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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과학문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

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기 퇴행성질환인 치매 에 대한 보건의학 및 사

회복지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치매는 연령증가에 따라 높

은 유병율을 보이고, 장기간의 질병 이환 기간과 질환의 지속적인 악화 경

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부양자들은 치매노인

의 문제행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어 부담감이 축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감을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

하여 부담감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치매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

매 노인환자와 정신과의원에서 치료중인 치매노인 및 서울지역 일개 종합

병원에서 치료중인 치매노인 71명과 그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일차 부양자

71명을 대상으로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MMSE- K(Minime nta l State Examin

ation- korea n ve rs ion)와 간이치매측정도구로 인지기능의 손상을 평가하고 ,

ADL/LADL(Activity of Da ily Da ily Living, Choi(1992))로 노인의 일상생활에

서의 활동기능을 측정하였으며, 부양자의 부담감척도는 Novak과 Geust(1989)

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발 한 부담감 도구와 Za rit 등(1980)의 부담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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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참고하여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1994)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일차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Zung

Se lf- rating Depress ion Sca le을 이용하여 주관적인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의 모든 통계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일반적특성 및 치매노인의 기능수준, 부양자의 부담감 및 우울에 대한

기술적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의 차이는 t- test,

One- way ANOVA, 각 집단간의 차이 비교는Turkey Multiple Compa rization

test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Pea rson Corre lation

coeffic 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자의 대부분은 여자로 주부가 과반수이상 이었으며, 연령층이

40- 50대로 중년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48명(44.6%)

로 높았으며, 직업은 주부가 41명(57.7%)로 과반수 이상 차지했다. 치매노인 특

성은 여자가 훨씬 많았고, 평균연령은 74.7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불교가 가장 많았다. 평균소득은 10만원이하가 높았으며 연

금을 받은 경우도 37.9%로 나타났다. 부양자와의 관계는 시부모가 대부분이었

다.

2.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상태는 연령이 증가 할 수록 MMSE값이 유의하

게 낮아서 기능상태가 낮게 나타났다(t=8.22, p=0.0006). 월 평균소득이 높아

질수록 기능상태는 유의하게 높았다(t=6.28, p=0.0032). 그러나 치매노인의

활동기능상태에서는 치매노인의 어떤 변수와 특성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3.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최저 26점, 최고 64점으로 평균은 40.43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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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서, 우울 정도라고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의 부담감은 최저41점에서

최고138점으로 평균이 83.23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시간적-의존적 부

담감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체적. 발달적, 사회적, 정서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부양자의 특성과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

도와 부담감에서 우울 정도는 성별, 결혼상태, 종교, 직업, 건강상태, 부양

노인 수에 따른 우울 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담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부인 경우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8).

5.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부양자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r=0.342,

p=0.0034). 부양부담감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r=- 0.593,p=0.0001)

MMSE와 부양자의 부담감은 상관관계에서(r=- 0.32, p=0.0034)는 치매노인

의 기능상태가 낮을수록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양자가 지각하는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을 줄 일수 있으므로 간호실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부

양부담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부양

자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을 줄 일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첫째,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MMSE가 낮아져

부양자들이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되므로 부양자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양자를 위한 교육과 지지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양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부양자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겪게되는 부양자들의 어려운 문

제점 등을 치매가족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양자 상호간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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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노인부양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이해

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각 보건소에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여, 치매노인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들

의 부담감을 덜어 주도록 하고, 부양자들이 휴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넷째, 부양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들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우

선 순위의 기회제공으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iv -



Ⅰ . 서 론

1. 연구 의 필요 성

과학문명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

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97년에는 전 인구의 6.3%이었

던데 비해, 2030년에는 19.3%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국민

5명당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보고,1996). 이

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구구조상 부양비를 증가시키고 노년기

퇴행성질환인 치매에 대한 보건의학 및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노인질환 중에서 최근 사회일반의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대표적

인 질환이 치매이다. 치매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노망이라 불리는데 만성적

으로 진행하여 악화되는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주는 부담과 고통 때문에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실정

이다. 치매는 노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며 미국의

경우 치매 유병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10% 내외를 차지하며 나이가 5세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2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85세 이상에서는

약 50%정도로 알려져 있다. 많은 치매 노인들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에

의해 부양되고 있으며 이들 가족부양자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이 심각하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종한 등(1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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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서 유병율은 10.8%로 나타났고, 경기도 연천군의 65세 이상노인

1691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에

따라 유병율은 9.5%로 추정하며 유형별로는 알쯔하이머 치매가 4.4% 뇌혈

관성 치매는 2.4% 차지하였고, 치매노인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인 중증도나 고도치매도 65세 이상 인구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서울대하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 1994). 오병훈은 치매노인은 인

지장애 및 행동장애가 매우 심각하므로 24시간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Brody 등(1987)은 가족 내에서 부양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

들이 경제적 문제로 점차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노인의 부양을 전담하

기가 어려워져 역할갈등에 의한 어려움과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Pruchno와 Resch(1989)의 연구에서는 여성 부양자가 남성 부양자에 비

하여 부양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부양부담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uliha n(1987)의 연구에서는 치매가족 여성 부양자

의 경우에는 가사, 자녀양육 및 교육, 직업활동에 따르는 역할, 배우자로서

의 역할 등 역할가중현상을 경험함으로써, 부양에 따르는 부양부담이 더

크다고 하였다. Rosentha l 등의 연구(1993)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을 부담감(pouls hok 과 Deimuing,

1984; Za rit 등,1980), 긴장(Ca ntor,1983), 스트레스(Lindgren, 1990), 부정적 결

과 (Fengle r과 Goodrich, 1979)등으로 보고 있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전통적 규범으로 받아들였던 한국가족은 노인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

신체적 고통 심리적 부담들을 가족 내에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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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사회적 기대라고 할지라도 치매노인은 가

족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 즉 치매는 높은 유병률과 장

기간 질병이환 기간 질환의 지속적인 악화 경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지출되는 과도한 의료비와 환자부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 정책이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치매노인은 고립

되고 가족들은 피로 불안이나 긴장, 우울, 수치심 주위의 비난이나 죄책감

그리고 생활 장애을 경함하고 있고, 특히 치매노인 증상의 문제행동(배회,

망상, 대소변실금, 야간착란, 공격적 행위 등) 은 가족, 주 가구원에거 끊임

없는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긴장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까지도

희생시키고 있어 이러한 과중의 부담들은 주 수발자의 절반이상에서 신경

정신과적 문제 등의 질병에 시달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진전됨으로써 심각한 가

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가족 부양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보고하였을 뿐 치매 환자의 기능상태와 부양 가족의 부정적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매노

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부담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양자 중심의 서

비스를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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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의 목적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의 기능상태와 치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

양자가 지각하고 있는 우울 및 부담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치매노인 부양자에게 보

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양자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1.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부담감을 파악한다.

2.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부담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3.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우울과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다.

3 . 용어 정의

1) 치매노인

이론적정의 : 치매는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눌수 있는데 원

발성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뇌의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치매이고 속발성은

질병의 결과로 인한 치매를 말한다. 노인성치매는 자신이 하는 행동의 목

적이나 잘잘못을 알지 못하게 되고 도덕적 가치관이나 인격이 파괴한 사람

의 식별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직업은 물론 일상적 개인 생활도 심각

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증상은 기억상실,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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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 치매로 진단 받거나 뚜렷한 치매증상을 보여서 부양자가

치매간호를 원하며 정신보건센터의 낮 병원에 참석하는 노인 및 병의원에

서 치료중이거나 등록관리하는 환자를 말한다.

2) 부양자

이론적 정의 :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

조작적 정의 :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로 진단을 받고 정신보건센터의 낮 병원에 참석

하거나. 병 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을 주로 돌보는 자를 말한다.

3) 우울

이론적 정의 : 상당기간 기분이 우울하거나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

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며, 우울증은 여

러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주변상황과 관계없이, 혹은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우울한 기분을 꽤 오랜 기간 느껴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이다.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우울 증상을 Zung se lf-

ra iting depress ion sca le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각 문항은 1- 4점으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4) 부담감

이론적 정의 : 부양자가 돌보는 대상이 노인이거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특정 상황에서 부양자가 영향을 받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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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

도를 의미한다(Za rit 등,1980).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Nova k과Guest(1989), Za rit 등(1980)의

도구를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1994)이 번역, 수정, 보완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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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치매

치매 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pine l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정신나갔다” 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dement에서

유래된 것이다(남궁기 외, 1993). 그러나 치매는 흔히 사용하는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지체가 아닌 뇌의 기질적인 병변에 의해

기억력장애를 비롯한 언어장애 행동장애 및 기타 지적 능력의 손실이 특징

인 인지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후천적 임상증후군으로(이홍식과 김진학,

1992), 뇌의 국부적인 결손으로 인한 국부적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증상이어야 하고, 의식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이정호 1993). 세계보건기구

(WHO)의 ICD- 10 분류에 의하면 치매란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피질기

능(highe r cortica l funtion)의 다발성 장애로 일컬어진다(우종인 1994).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매를 흔히 '노망'이라고 부르는데 기억력이 감퇴되

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

며, 판단력이나 자제력을 상실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상

태를 일컫는 단어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노망'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

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심리적으로 정신기능의 저하가 있어도 노망이라고

말하고, 뇌의 기질적 병변이 없이 신체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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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저하도 노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이성희 1994).

