1994)에 따르면 가족 돌봄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고한 것이
돌봄 평가 항목의 만족감과 숙련감이라고 보고했다.따라서 서로 다른 환자를 돌
보는 가족 돌봄자의 긍정적인 인식인 만족감과 숙련감이 부담감 보다 높게 나타
난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돌봄 평가의 각 항목들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만족감과 숙련감(γ=0.571,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부담감은 영향감(γ=0.661,P<.01)과 유의한 상
관관계,숙련감(γ=-0.246,P<.05)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Lawtonetal.(1989)의 CAS도구를 사용하여 AIDS소아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Hughes& Caliandro(1996)연구의 결
과에서 부담감과 영향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는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과 삶의 질이 강한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기태 외,1997;손영주 외,2000;오희,2008;유인영 외,2006;이
수진 외,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즉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높아
질수록 가족 돌봄자는 사회생활,개인 활동,일에 영향감이 높아지게 되며,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가족 돌봄자 자신은 물로 치매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가족 구성원 내지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가장 높은 시점
은 가족 돌봄자가 70-79세이며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고 환자와 현재 동거하고 있
으며 정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경우는 여성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가족 관계가 딸인 경우이고,학력이 대졸 이상이며,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였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감이 높은 경우는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였다.남자환자를 돌보며,돌봄 기간이 7-12개월인 가족 돌봄자의 요구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환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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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돌봄자의 현재 건강상태,현재 동거 여부,학력,연령,환자의 성별,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전문적인 간호 중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치매 환자 가족의 돌
봄 평가 항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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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자의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부담감,만족감,숙련감,요구감,영향감)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자료 수집을 허가한 G도 소재 노인전문병원과 대학부속병원 각각의 신경과 외래
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방문한,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돌봄 평가 측정을 위해 Lawtonetal.(1989)이 개발하고
Lawtonetal.(2000)이 개정한 CaregivingApprasalScale을 Leeetal.(2007)이 번
안한 KoreanversionoftheRevisedCaregivingAppraisalScale(K-RCAS)를 사용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12.0for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통계,t-test,ANOVA,Duncantest,correlationtest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분
석하였으며,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남성 환자보다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
으로,연령 분포는 70-79세(4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성별 분포는 남성(30.1%)보다 여성이
(69.9%),연령 분포는 40-49세(34.0%)가 가장 많은 것으로,교육정도는 대졸이상
(60.2%),환자와의 관계는 자녀(50.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가족 돌봄
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53.2%),좋은 편(28.2%),매우 좋음(3.9%)으로 대부분의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돌봄 환경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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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면,현재 동거(70.9%)가 현재 동거하지 않음(29.1%)보다 높았으며,돌
본 기간이 24개월 이상(53.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는 총점 135점 만점에 평균
72.43(±9.21)으로 나타났다.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부담감은 평균 2.91(±0.61)점,만족감은 평균 3.0(±0.77)점,숙련감은 평균
3.21(±0.44)점,요구감은 2.40(±0.80)점,영향감은 2.70(±0.84)점 이었다.

4.치매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서는 환자의 연령이 낮
을수록 가족 돌봄자의 숙련감(F=2.996,P=0.03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치매 환자가 여성일 경우 가족 돌봄자의 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2.532,P=0.024).반면 치매 환자가 남성일 경우 가족 돌봄자가 환
자의 요구를 인지,해석을 평가하는 항목인 요구감(F=1.787,P=0.031)이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가족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평가를 살펴보면,가족 돌봄자의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담감(F=6.047,P=0.000)은 낮고,만족감,(F=3.669,P=0.008)숙
련감(F=5.800,P=0.000),영향감(F=3.265,P=0.01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가족 돌봄자가 딸일 경우(F=2.472,P=0.037)만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족 돌봄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F=3.177,P=0.027)의 만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치매 환자와의 동
거여부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서는 환자와 동거하는 군이 동거하지
않는 군보다 부담감(F=0.001,P=0.008)과 영향감(F=2.318,P=0.026)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6.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의 차
이를 살펴보면,부담감은 현재 동거하는 경우(F=0.001,P=0.008),정기적으로 도움
을 받고 있는 경우(F=0.140,P=0.008)에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 53 -

다.영향감은 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F=3.265,P=0.015),환자와 현재
동거하는 경우(F=2.318,P=0.026)에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점수는 18점 만점에 평균 11.04(±3.63)점
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동하기가 2.14(±0.76)점으로 다른 사람
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목욕하기가 2.08(±0.80)점,옷 입기가
1.89(±0.74)점,식사하기가 1.75(±0.70)점,배변 배뇨 조절하기가 1.67(±0.77)점,화장
실 출입하기가 1.63(±0.77)점 순이었다.환자의 일상생활의존도가 심해질수록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8.060,P=0.001).

8.돌봄 평가의 각 항목들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만족감과 숙련감(γ
=0.571,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부담감은 영향감(γ=0.661,P<.01)과
유의한 상관관계,숙련감(γ=-0.246,P<.05)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이 가장 높은 시점은
가족 돌봄자가 70-79세이며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고 환자와 현재 동거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의존도가 높은 경우로 나타났
으며,만족감이 가장 높은 경우는 여성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가족 관계가 딸인
경우이고,학력이 대졸 이상이며,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로 나타났다.숙련감이 높
은 경우는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가족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였다.남
자환자를 돌보며,돌봄 기간이 7-12개월인 가족 돌봄자의 요구감이 높음이 발견되
었으며,현재 환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 돌봄자의 영향감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를 위해 그들의 돌봄 평
가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담감을 낮추고,만족감과 숙련감을 높이며,
요구감과 영향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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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에서 사용된 돌봄 평가 측정 도구인 K-RCAS를 사용하여 매치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부담감을 낮추고 만족감과 숙련감을 높이
며 요구감과 영향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3.본 연구에서 사용된 돌봄 평가 측정 도구인 K-RCAS의 하위항목 용어인 ‘요
구감’과 ‘영향감’을 이해하기 쉬운 ‘기대감’과 ‘제한감’으로 각각 명칭을 바꿀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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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연구 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간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현재 연
세대학교 대학원 학생입니다. 
귀하는 치매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분으로서 귀하의 담당 의사가 귀하의 설
문지 참여를 권장하였습니다. 본 설문지 작성의 참여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발적 의
사에 의합니다. 본 설문지는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환자의 치매 발병 기
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조사하여 치매 환자 간
호 및 치매 환자 가족 간호에 대한 보다 나은 임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의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연구 주제는 “치매 환자 가
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 연구” 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본 설문지의 모든 내용들은 환자분의 증상 조절뿐만 아니
라, 가족들의 환자 돌봄에 도움이 되는 치매 환자 및 가족 간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귀하게 사용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오직 담당 연구 의사, 담당 연구 교수에 
한하여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관련된 사람들 에게는 연구의 진행상 자
료의 열람을 허가해야하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생성되는 보고서와 발
표에서 귀하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설문 문항은 모두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며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 
할애가 요구되고 다소 힘이 드시지만 설문 작성을 통해 귀하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빠짐없이 솔직히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윤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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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주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 연구”
연구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조윤영 

치매 환자 가족 돌봄자의 돌봄 평가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불편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려한 후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의사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과, 철회하더라도 본 병원에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을 들었습니다. 

                                            

날짜 2008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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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 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치매 환자의 일반적 특성>
1. 환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60-69세   ② 만 70-79세   ③ 만 80-89세  ④ 만 90세 이상  

2. 환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치매 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20-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59세  ⑤ 만 60-69세      
   ⑥ 만 70-79세     ⑦ 만 80세 이상

 2. 귀하는, 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아들    ④ 딸     ⑤ 며느리    ⑥사위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기타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중퇴 포함)       ②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5. 귀하는 현재 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6. 환자가 치매로 진단 받은 후, 귀하가 환자를 돌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개월 이하               ② 7개월 - 12개월 

                 ③ 13개월 - 23개월          ④ 2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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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귀하가 일주일 동안, 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시간 이하             ② 11시간 - 20시간

                  ③ 21시간 - 40시간         ④ 40시간 이상 

8. 환자가 치매로 진단 받기 전에, 환자와 함께 살았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8-1> 8번 문항에서 ‘네’라고 하셨다면, 환자가 치매로 진단 받기 전에, 함께 사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2개월 이하               ② 13개월 - 23개월 

                    ③ 24개월 - 35개월           ④ 36개월 이상

 9. 귀하께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현재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9-1>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친척    ② 간병 도우미    ③ 복지 시설 직원   ⑤ 기타________ 
 
10.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귀하가 힘들다고 느끼는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가
능)
  ① 목욕하기  ② 옷 입기  ③ 화장실 가기 ④ 배변배뇨 조절하기 ⑤ 식사하기    
  ⑥ 이동하기  ⑦ 기타________ 

* 다음은 귀하가 돌보고 계신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준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환자는 목욕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때 밀기와 샤워를 한다.  
  ② 샤워는 혼자 하나, 때는 혼자 밀지 못 한다.
     또는 몸의 일부 부위(등 제외)를 닦을 때만 도움을 받는다.  
  ③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 한다.

2.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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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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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는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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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해 대소변을 볼 수 없다.