치매는 내과 신경과 및 정신과 질환 등 60가지 이상의 다양한 원인에 의

해 야기되는 기질적 정신장애로(양병환 1993)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의 주요

원인들로는 원인불명이 48%, 알콜성치매 10%, 다발성 경색치매가 9%, 가성

치매가 7%, 정상압 뇌수종이 6%, 두개강 내 종양이 5%등의 순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원인불명의 치매는 주로 Alzhe imer형 치매를 의미하며, 알콜성

치매는 korsakof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고, 각종 산업 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

로 인한 외상 후 치매도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경상북도와 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

구에서는 알쯔하이머형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61.5%를 차지하고, 뇌혈관

성 치매가 12.8%, 알콜성치매 7.7%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1992년에

서 1993년에 걸쳐 경기도 연천군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알쯔하이

머형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가 각각 전체 치매의 47.4%, 26.3%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정희 1994).

치매의 증상은 원인질환의 속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 증상은

단기 기억력장애, 장기기억장애, 지남력장애, 추상적 사고능력의 장애, 인격

의 붕괴이며 주변적 증상으로는 흥분, 공격적 행동, 망상, 환각, 인물오인, 불

결행동, 야간불면, 우울, 성격이상행동, 수집벽 등이 있다. 일 개군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노인성치매 발생요인과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치매노인의 증상은 괴상

한 행동, 반복행동, 불결, 기분변덕(짜증, 화) 가리지 않고 먹음 혹은 수족떨

림, 혼자중얼거림, 반복언어, 거부, 동문서답, 횡설수설, 수면장애, 의심등이

있다고 보고했다(흥여신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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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임상적 정도는 DMS- Ⅲ- R 분류에 의하여 경증, 중등증, 및 중증

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기준을 보면 경증의 치매는 사회생활이나 직업

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고 적

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중등도의 치매는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

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중증의 치매는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

퇴되어 지속적인 감독에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의 개인위생도 유지 할 수 없

게 되며 대개는 지리멸렬한 언어 구사나 함구적인 상태를 보인다(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의 노인을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경증 53.8% 중증도 30.8% 중증15.4%의 분포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고 (박종한 등 199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도 64.7%, 중

등도 23.0% 중증 11.7%로 보고되어 있다(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제 시범사업

단 1994).

이러한 분류이외에 치유가능성에 따라서 치유가능한 치매와 치유불가능

한 치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전자에 속하는 가역성 치매로는 가성치매,

양성 뇌종양, 정상압뇌수종, 진행성 마비, 비타민 결핍, 내분비 장애, 알콜

성 치매, 다발성 경색 치매 등이 있다. 그리고 노인의 연령에 따라 초로성

치매(Prese nile dememtia)와 노인성 치매(senile deme ntia)로 구분하는데, 서

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노인의 정의에 근거하여 65세를 기준으로 두 가지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치매의 발병과 진행경로는 기저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진적 발병과정을 거치며 대부

분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발병하여 진행성 퇴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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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1CD- 10의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년기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

도 있다. 혈관성치매의 경우에는 1∼3개월 이내에 비교적 급격하게 발병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점진적인 퇴행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계단식 퇴행과정

을 거친다. 그리고 정상압수두증, 약물 및 독물중독, 비타민 결핍증, 갑상

선 기능저하 등에 의해 발병한 치매 등 치매의 10∼20％ 정도는 치매의 진

행을 억제하거나 이차성 치매와는 달리 원발성 치매의 경우 뇌의 구조적

장애가 확대되면서 점진적인 퇴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Re isbe rg

et a l, 1982).

치매로 인한 기능상태의 변화는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신

기능과 신체기능에 있어서의 기능저하가 나타난다.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정상적 노화로 인한 기능변화와는 다른 기능변화 양상을 보인다. 치매노

인은 기억력, 추상적 사고능력, 판단력 및 충동자제능력, 언어기능 등의 저

하와 성격변화, 신체적 기능의 변화로 인하여 직업, 일상적 사회활동, 대인

관계 등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된다 ( Ras kind, 1989).

치매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기억장애는 치매 초기단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장기기억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단기기억의 상실

이 현저하다. 이러한 기억장애로 인하여 치매노인들은 의사소통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방향을 잊어버리고, 약속시간,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잊어버리고,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채 또

는 담배불이나 가스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기도 한다. 그리고

기억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말하는 적화증

(confabulation)을 나타내기도 한다. 치매가 진행되게 되면 비교적 잘 유지되

던 장기기억도 심한 장애를 입게 되어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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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다.

추상적 사고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치매노인들은 새로운 과업에 대처하

는데 애로를 느끼며, 새롭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나 과업

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판단 및 충동통제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치매노

인들은 거친 말투를 사용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하고, 자신의 외모와 위생

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거나, 성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치매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격변화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무감동

(apathy)이다. 이전에 타인에 대해 보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 치매에

걸린 이후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적

이 되어 간다.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치매발병 이후 냉담해지

고 철퇴하며, 사회적 참여나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고, 활기가 없어진다.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 깔끔하고 섬세했던 사람이 치매발병 이후 단정치

못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발병 이전보다 화를 자주 내거나,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불

안·우울해지고, 더욱 완고해지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을 하는 경우가 점차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병전의 성격적 특성

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병 전 특성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즉, 치매 발병이전에 갖고 있던 강박적 성향이 더 강해지고, 충동적인 특성

이나 편집증적 특성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치매의 핵심적 증상으로 인한 기능변화 이외에 우울증, 환각이

나 망상, 수면장애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치매와 우울증을 동시에 나타내

는 노인은 1/5 정도 되며, 이러한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는 뚜렷이 구분되지

만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구분하기 힘들어진다(Re ifle r, 1982 Reding at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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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환각과 피해망상이 치매노인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도둑을 맞았다면서 주위사람을 의심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

장애로 인하여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배회하기

도 하며, 잠자는 가족을 깨우기도 한다.

치매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매우 취약하며, 치매이

외에 신체적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약화로 인하여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

우가 많이 있는데, 치매노인의 절반 이상이 신체질환을 갖고 있으며, 고혈

압, 뇌졸중, 신경통, 피부과적 질환, 호흡기질환, 마비, 심장 및 신장질환 등

에 이환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eckhe ime r,1989,1991; 이성

희·권중돈, 1993).

2 .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양 자의 부 담감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은 환자 부양에 대한 과다한 시간의 투

여로 인하여 개인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두려워하

며, 치매노인의 증상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이웃에 피해를 입힐까 염려

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이웃과의 접촉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 중 부양자의 1/3 이상이 치매발병 이전에 비하여 이웃과 접촉기회가

줄어들고, 이웃에 피해를 입힐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

권중돈, 1993).

이렇듯 가족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양부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Thempsom 과

Doll(1982)은 부양부담을 부양에 따르는 정서적 비용으로 국한시켜 정의하

- 12 -



였고, Fathe ringhm등(1972)은 생활리듬의 변화와 같은 부양자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변화까지도 부양부담에 포함시켰다. Richa rd(1986)는 부양부담을

의존적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비용으로 보고 이러한 비용에는 사회적

활동의 제한, 개인적 생활의 제한, 경제적 비용, 보호제공에 대한 가치, 노

인과의 관계상의 스트레스, 정신·신체적 애로 등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스트레스 이론에 입각한 학자들은 부양부담을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

한 부양자의 인지적 평가 또는 부양의 결과로 나타난 가족의 위기나 부양

자의 긴장을 부양부담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스트

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부양자의 인지적 평가, 즉 부양자의 전반적인 스트

레스와 부양의 영향이라고 정의하며 부양자의 긴장과 구분하고 있다. 부양

에 따르는 주관적 부담과 부양이 신체, 심리재정 등의 구체적 활동영역에

영향을 부담이라 하였고 부양의 결과 나타난 우울증, 가족만족도의 변화는

긴장으로 개념화하였다(Rankin등 1992). Pea rlin 등(1990)은 스트레스 모형에

입각하여 부양부담을 긴장개념으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

의 인지장애, 신체장애, 일상생활동작 능력의 제한 등과 같은 1 차적 스트

레스 유발인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2차적 스트레스 유발인자 즉 긴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2차적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2차적 역할긴장과 2차적 정

신 내적 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Gatz (1990)는 부양부담을 부양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부양의 결과 나타

난 심리적 고통이나 부양자의 실질적인 생활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있다. Anes hense l (1993)은 노인부양의 결과로 나타난 우울증, 화,

불안, 신체적 건강의 악화, 부양 역활의 표시등을 부양부담으로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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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chne r(1993) 치매노인의 행동이나 기능변화 같은 상황 및 사건과 관

련하여 부양자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안녕, 신체적 건강, 사회생활, 재정

상의 어려움과 불결감의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Georft 등

(1986) 부양부담을 부양자의 안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고 부양부

담을 장애노인의 부양으로 인하여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 및 재정적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이들 외에 gree nbe r 등(1993)의 여러

학자들도 부양부담을 부양결과 또는 부양자의 생활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Novak 와 guest(1989)는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시간적 부담 발달상의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이라고 5개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vita liam 등(1991)은 부양부담의 차원을 노인의 행동 가족 및 사회 생활

의 제한 부양자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Stommel(1990)은

부양부담의 차원을 재정적 영향 포기감 생활일정에 대한 영향 신체적 건강

에 대한 영향 구속된 느낌으로 구분하였다.