4.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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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자는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잘 보십니까?
  ① 대변이나 소변을 본인 스스로 조절한다.  
  ② 대변이나 소변 조절을 가끔 실패할 때가 있다.
  ③ 대변이나 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6.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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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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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환자를 돌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 또는 동그라
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잘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환자를 돌보아 주면서도,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2. 환자를 돌보는 것은 내가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3. 나는 환자를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4. 나는 환자를 돌보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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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가 느끼시는 정도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환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당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    
까?

3.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회생활(예: 친구만나기, 종교 활동 
등)이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십니까? 

5. 더 이상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6.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이 홀로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   
   까?

7.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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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8. 환자를 돌봄으로써 환자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9.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십니까?

10. 환자를 책임지는 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작은 일에 대해 환자가 기뻐할 때 당신도 즐거워집니까?
12. 환자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
십니까?
13. 당신이 환자를 돕는 한, 환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  
니까?

15. 당신이 환자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당신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환자께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 당신이 무엇을 해도 환자를 기쁘게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9. 당신이 환자를 돌본 것에 대하여 환자가 진심으로 감사해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20.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1. 환자 때문에 친구를 초청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22.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집의 방(공간)을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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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fffttthhheeeCCCaaarrreeegggiiivvviiinnngggAAApppppprrraaaiiisssaaallliiinnnFFFaaammmiiilllyyy
CCCaaarrreeegggiiivvveeerrrsss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DDDeeemmmeeennntttiiiaaa

Cho,Yoon-Young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measurethecaregivingappraisal(burden,
satisfaction,mastery,demand,impact)offamily caregiversofpatientswith
dementiabyidentifyingthetheirpotentialstressorsandtheefficacyoftheir
copingeffortsrelatedtocaregivingexperiences.
Thesampleconsistedof103primaryfamilycaregiversrecruitedfrom two

outpatientclinicsatgeneralhospitalin Gyeonggi-province,Korea.Thedata
wascollectedbytheresearcherbetweenMayandJunein2008.TheKorean
versionoftheRevised CaregivingAppraisalScale(K-RCAS)wasused inthis
study and Cronbach's alpha,t-test,ANOVA,Duncan test,and correlation
analysis,withtheSPSSWin12.0program,wereusedfordataanalysis.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meanscoreforK-RCASforfamilycaregiverswas72.43(±9.21),and
themeanscoresof5subscalewere'burden'(2.91±0.61),satisfaction(3.00±0.77),
mastery(3.21±0.44),demand(2.40±0.80),andimpact(2.7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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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eleveloftheburdenofthe70-79year-oldfamilycaregivershadthe
mostscoreandthe20-29year-old had theleastscore(F=3.272,P=0.006).The
score ofthe satisfaction ofthe daughterwho cared forthe patientwith
dementia was the highest,the satisfaction of the son,the spouse,the
son-in-law,thegrandchildrenwerefollowed.Thedaughter-in-law'ssatisfaction
had theleastscore(F=2.472,P=0.037).Thescaleofthesatisfaction wasthe
significantlyhigherinthefamilycaregiverofuniversitygraduatesthaninthe
familycaregiverofhighschoolormiddleschoolgraduates(F=3.177.P=0.027).
Thescoreoftheburden(F=6.047,P=0.000)andtheimpact(F=3.265,P=0.015)of
thefamilycaregiverinbadhealthwerethesignificantlyhigherthaningood
health.Thelevelofthesatisfaction(F=3.669,P=0.008)andthemastery(F=5.800,
P=0.000)werehigherinthefamilycaregiverhavinggoodhealthconditionthan
havingabadhealthcondition.

3.Theburden(F=0.001,P=0.008)and theimpact(F=2.318,P=0.026)ofthe
family caregiver who residing with patient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residingapartfrom patient.Thecaregiver'sdemandwassignificantlyhigherin
7-12month,thedurationofcaregiving,thanover13monthorunder6month.
Theburdenscaleofthecaregiverwithassistancefrom otherfamilymemberor
societywasthehigherscorethanwithoutanyassistancefrom others.

4.Theleveloftheburdenhadnegativecorrelationwiththelevelofthe
masteryand correlationwiththescoreofimpact.Thesatisfactionscorehad
significantcorrelationwithmasteryscore.

Thisstudyshowsthatthedemand offamilycaregiverwhocaringfora
malepatientfor7-12month,andthesatisfactionofthedaughterwho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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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femalepatientweresignificantlyhigh.In addition,theburden ofthe
caregiverwho living with 70-79year-old patientwith assistancefrom other
sourcewashigh.Thereforethereisaneedfornursinginterventionstrategies
todecreasetheburdenfrom potentialstressorsandtostrengthenthemastery
andthesatisfaction.

Keywords:dementia,familycaregiver,Korean,RevisedCaregivingAppraisal
Scale,caregiving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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