Motenko(1989) 노인의 일상생활의 동작능력 저하로 인한 부양 애로, 재

정적 긴장, 개인시간 부족, 가사일에 대한 부담감, 정서적 지지의 변화로 인

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Pruchno 와 Resch(1989)는 치매노

인의 과로한 요구로 인하여 자아상실을 경험하고, 부양으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와 자유시간을 갖지 못하므로 구속감을 느끼게된다.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부양부담의 차원을 종합하여 보면,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은 사회적 활동제한, 노인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

담,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건강의 악화라는 5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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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imling과 Bass (1986)는 부양이 부양자에게 미치는 두 가지 영향요인

중에서 사회적 활동제한에는 친구관계의 축소 이외에 교외활동, 자원봉사

활동, 여가활동, 사회집단 활동 등의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Stephen(1991)

은 치매노인을 부양한 결과로 인하여 치매노인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관계 등 전체 가족관계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치매노인 부양을 담당한 이후로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신경질을 부리며,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화가 한 번 나

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3 .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양 자가 경 험하는 우울

우울증이란 상당기간 기분이 우울하거나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어 일

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며 우울증은 여러원인

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대부분 우울증은 환

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데 두통, 소화불양. 목과 어깨결림,

식욕감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 속에서 열이 남 등이다. 심한 정도

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임상적인 우울증은 심각하고도 흔한 기분장애로

심신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질환이다. Pouls hock와 De imling(1984)은 정신장

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의 문제행동,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장애, 부양자의 우울증을 부양자의 사회적 활동제한이나 노인- 부양자관계

및 부양자-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오는 유발인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인의 기능장애와 부양자의 우울증이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기능장애에 따르는 부양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에 의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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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즉 Pouls hock와 Deimling(1984)은 부양으로 인하

여 야기되는 노인- 부양자 관계 및 부양자-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부양자

의 사회활동제한은 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 동작능력 장애, 부양자의

우울증에 의하여 유발되지만, 주부양자가 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 동

작능력장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며 증가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Pruchno와 Resch(1989)의 연구에서는

여성 부양자가 남성 부양자에 비하여 부양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부양부담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Rosentha l 등

(1993)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경우 어떤 일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생활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런 희망도 없

는 것처럼 느껴지고 낙담하거나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등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Houliha n(1987)의 연구에서는 치매가족 여성 부양자의 경우에는 가사, 자

녀양육 및 교육, 직업활동에 따르는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등 역할가중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부양에 따르는 부양부담이 더 크다고 하였다.

Rose ntha l 등의 연구(1993)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증을 경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부양부담은 Fitting 등의 연구

(1986)에 의하면 중년 여성 더 많으므로 부양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

였다. 이에 반해 노년기의 여성 부양자는 자신의 건강문제로 보호부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부양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를 보면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에 관한 연

구에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Ca ntor의 연구(1986)에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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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자가 자녀에 비하여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Johnson과 Cata la no의 연구(1983)에 의하면 노인의

배우자보다는 자녀의 부양부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Quayhage n(1988)의 연구에서는 딸이 부양자인 경우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

를 받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양자의 남편, 부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인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의 부양부담 수준을

비교한 pruchno와 Resch의 연구(1989)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보다 우울증과

부양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 ntha l 등의 연구(1993)

에서는 부양의 결과로 인하여 딸이 아들에 비하여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Ga llaghe r 등의 연구(1989)에서는 배우자, 자녀 그

리고 다른 부양자들 사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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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일부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

매 노인환자와 정신과의원에서 치료중인 치매노인 및 서울지역 일개 종합

병원에서 치료중인 치매노인 71명과 그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일차 부양자

71명으로 한다.

2 . 연구 도구

1) 치매 노인의 기능상태

치매 노인의 기능상태는 인지기능과 활동기능으로 분류하여 측정

하였다. 인지기능측정은 MMSE- K(Minime nta l State Examination - Korea n

ve rs ion)와 간이치매사정도구로 평가하고, 활동기능은 ADL/IADL(Activity of

Da ily Living, Choi(1992)) 척도로 평가한다. 이 도구들의 문항은 MMSE는 11

개문항으로 0점에서 3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낮음을 의

미하며, 간이치매사정도구 10문항으로 0점에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

가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낮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활동기능은 8문항으로

각 문항은 「예」에 1점을 ,「아니오」에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노인의 기능상태가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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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자의 우울 평가도구

일차 부양자의 우울은 Zung Se lf- rating Depress ion Sca le을 이용하

여 주관적인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의 1- 4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80점 만점으로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3) 부양자의 부담감 측정

부양부담 척도는 Novak 과 Ge ust(1989)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발

한 부담감 도구와 Zarit등(1980)의 부담감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1994)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일차부양자의 부담감을 측정한다. 이 도구는 부담감을 총 29문항으로 1- 5

점 척도로 145점 만점으로, 6개 영역으로 시간-의존 영역, 발달적 영역, 신

체적 영역, 재정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서적 영역을 측정, 부담감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 자료 수집 절 차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3개월 동

안이었으며 경기도 일부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정신과의원, 서울지역에

있는 1개 종합병원에서 등록, 치료중인 치매노인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구

조화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매노인과 부양자 각 71명에게 각 기관의 대

표의 동의를 얻고, 치매노인과 부양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기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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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4 . 자료 분석 방 법

모든 통계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및 치매노인의 기능수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에 대한 기술적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의 차이는t - test , One-

w ay , ANOVA, 각 집단간의 차이 비교는Turkey Multiple Compa rization

test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Pea rson Corre lation

coeffic ien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5 . 연구 의 제한 점

1.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노인환자와 정신과의원, 일개 종합병원에서 등록, 치료중인 치매

환자와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일차 부양자들로서, 이 들은 치매와 관련되어

공식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치료를 받지 않는 치매노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2. 치매노인이나 부양자들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숨기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설문에 한계가 있었다.

3. 연구에 사용한 부담감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우

- 20 -



리나라의 치매노인 및 부양자들에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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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대상 자의 일 반적 특성

1) 치매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2>.

성별은 여자 47명(66.1%)으로 다수였고, 남자 24명(33.8%)이였으며, 연령

은 60대가 22명(31.0%), 70대 28명(39.4%), 80대 19명(26.8%), 90대 2명(2.8%)

로 70대(39.4%)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74.7세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47명(66.1%)으로 많았고, 치매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종교는 기독교 17명(23.9%), 불교 22명(31.3%), 천주교 8명(11.3%)으

로 불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42명

(59.2%)로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28명(39.4%), 이혼1명(1.4%)로 사별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은 국졸이하가 56명(78.8%)다수였고 , 고졸이하 10명 (14%), 전문대졸이상

5명 (7%)으로 국졸이하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녀수는 2명 이하 2명(7.5%),

3- 4명 35명(52.2%), 5- 6명 19명(28.3%), 7- 8명 8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와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23명(33.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시아버지 17명(25.0%), 어머니 16명(23.5%), 기타 7명(10.3%)으로

시부모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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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여

24

47

33.8

66.1

연 령

60대

70대

80대

90대

22

28

19

2

31.0

39.4

26.8

2.8

결혼상태

기 혼

별 거

사 별

28

1

42

39.4

1.4

59.2

학 력

국 졸이하

고 졸이하

전문대졸이상

56

10

5

78.8

14.0

7

종교유무

기독교

불 교

천주교

무 교

17

22

8

24

23.9

31.0

11.3

33.8

자녀수

2

3∼4

5∼6

7∼8

5

35

19

8

7.5

52.2

28.3

11.0

부양자와의 관계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기타

17
23

5
16

7

25.0
33.8

7.4
23.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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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치매노 인의 소득 관련 특성

치매노인의 소득원은 연금이 25명(37.95), 자녀용돈이 18명(27.3%)으

로 많았다. 치매노인의 평균소득은 10만원이하 40명(5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 치매노인의 소득 관 련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노인의 소득유무
있 다

없 다

71 100.0

0.0

노인의 소득원

일을해서

퇴직금

예 금

자녀용돈

자녀외용돈

연 금

기 타

6

3

5

18

4

25

5

9.1

4.5

7.6

27.3

6.0

37.9

7.6

노인의

평균소득

10만원이하

1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이상

40

11

6

8

6

56.3

15.4

8.5

11.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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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표3>.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성별분포는 여자 53명(74.6%)으

로 다수였고, 남자 18명(25.4%)이였으며, 40대 50대가 53.6%로 중년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국졸이 15명(21.1%), 고졸 36명(50.7%%), 전문대

졸이상 20명(28.2%)으로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 64명

(90.1%)이 다수로 많았고, 이혼 1명(14%), 사별 2명(2.8%), 미혼 4명(5.6%) 등

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있는 경우가 42명(59.2%)으로 많았고, 기독교 20명(28.2%), 불

교 14명(19.7%), 천주교 8명(11.3%)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 10명(14.9%), 1자녀가 32명(47.8%), 2자녀가 19명(28.4%), 3자녀이상 6명

(9%)로 1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

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 4명(5.6%), 다소건강 19명(26.8%), 다소불건

강 34명(47.9%), 매우불건강 14명(19.7%)으로 다소불건강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는 부양자가 67.6%로 다수 이였다. 노인을 1명 부양하

는 경우 71.8%로 다수 이였고, 2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는 2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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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양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명 수 백분율

성 별
남

여

18
53

25.4
74.6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1
38
12

29.6
53.6
16.9

결혼상태

기 혼

이 혼

사 별

미 혼

64
1

2
4

90.1
1.4
2.8
5.6

학 력

국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15
36
6
11
3

21.1
50.7
8.5

15.5
4.2

종교유무

기독교

불 교

천주교

무 교

20

14

8

29

28.2

19.7

11.3

40.8

자녀수

0
1
2

3자녀이상

10
32
19
6

14.9
47.8
28.4

9.0

건강상태

매우건강

다소건강

다소불건강

매우불건강

4

19

34

14

5.6

26.8

47.9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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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양자 의 직업관련 특성

부양자의 현재직업은 무직 또는 주부가 41명(57.7%)다수였고, 자영

업 15명(21.1%), 사무직 7명(9.8%), 전문직 8명(11.2%)으로 나타나서, 가정에서

주부가 부양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직장유무는 있다 36명

(50.7%). 없다 27명(38%), 현재직장이 있다 8명(11.3%)으로 이전의 직장이 있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직업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을 그

만둔 이유를 물어 보았을 때, 부모시중이 23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무응

답도 27명(40.9%)이였다. 평균소득은 150- 200만원 22명(31%), 100만원이하 15

명(2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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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부양자의 직업관련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현재직업

무직. 주부

자영업

일반사무직

전문직

41

15

11

8

57.7

21.1

15.4

11.2

이전의 직업

유 무

있 다

없 다

현재있다

36

27

8

50.7

38.0

11.3

직장을 그만둔

이 유

결혼, 자녀

부모시중

건강악화

은 퇴

해 고

공부위해

적성문제

기타(무응답)

2

23

2

1

6

1

4

27

3.0

34.9

3.0

1.5

9.1

1.5

6.1

40.9

평균소득

100만원이하

100- 150만원

150- 200만원

200- 250만원

250만원이상

15

14

22

6

14

21.1

19.7

31.0

8.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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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치매 노인의 기능상 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인지기능의 측정인 MMSE, 간이치매사정도구

노인의 활동기능으로 측정하였다. MMSE는 평균16.38±7.0이고 최저0점에

서 최고 28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낮음을 의미하며, 노인의

활동기능은 평균2.37±2.56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기능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간이치매사정도구는 평균5.42±2.7로 최저

0에서 1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낮음을 의미한다. MMSE와

노인의 활동기능은 상관관계에서 상관계수가 - 0.060(p=0.616)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MMSE와 간이치매사정도구는 매우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측정을 위해

MMSE와 노인의 활동기능상태를 사용하였다.

<표5>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들간의 상관성

특 성 M M S E

노인의 활동기능

r p 평균 표준편차

- 0.060 0.616 2.37 2.56

간이치매사정도구 0.9214 0.0001 5.4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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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치 매노인 의 일 반적 특 성과 기능상 태와의 관계

1) 일반적 특성과 인지기능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의 측정인 MMSE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6).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았으

며 (f=8.21, p=0.0006), 평균수입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지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6.28, p=0.0032), 교육수준과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6>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MMSE의 비교(n=71)

특 성 구 분 n
M M S E

평균평점 표준편차 F값(P)

연령

60대 22 20.454 5.207
8.22(0.0006)70대 28 16.142 7.255

80- 90대 21 12.809 5.609

교육

정도

국졸이하 33 16.878 7.149
0.41(0.6638)중졸이하 27 15.592 6.452

고졸이상 11 17.545 7.047

평균

수입

10만원이하 40 14.375 6.307
6,28(0.0032)10∼100만원 17 20.823 5.198

100만원이상 14 17.285 7.660

자녀

수

자녀없음 7 16.285 8.882

0.25(0.783)4명이하 33 15.787 7.561

5명이상 27 17.111 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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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적 특성과 활동기능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변수도 치매노인의 활동

기능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표7>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의 활동기능 (n=71)

특 성 구 분 n
노 인 의 문 제 점

평균평점 표준편차 f값(P)

연 령

60대 22 2.272 2.510

0.73(0.4873)70대 28 2.785 2.643

80- 90대 21 1.904 2.527

결혼상태

기 혼 28 2.142 2.445 - 0.590(0.556)
기타 43 2.511 2.649

교육정도

국졸이하 33 2.272 2.660

0.13(0.878)
중졸이하 27 2.333 2.385

고졸이상 11 2.727 2.866

월평균소득

10만원이하 40 2.525 2.490

0.28(0.759)
10∼90만원 17 2.352 2.804

90만원이상 14 1.928 2.585

자 녀 수

자녀없음 7 2.000 3.214

0.18(0.839)4명이하 33 2.515 2.647

5명이상 27 2.185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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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양 자의 우 울 및 부담감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64점으로 평균이 40.43점

으로 나타났으며,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최저 41점에서 최고 138점으로 평균이 83.23 로 나타났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부양자가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8>.

<표8>부양자의 우울과 부담감(n=71)

특 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우울 정도 40.43 7.40 26.0 64.0

부양자 부담감 83.23 19.69 41.0 138.0

5 . 부양 자의 부 담감

1) 부양자 의 영역별 부담감 정도

부양자의 부담감을 구성하는 영역별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부담감은총29개 문항을 1- 5점 척도로 최저

41점, 최고 138점으로 총 평균 83.23(표준편차 19.69)로 나타났다.

부담감을 구성하는 6개의 영역의 평균평점은 시간-의존적 부담감이

3.28, 신체적 부담감2.99, 발달적 부담감 2.95, 정서적 부담감 2.86,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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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2.80, 재정적 부담감 2.79의 순 이었으며 시간-의존적 부담감이 3.28

로 가장 높았으며 재정적 부담감이 2.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부양자의 영역별 부담감 정도(n=71)

영 역 범 위 평 균 평 점 표 준 편 차

시간-의존적부담감

발달적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정서적 부담감

재정적 부담감

1- 5

1- 5

1- 5

1- 5

1- 5

1- 5

3.28

2.95

2.99

2.80

2.86

2.79

0.92

0.93

0.93

0.88

0.80

0.85

2 ) 부양자 의 문 항별 부담감

부양자의 문항별 부담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시간- 의존적 부담감에서 부담감 점수는 환자는 나에게 의존적이다 (3.61),

환자는 일상생활 활동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3.43), 나는 환

자를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 (3.39), 나는 환자의 많은 기본적 활동을 도

와주어야 한다 (3.39)가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환자를 돌보는 여러

행위로 인해 짧은 휴식기간도 가질 수 없다 (2.59) 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

이다. 신체적 부담감의 경우, 나는 몸이 피곤하다 (3.28), 나의 건강이 나

빠졌다 (3.00), 나는 잠이 부족하다 (2.91),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나의

몸이 쇠약해졌다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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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적 부담감에서 부담감 점수는 나는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다른

것을 하기를 기대했다 (3.14), 나는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3.04), 나

는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지쳤다 (3.02), 환자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쳤

다 (3.00)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는 내 생활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다 (2.56)는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부담감에서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다른 식구들이 원

망스럽다 (2.95), 나는 그 전 만큼 다른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2.83),

환자의 간호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2.84), 나는 내가 해왔

던 것만큼 직장일 (주부는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 (2.83), 다른 식구들은

내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2.57)의 순으

로 나타났다. 정서적 부담감은 환자의 행동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3.32)

나는 환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화가 난다 (2.80). 나는 환자가 원망스럽

다 (2.74), 나는 친구들과 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편하다 (2.76) 나는

환자가 부끄럽다 (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부담감에서는 비교적 보통 수준이었으나 환자가 돈을 낭비한

다 (2.38)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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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부양자의 문항별 부담감

영 역 문 항 내 용 평균평점 표준편차

시간 환자는 일상생활 활동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3.43 1.07
의존적 환자는 나에게 의존적이다 3.6 1 1.06

나는 환자를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 3.39 1.15
나는 환자의 많은 기본적 활동을 도와주어야 한다. 3.39 1.06
나는 환자를 돌보는 여러 행위로 인해 짧은 휴식시간도
가질 수 없다 2.59 1.08

나는 내 생활을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2.56 1.13
나는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3.04 1.12

발달적 환자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3.00 1.12
나는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지쳤다 3.02 1.10
나는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다른 것을 하기를 기대했다 3.14 1.19

나는 잠이 부족하다. 2.91 1.11
신체적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3.00 1.05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나의 몸이 쇠약해졌다. 2.77 1.12
나는 몸이 피곤하다. 3.28 1.05

나는 그 전 만큼 다른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2.83 1.13
다른 식구들은 내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2.57 1.10

사회적 환자의 간호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2.84 1.06
나는 내가 해왔던 것만큼 직장일 (주부는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 2.83 1.15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다른 식구들이 원망스럽다 2.95 1.10

환자의 행동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3.32 1.0 1
나는 환자가 부끄럽다. 2.67 1.06

정서적 나는 환자가 원망스럽다. 2.74 0.98
나는 친구들과 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편하다 2.76 1.06
나는 환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화가 난다. 2.80 1.00

환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벅차다 2.8 1 1.07
환자가 돈을 낭비한다. 2.38 1.03

재정적 환자 또는 가족원의 경제적 상실로 수입이 감소되어 경제적
압박을 느낀다. 2.59 1.16
환자에게 드는 비용을 다른 친척들이 함께 부담해주기를 바란다. 3.22 1.19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97 1.13

전 체 2.94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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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 양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부 양자의 우울 및

부담 감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와 부담감을 살펴보면 (표

11)남성 부양자(n=18)의 우울 정도는 43.9±8.3, 여성 부양자(n=53)의 우울

정도는 42.9±8.0이였고, 부담감정도는 남성부양자는 81.1±17.6 여성부양자

87±20.6으로 여성부양자가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양자의 결혼상태와 우울 정도를 살펴보면 기혼(n=64)인 경우 43.5±

7.7, 기타 인 경우 40.0±5.1로 결혼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

담감 정도도 기혼인 경우 85.1±20.0, 기타인 경우 88.7±20.3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양자의 종교와 우울 정도를 살펴보면 종교 있다의 경우 42.9±8.2, 종

교 없다인 경우 43.4±7.8이였고, 부담감정도는 종교 있다 경우 87.5±20.3,

종교가 없다는 경우 82.5±14.6으로 종교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

담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양자의 직업과 우울 정도를 살펴보면 주부인 경우 44.1±8.0, 기타인

경우 41.8±7.9로 주부가 우울 정도을 더 많이 호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고, 부양자의 부담감정도는 주부 89.0±22.9, 기타 80.6±

13.9로 주부가 유의하게 부담감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t=1.923, p=0.05).

부양자의 우울 정도에서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나쁜편이 44.6±7.5, 좋은

편이 39.9±8.1로 나쁜편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t=2.397,p=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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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정도에서 나쁜편이 89.9±18.3, 좋은편이 76.3±20.6로 나쁜편이

유의하게 부담감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t=2.802, p=0.006).

부양노인 수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정도를 살펴보면 우울

정도는 1명인 경우 42.6±7.6, 2명인 이상인 경우44.4±8.9이였고, 부담감정

도는 노인 수 1명인 경우 83.1±21.4, 2명 이상인 경우 86.5±16.0으로 부양

노인 수에 따른 우울 정도와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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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n=71)

특 성 구 분 n
우 울 정 도 부 담 감 정 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18 43.888 8.288 81.166 17.641

여 53 42.905 8.022 87.000 20.692

t값(p) 0.445(0.657) - 1.070(0.288)

연 령

20- 30대 21 43.714 8.661 90.476 21.694

30- 40대 38 42.710 7.935 83.710 16.174

50이상 12 43.583 7.867 82.583 27.264

f값(p) 0.12(0.884) 0.93(0.400)

결혼상태

기혼 64 43.500 7.711 85.171 20.098

기타 7 40.00 5.108 88.714 20.352

t값(p) 1.094(0.277) - 0.442(0.659)

종 교

없 다

있 다

29

42

43.448

42.952

7.822

8.278

82.517

87.595

14.669

20.392

t값(p) 0.253(0.800) - 1.137(0.259)

직 업

주부 41 44.121 8.072 89.097 22.980

기타 30 41.833 7.944 80.633 13.956

t값(p) 1.318(0.238) 1.923(0.058)

건강상태

나쁜편 48 44.687 7.591 89.916 18.330

좋은편 23 39.956 8.176 76.347 20.625

t값(p) 2.397(0.019) 2.802(0.006)

부양노인

수

1명 51 42.647 7.698 83.137 21.484

2명이상 20 44.450 8.935 86.500 16.070

t값(p) 0.848(0.399) - 0.256(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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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치매 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자 의 우 울 및

부담감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도 부담감 치매 노인의

특성에 다른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을 살펴보면<표12> 치매노인의 연령

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60대노인의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40.1±

7.2, 70대인 경우 44.1±7.7, 80- 90대인 경우 44.9±8.7로 치매노인의 연령에

다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매노인의 연령에 다

른 부양자의 부담감을 살펴보면 60대 치매노인의 부양자의 부담감은 84.6

±20.9, 70대의 경우 89.3±19.7, 80- 90대인 경우 81.2±19.3으로 치매노인의

연령에 따른 부양자의 부담감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매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기혼 43.3±7.7, 기

타 43.0±8.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양자의 부담감도 기혼 85.7±

18.2, 기타 85.321.2로 유의한 차이기 없었다.

치매노인의 종교유무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을 살펴보면 우울 정도

는 종교없다 45.1±8.5, 종교있다 42.1±7.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 부

담감은 종교없다83.7±19.5, 종교 있다 86.4±20.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치매노인의 교육정도와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을 살펴보면 우

울 정도는 서당이하 43.3±8.3, 중졸이하 43.5±7.5, 고졸이상 41.7±9.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담감도 서당이하 83.3±16.7, 중졸이하 88.6±21.7,

고졸이상 90.1±24.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매노인의 월 평균소득과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을 살펴보면

우울 정도는 10만원 이하46.5±7.2, 10만원- 100만원38.1±6.1, 1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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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10.73, p=0.0001), 부양자의 부담감정도

10만원이하 90.1±19.5, 10만원- 100만원77.4±16.8, 100만원이상 82±22.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9, p=0.068)

<표12>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n=71)

특 성 구 분 n
우울감정도 부담감정도

평점 표준편차 평점 표준편차

연 령

60대 22 40.181 7.235 84.681 20.940

70대 28 44.142 7.720 89.392 19.734

80∼90대 21 44.95 8.743 81.238 19.325

f값(p) 2.32 (0.105) 1.03(0.364)

결혼상태

기혼 28 43.32 7.742 85.750 18.222

기타 43 43.046 8.320 85.372 21.295

t 값(p) 0.139 (0.889) 0.077(0.938)

종 교

없다 24 45.166 8.565 83.708 19.521

있다 47 42.127 7.651 86.446 20.392

t값(p) 1.529 (0.133) - 0.542(0.589)

교육정도

국졸이하 33 43.303 8.308 81.393 16,714

중졸이하 27 43.555 7.541 88.666 21.700

고졸이상 11 41.727 9.012 90.181 24.003

f값(p) 0.21 (0.813) 1.35(0.266)

평균소득

10만원이하 40 46.575 7.260 90.150 19.565

10만원-100만원 17 38.117 6.173 77.470 16.819

100만원이상 14 39.500 7.723 82.071 22.245

f값(p) 10.73 (0.0001) 2.7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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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3>.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기

능상태는 인지기능인 MMS E와 우울 정도의 상관관계에서는 (r=- 0 .593 ,

p=0.0001) MMSE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MMSE

와 부양자의 부담감은 상관관계에서 (r- 0.342, p=0.0034)로 MMSE가 낮을수

록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활동기능인 ADL/IADL과 우울 정도의 상관관계에서(r=0.301,

p=0.010) ADL/IADL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ADL/IADL과 부양자의 부담감은 상관관계에서는 (r=0.399, p=0.0005)로

ADL/IADL이 낮을수록 부양자의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인 인지기능과 활동기능이 나쁠수록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양자의 부담감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13>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

구 분
인지기능 활동기능

M M S E ADL/IADL

부양자의부담감
r - 0.342 0.399

(p) (0.0034) (0.0005)

우울감 정도
r - 0.593 0.301

(p) (0.0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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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논 의

1 . 부양 자와 치 매노인 의 일 반적 특 성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은 부양자의 대부분은 여자

(74.6%)가 월등이 많았고,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시어머니(33.8%), 시아

버지(25.0%), 어머니(23.5%), 기타(7%) 등의 순으로 주로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병희(1999)의 연구에서 가족간호자는 주로 여성

(82.2%)으로서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58.9%), 배우자(14.4%), 기혼.딸

(13.3%) 등이 많아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양자가 여성

이면서 돌봄의 주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할구분

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역할학습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자의 연령에서는 부양자의 53.6%는 연령층이 40대, 50대로 중년기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돌봄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적 영

향을 받거나, 가정내 의 역할에서 가사나 자녀양육의 역할 중복으로 부담

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0대 이상도 16.9% 인 것을 볼 때, 노인

이면서 같은 노인을 돌봐야 하는데 따르는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

다. 부양자의 학력은 국졸이 15명(21.1%), 고졸 36명(50.7%), 전문대졸이상 20

명(28.2%)로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 64명(90.1%), 이혼

1명(14%), 사별 2명(2.8%), 미혼 4명(5.6%)로 대부분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부양자중에서 57.2%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 20명

(28.2%), 불교 14명(19.7), 천주교 8명(11.3%), 무교 29명(40.8%)로 나타나 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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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1994)연구에서 주부양자가 68.9%가 종교가 있다고 보고한바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 4명(5.6%), 다소건강 19명(26.8%), 다소불건

강 34명(47.9%), 매우불건강 14명(19.7%)로 다소불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전의 권중돈(1994)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 대하여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린 주부양자가 43.7%, 긍정적 평가는 25.2%이며 중간정도라고 한 주

부양자가 31.1%라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치매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은 여자 47명(66.1%), 남자 24명(33.8%)

이였으며, 연령은 70대 28명(39.4%)으로 70대가 가장 많았다. 장인순(1995)

의 연구 성별분포와 연령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권중돈(1994)의 연구 성

별의 분포는 일치하였으나 연령에서는 80- 8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일치하

지 않았다. 종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66.5%로 기독교 17명(23.9%), 불교

22명(31.3%), 천주교8명(11.3%), 무교 24명(33.8%)으로 나타나 권중돈의

(1994)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장인순(1995)의 연구에서는 무교가 74.6%로

일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42명(59.2%),

배우자가 있는 경우 28명(39.4%)으로 사별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과

반수 이상이 배우자가 없었다. 장인순(1995)의 연구에서는 사별이 12%로

일치 않게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10만원이하 40명(56.3%), 100만원이하 17명(23.9%), 200만원

이하 8명(11.3%)으로 10만원 이하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가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부

담감의 문제와 연결 노인들의 부양문제로 생각된다.

- 43 -



2 . 치매 노인의 기능상 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인지기능을 MMSE와 간이치매사정도구로,

활동기능을 ADL/IADL로 평가하였다. MMSE와 간이치매사정도구는 상관관

계에서 상관계수는 0.9214(0.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MMSE 를 치매

노인의 인지적 기능상태로 분석하였다. MMSE와 노인의 활동기능 상관관

계에서 상관계수는- 0.060(0.616)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치매노인의 인

지기능과 활동기능은 유의하게 일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MM SE 관계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MM SE

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나타났으며, 월 평균소

득은 적을수록 나쁘고, 노인의 사회경제 상태가 어려울수록 가족들이 노인

들에게 신경을 덜 쓰고, 치료가 늦어져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측

해 볼 수는 있겠다. 치매노인의 자녀수와 MMSE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Be rgmann(1987)에 따르면 신경인지기능의 저하와 우울 증상을 갖은 노

인은 정상노인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과 신체질환 발병율을 보여 이들 장애

는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은철 등(1999)에 의하면 신경인지기능 저하는 노인

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로 생각되는 치매

는 전반적인 기억력, 언어 , 실행능력, 시공간적 능력 등의 인지기능과 고

등정신기능이 감퇴하는 임상증후군이며, 지적인 황폐화와 행동이, 인격변화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또는 직업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오병훈 등(1998)은 경기도 광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

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증의 신경인지기능장애의 비율이 14.0%라

- 44 -



보고하고 있으며, 치매의 유병율 연구에서는 박종한 등 (1991)은 65세 이상

의 11.3%, 우종인 등(1994)은 9.5%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의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는 치료, 관리와 더불어 노인문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해 가고있다고 하였고, 이와 함께 몇몇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장애를

지닌 노인들은 장애가 없는 노인 등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고 생존율은 낮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의 활동기능은 연령, 교육정도, 월 평균소득,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김경숙(1999)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 r=0 .2 10 ,p =0 .0 5 ) 주 간호자의 간호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Ba rte r(1990)등은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나쁠수록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이 켰다고 보고하였고, Sheeha n과 Nutta ll(1998)은 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의 장애가 심할수록 가족의 불안이 높았다고 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와 부양자의 부담간의 관계를 본 연구

에서는 주된 연구결과는 기능장애는 부양자의 부담과 상관이 있고, 이로

인한 육체 노동이 증가 될수록 노인이 시설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Morycz1985, De imling 등,1986 : Mote nko,1989).

3 . 부양 자의 우 울 및 부담 감

치매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일상적 활동이나 기능의 손상이 심각해

서 과중한 보호와 도움을 요구하므로(Za rit, 1989; Mote nko, 1989), 부양자의

희생과 부담이 매우 크다(Gree ne 등 1989). 한편 장인순(1995)은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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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가족부담감 연구에서 각 질환별로 가족의 부담감

을 조사하였는데 고혈압은 평균 27.37, 당뇨는 평균 32,46, 치매는 평균

61.24로서 노인질환 중에서도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였는데 이는 서미혜 등 (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최저 41점에서 최고 138점으로 평균이 83.23으

로 나타났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부양자가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담감의 영역별로는 시간- 의존적 부담감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신체적,

발달적, 사회적, 정서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부담감은 가장 낮

았다. 이는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선행연구들 (김병희1999)과 대체로

비슷하였지만 이 선행연구 보다 신체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환자간호로 시간을 제한 받는데서 생기는 시간적 부담감과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들은

일상활동 기능장애 치매노인을 대부분 부양자혼자서 전적으로 돌보고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체적 부담감에 비해 사회적 부담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부양자들이 환자간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걱

정과 불안을 참고 감추며 적당히 좋게 보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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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 양자의 특 성과 치매 노인의 특 성에 따른 부 양자

우 울 및 부담감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을 살펴

보면 성별, 결혼상태, 종교, 직업, 건강상태, 부양 노인 수에 따른 우울 정

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담감 정도도 성별, 결혼상태, 종교, 부양노인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부인 경우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8).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따른 효사상이 남아있고 시부모

를 돌보는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특성과 노화에 따른 기능저

하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는

달리 치매를 질병이 아닌 하나의 노화과정으로 보고 있어(윤수경, 1991),

며느리가 부양자인 경우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권중돈(1994)의 연구에서 주부양자와 치매노인의 관계에 따라

서 며느리의 전체적인 부양부담 수준이 가장 높고, 자녀의 부양부담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문

화에서는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는 애정보다는 책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라 가족의 역할에서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던 여성들은 점차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노인간호를 전담하기가 어

려워지고 있으며(Brody 등, 1987), 최근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치매노인들

은 더 이상 가족들의 돌봄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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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 과중과 역할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과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매노인의 모든 간호를

들어주는 일과 부양자가 떠맡고 있는 다른 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파

악해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겠다.

건강부담은 노인부양은 신체적 건강 또는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부양은 부양

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을 포함한 인지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

자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나 신체장애노인의 부양자에 비하여 건강에 더 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tta nach and Tebes , 1991). 부

양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과 관련된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심리적 부담으

로 분류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높아 건강과 관련된 부담을 논의하는 경우에

는 주로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Lezak, 1978).

Catta nach와 Tebes의 연구(1991)에 의하면 치매노인 부양자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신체질환에 이환 된 회수가 다르게 부양자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경우 치매노인을 부양한 이후

로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이성희 권중돈, 1993).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을 살펴보면 치매

노인의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나 부담

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월 평균 소득에 10만원 이하인 경우 부

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 정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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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태와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증상이 심할수록 신

체적 건강문제와 시간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하였다(성

인신, 1994). 이는 월 평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MMSE 계수가 유의하

게 낮았는데, 노인의 기능상태가 나쁨으로 인해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

담감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5 . 치매 노인의 기능상 태와 부양자 의 우울

및 부 담감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인지기능이 나쁠수록 부양자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r=0.342, p=0.0034), 부양부담감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 0.593, p=0.0001). 활동기능은 나쁠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r=0.301, p=0.010), 부양부담감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0.399,

p=0.0005). 이 결과는 부양자가 느끼는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부양자의 부

담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Anes he nse l (1993)은 노인부양의 결과

로 나타난 우울증, 화, 불안, 신체적 건강의 악화, 부양 역활의 표시등을 부

양부담으로 규정한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Pouls hock와 Deimling(1984)은 정

신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의 문제행동, 일상생활 동작능력

의 장애, 부양자의 우울증을 부양자의 사회적 활동제한이나 노인-부양자관

계 및 부양자-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오는 유발인자로 간주하고 있으

며, 노인의 기능장애와 부양자의 우울증이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노인

의 기능장애에 따르는 부양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에 의하여

- 49 -



중재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즉 Pouls hock와 DEimling(1984)은 부양으로 인

하여 야기되는 노인- 부양자 관계 및 부양자-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부양

자의 사회활동제한은 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 동작능력 장애, 부양자

의 우울증에 의하여 유발되지만, 주부양자가 노인의 문제행동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장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며 증가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가족들이 주부양자를 얼마큼 지

지해주는 가에 영향를 미친다고 생각된다.

일상활동 기능장애가 있으면서, 치매정도가 심할수록 부양자의 부담감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병희(1999), Rabins등(1982),

홍여신 등(1994), Za rit, 등(1980)의 연구에서 환자가 보이는 이상행동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며 치매노인가족의 경험과 간호요구를

조사한 조남옥(1996)의 연구에서 일상활동과 관련한 ADL이 잘 안 되는 경

우에 돌보아야할 일이 늘어나므로 부담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것도 일치했다. 장인순(1995)의 연구에서 신체적 기능정도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매환자의 경우엔 치매정도가 심각할수록 부담

감이 높았다고 나타났다. 즉 환자의 거동불능으로 신체적 간호, 지지, 보호,

관찰, 보조 등이 눈으로 보이는 역할을 많이 할수록 부담감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박명희(1991)의 연구결과 가족원이 인지하는 부담감은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와 가족의 부담감과는 상관이 있고 이로 인해 육

체노동이 증가될수록 노인이 시설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와도 일

치한다(De imling 과 Bass , 1986, Monieko, 1989) 치매정도가 심각할수록 발

달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부담감이 높아짐이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용익(1995)의 연구에서 치매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이에 따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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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감도 높아진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치매노인의 중증도에 따

른 이상행동이 부담감에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George와

Gwythe r(1986)의 결과에서도 24시간이라는 과중한 보호로 친구간의 우정이

파괴되고 외부활동이 줄고,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던 것을 볼 때

치매의 심각성과 가족의 부담감이 상관이 있다는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는 부양자가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심할수록 부담감이 더 심하게 느끼

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이 부양자의 대부분은 여자(74.6%)로 연령

층이 40- 50대로 중년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혼이 대부분 이였으며 고졸

이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높았으며, 직업은 주부가 대

부분이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부모, 자녀의 시중 때문이었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이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70대가 많았으며

종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불교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사별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력은 국졸이하가 가장 많았다. 평균소득은 10만원이하가

많았으며 연금을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부양자와의 관계는 시부모가 대

부분이었다.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서는 MMSE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으

며, 교육정도는 국졸이하가 높았고, 평균수입은 적을수록 노인의 사회경제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는 있겠다.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64점으로 평균이 40.43점으

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하며, 남성 부

- 51 -



양자의 우울 정도는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을 보면 사별, 결혼상태, 종교, 직업, 건

강상태, 부양노인 수에 따른 우울 정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담감정

도도 성별, 결혼상태, 종교, 부양노인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부인 경우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8). 치매노인

의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부양자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r=- 0.593,

p=0.0001). 부양자의 부담감은 기능상태가 낮을수록 부양부담감은 유의하게

나타났다(r=- 0.342, p=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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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결 론

본 연구는 치매라고 진단 받은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주로 돌보고

있는 부양자가 지각하는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우울 정도 및 부담감과

의 관계를 규명하여 부담감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으로 치매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해야 하는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일부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정신과의원과 서울지

역에 일개 종합병원에 치료중인 치매노인환자 71명과 치매노인을 주로 돌

보고 있는 부양자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MMSE- K(MinimentaState Examinationl

- Korean ve rs ion)와 간이치매측정도구로 인지기능의 손상을 평가하고, ADL/

IADL(Activity of Da ily Da ily Living, Choi(1992))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기능에 관한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양자의 부담감척도는 Novak 과

Ge ust(1989)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발한 부담감 도구와 Zarit 등(1980)의

부담감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1994)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일차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Zung Se lf- rating Depress ion Sca le을 이용하여 주관적인 우울 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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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

었으며 모든 통계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및 치매노인의 기능수준, 부양자의 부담감 및 우울에 대한 기술적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의 차이는 t - test ,

One- w ay ANOVA, 각 집단간의 차이 비교는Turkey Multiple Comparization

test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Pea rson Corre lation

coeffic ien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자와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서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이

부양자의 대부분은 여자(74.6%)로 연령층이 40- 50대가 53.6%로 중년기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혼이 64명(90.1%)로 대부분 이였으며, 고졸이 과반수이

상으로 많았고,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48명(44.6%)로 높았으며, 직업은 주부가

41명(57.7%)으로 과반수 이상 차지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부모, 자녀의 시

중 때문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이 여자가 47명(66.1%)로 다수였고, 남자 24

명(33.8%)이였으며, 연령은 70대가 28명(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74.7세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66.5%로 많았으며, 치매노인의 과반수 이

상이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불교가 22명(31,3%)으로 가장 많았

다. 결혼상태는 사별한 경우 42명(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반수 이상이 배

우자가 없었다. 학력은 국졸이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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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은 연금이 25명(37.95%), 자녀용돈이 18명(27.3%)으로 많았다. 평균소

득은 10만원이하가 40명(5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와의 관계는 시부모

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2.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는 인지기능인 MMSE로 측정하였는데, MMSE는

연령이 60대 20.4±5.2, 70대 16.1±7.2, 80- 90대는 12.8±5.6이였고, 연령이

증가 할 수록 MMSE값은 유의하게 낮았다(f=8.22, p=0.0006). 자녀수와 교육

정도에 따른 MMSE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 평균 수입이 10

만원이하인 경우에 인지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6.28, p=0.0032). 또한

Turkey Multiple Compa rization test 결과 월 평균소득은 10만원이하와

10- 100만원 사이를 보이는 군간에 MMSE값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치매노인의 활동기능은 어떤 변수도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3.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64점으로 평균이 40.43점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가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남성 부양자의 우울은 43.9±8.3, 여성 부양자의

우울은 42.9±8.0이였고, 부담감정도는 남성부양자는 81.1±17.6 여성부양자

87±20.6으로 여성부양자가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양자의 부담감은 최저41점에서 최고138점으로 평균이 83.23으로 나타

났으며, 영역별로는 시간적- 의존적 부담감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체적. 발달적, 사회적, 정서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부양자의 특성과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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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부담감에서 우울 정도는 성별, 결혼상태, 종교, 직업, 건강상태, 부양

노인 수에 따른 우울 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담감 정도도 성별, 결혼상태, 종교, 부양노인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주부인 경우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8).

5.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와 부양자의 우울 정도와 부담감정도는 치매노

인의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부양자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r=0.342,

p=0.0034). 부양부담감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r=- 0.593,p=0.0001).

MMSE와 부양자의 부담감은 상관관계에서(r=- 0.32, p=0.0034)는 치매노인

의 기능상태가 낮을수록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부양자가 지각하는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부양자의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을 줄 일수 있으므로 간호실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부

양부담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부양

자 우울 정도 및 부담감을 줄 일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첫째, 치매노인의 기능상태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MMSE가 낮아져

부양자들이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되므로 부양자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양자를 위한 교육과 지지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양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부양자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겪게되는 부양자들의 어려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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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등을 치매가족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양자 상호간의 어려운

점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노인부양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이해

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각 보건소에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여, 치매노인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들

의 부담감을 덜어 주도록 하고, 부양자들이 휴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넷째, 부양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들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우

선 순위의 기회제공으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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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치매 환자의 가족이 느끼는 부담감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생 김용금입니다 .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들께서 느끼는 부담감과 어려움에 대해 연구

하고 있어 여러 가족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귀찮으시더라

도 다음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지에 제시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협조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 구 자 : 김 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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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 및 귀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와관계 성 별 연 령 (만) 결혼상태 종교 직 업 동거관계

본 인

배우자

1. 표의 항목을 참고로 하여 아래의 도표에 응답 해 주십시오

성 별 : (1)남자 (2)여자

결혼상태 : (1)기혼 (2)별거 (3)이혼 (4)사별 (5)미혼

동거관계 : (1)귀하와 동거 (2)귀하와 같이 살지 않음

종 교 : (1)기독교 (2)불교 (3)천주교 (4)기타 (5)무교

* 직업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 무직. 가정주부

(2) 행상, 수위. 가정부, 청소부. 막노동

(3) 피고용기술자(광부, 목공, 재봉사, 용접공, 철도기관사, 자동차운전사 등),

서비스종사자(이발사. 미용사. 조리사등)

(4) 자기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기계수리점, 복덕방, 음식점. 양장점.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개인택시 등), 일반판매종사자(점원, 판매원. 증권거래인 등)

(5) 일반사무종사자(타자원 , 경리원. 우편물 취급사무원, 전화 전신기조

작원 등), 보안업무종사자(경찰관, 소방원 등)

(6) 계장급 이하이 공무원이나 회사원, 전기나 기계기사

(7) 기술직(교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원, 연예인. 체육인. 종교

관계 종사자 등)

(8)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9) 전문직(과학자, 의사. 대학교수, 변호사, 판검사 등),대기업주자본가.

정부의 최고위 관리 (차장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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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자녀는? ( )남 ( )녀

3. 귀하의 첫 자녀 연령과 성별은? ( )세 남자 여자

4. 귀하의 최종학력은?

(1)무학 (2)서당 (3)초등학교 졸업 (4) 중학교 졸업 (5)고등학교 졸업

(6)전문대 졸업 (7)대학교 졸업 (8)대학원 이상

5. 귀하는 직업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1)있다 (5번으로) (2)없다 (7번으로)

(3)비 해당(현재 직장 갖고 있는 경우 7번으로)

6.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위의 표를 참조해서 번호를 적

어 주십시오.( )

7. 왜 직장을 그만 두셨습니까?

(1)결혼 또는 자녀 때문에 (2)노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3)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4)은퇴해서

(5) 해고 또는 감원되어서 (6)공부를 더 하기 위해

(7) 직업과 내 적성이 맞지 않거나 하기 싫어서

(8) 기타(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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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아래의 단위는 만원)

(가족의 소득으로 보너스, 재산 소득을 합해서 월 평균액으로 표시하십시

오).

50이하 100 150 200 250 300이상

9.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한 편이다 (2) 다소 건강한 편이다

(3) 다소 불건강한 편이다 (4) 매우 건강이 나쁘다

10. 현재 모시고 있는 노인이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이상

*모시고 계신 노인이 2명 이상일 때는 더 편찮으신 노인을 대상으로 하

여 앞으로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Ⅱ. 다음은 귀하가 돌보고 계신 노인과 그 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

다. 일치하는 곳에 0 하여 주시거나 밑줄 친 곳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 돌보고 계신 노인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돌보고 계신 노인의 결혼관계는 어떠하십니까?

(1)기혼 (2)별거 (3)이혼 (4)사별 (5)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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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보고 계신 노인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기독교 (2)불교 (3)천주교 (4)기타 (5)무교

4. 귀하와 귀하가 돌보시고 계신 노인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1)시아버지 (2)시어머니 (3)아버지 (4)어머니 (5)기타

5. 귀하는 돌보고 계신 노인의 몇째 자녀(또는 자녀의 배우자) 이십니

까?

( )남 ( )녀 중 ( )몇 째

6. 돌보고 계신 노인은 교육을 어느 정도로 받으셨습니까?

(1)무학 (2)서당 (3)초등학교 졸업 (4) 중학교 졸업 (5)고등학교 졸업

(6)전문대 졸업 (7)대학교 졸업 (8)대학원 이상

7. 돌보고 계신 노인은 그분 자신의 소득이 있습니까?(용돈 포함)

(1)있다 (8번으로) (2) 없다 (10번으로)

8. 돌보고 계신 노인의 소득은 어디에서 옵니까?(해당되는 곳에 모두"0")

(1)일을 해서 번다 (2)퇴직금을 활용해서 번다

(3)저금했던 돈을 찾아 쓴다 (저금, 사채이자 등)

(4)귀하가 대 준다 (6)귀하 외 자녀가 대준다

(7)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8)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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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돌보고 계신 노인의 매달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약 ( )원

10. 귀하는 얼마동안 노인을 모시고 계셨습니까?

약 ( )년 ( )개월

Ⅲ. 다음은 귀하 돌보고 계신 노인의 활동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1.다음의 항목들은 몸이 편찮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기 어려운 기능

들입니다. 지금 돌보고 계시는 노인이 다음 각 항목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지에 0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및 문 항 내 용 예 아니오

1) 본인 스스로가 집안(부엌, 방, 화장실 등)을 다닐 수 없다

2)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3)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눕지 못한다.

4)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다.

5) 혼자서 주시를 맞을 수 없다.

6) 혼자서 약을 먹거나 바르지 못한다.

7) 스스로 목욕이나 세수를 할 수 없다.

8) 용변을 보는 데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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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환자를 돌볼 때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전혀그렇 그렇지 그저 약간 많이

1.환자는 일상생활 활동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지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필요로 한다.

2.환자는 나에게 의존적이다

3.나는 환자를 끊임없이 지켜 봐야한다.

4.나는 환자의 많은 기본적 활동을 도와

주어야 한다.

5.나는 환자를 돌보는 여러 행위로 인해

짧은 휴식시간도 가질 수 없다

6.나는 내 생활을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7.나는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8.환자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9.나는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지쳤다

10.나는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다른

것을 하기를 기대했다

11.나는 잠이 부족하다.

12.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13.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나의 몸이

쇠약해졌다.

14.나는 몸이 피곤하다.

15.나는 그 전 만큼 다른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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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그렇 그렇지 그저 약간 많이
지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6.다른 식구들은 내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17.환자의 간호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18.나는 내가 해왔던 것만큼 직장일

(주부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

19.나는 할 수 있는 데도 돕지 않는

다른 식구들이 원망스럽다.

20.환자의 행동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2 1.나는 환자가 부끄럽다.

22.나는 환자가 원망스럽다.

23.나는 친구들과 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편하다

24.나는 환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화가 난다.

25.환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벅차다

26.환자가 돈을 낭비한다.

27.환자 또는 가족원의 경제적 상실로

수입이 감소되어 경제적 압박을 느낀다.

28.환자에게 드는 비용을 다른 친척들이

함께 부담해주기를 바란다.

29.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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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우울감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A. 우울증 치료병력이 있으십니까?

□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 과거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다음의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

시하십시오)

□ 불안증 □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남용 □약물남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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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다음 질문의 각 항목 중 선생님의 경우 비슷한

란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 주
그렇다

항 상
그렇다

비
고

1. 나는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다. ○ 1 ○ 2 ○ 3 ○ 1

2. 나는 하루 중 아침에 가장 기분이 좋다. ○ 4 ○ 3 ○ 2 ○ 1

3. 나는 갑자기 울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 1 ○ 2 ○ 3 ○ 4

4. 나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아침에 일찍 깬다. ○ 1 ○ 2 ○ 3 ○ 4

5. 나는 전과 같이 잘 먹는다. ○ 4 ○ 3 ○ 2 ○ 1

6. 나는 이성과 이야기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1 ○ 3 ○ 2 ○ 1

7. 나는 체중이 준 것 같다. ○ 1 ○ 2 ○ 3 ○ 4

8. 나는 변비가 있다. ○ 1 ○ 2 ○ 3 ○ 4

9. 나는 심장이 평상시보다 빨리 뛰거나 두근거린다 ○ 1 ○ 2 ○ 3 ○ 4

10. 나는 별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 1 ○ 2 ○ 3 ○ 4

11. 내 정신은 그 전처럼 맑다. ○ 4 ○ 3 ○ 2 ○ 1

12. 나는 어떤 일이든지 전처럼 쉽게 처리한다 ○ 1 ○ 2 ○ 3 ○ 4

13. 나는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 1 ○ 2 ○ 3 ○ 4

14. 나의 장래는 희망적이라고 느낀다. ○ 4 ○ 3 ○ 2 ○ 1

15. 나는 평소보다 짜증이 많아졌다. ○ 1 ○ 2 ○ 3 ○ 4

16. 나는 매사에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 3 ○ 2 ○ 1

17. 나는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 ○ 3 ○ 2 ○ 1

18. 나는 내 삶이 충만하고 의의가 있다고 느낀다. ○ 4 ○ 3 ○ 2 ○ 1

19. 내가 죽어야 남들이 편할 것 같다. ○ 1 ○ 2 ○ 3 ○ 4

20 나는 전과 같이 즐겁게 일한다. ○ 4 ○ 3 ○ 2 ○ 1

점 수

원
표준편

차
지수

나는 최근에 자살에 대해 생각해왔거나 현재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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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지기능 (MMSE TEST)

이름: 나이 성별 남 여

교육: 검사장소

생년월일:

검사일자:

의식수준 : a le rt /drowsy/stupor/coma

검사자:

Mini Me nta l S tate 검사

1. 오늘은 년 월 일 요일 계절 /5

2. 당신의 주소는 도(시) 군(구) 면(동) /3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1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

3. 물건 이름 3가지(예: 사과, 책상, 동전 또는 사과, 기차, 호수) /3

4. 100- 7= - 7= - 7= - 7= - 7= /5

5. 기억회상 (세가지물건) 시킴 /3

6. 물건이름 맞추기 (볼펜,시계) /2

7. 간장, 공장, 공장장을 따라하기 /1

8. 3단계 명령 오른손으로 종이를 받아서

반으로 접어서 무릎 위에 놓아주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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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읽고 따라하기 눈을 감아요. /1

10. 도형복사

/1

11. 옷은 왜 빨아 입습니까? 라고 질문 /1

12.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1

13. 자유롭게 문장쓰기 편지를 써 보십시오. /1

함계점수 (11.12는 제외)

검사시기 : 1) base line 2) 1st month 3) 2nd month 4) 퇴원시 5) 기타

동반질환 : 1) 당뇨병2) 고혈압 3) 뇌졸중 4) 청력장애

5)시각장애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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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간이 치매사정도구

작성년월일
간 이 치 매 사 정도 구

(65세 이 상 )
대상자번호 □□□□- □

대상자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대상자학력 : □ 무학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틀리면 0점, 맞으면 1

점

1- 3.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0, 1, 2, 3

4.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0, 1

6. 집이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0, 1

7. 나이가 몇 살입니까? 0, 1

8. 생일이 언제입니까? 0, 1

9.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0, 1

10. 20에서 3을 계속 빼시오. 0, 1

총점 : ( )

평가기준 판정

8- 10 : 정상 □

5- 7 : 경증 □

3- 4 : 중증도 □

0- 2 : 중증 □

※ 단, 학력에 따라 평가점수를 가감하여 판정한다.

- 무학인 경우 평가기준에 1점씩 감해 판정한다.

-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에 1점씩 높여 판정한다.

방문자 이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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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Re latio ns hips be twe e n functio na l s ta us of De me nte d

e lde rly & c a re g ive r's de pre s s io n & burde n

Yong Kum Kim

Department of Public Hea lth

the Graduated School

Yonse i Unive rs 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 Chung Yul, Ph.D)

The deve lopment of mode rn science and medica l technology res ulted in

the prolongation of ave rage lifetime a nd the increase in population of the

e lde rly. As a res ult, Korea is expected to be a n aging society in the nea r

future . Accordingly, the attention to senile dementia , which is , in othe r

words , degene rative disease of old age , has eme rged as a major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hea lth medicine a nd socia l we lfa re . As the e lde rly get

olde r, the poss ibility to be attacked with the se nile deme ntia a lso increases .

The duration of the disease is long and the conditions of senile dementia

patients worsen consta ntly, once they a re attacked with the disease .

The refore , the ca regive rs with senile deme ntia patients s uffe r from ma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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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ies ca used by the patie nts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r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ctivity of

senile dementia patients on depress ion a nd burde n leve l of the ca regive rs

with the patients ,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ir burden and fina lly to

s uggest methods to resolve phys ica l, meta l a nd socia l difficulties of the

ca regive rs .

A tota l of 71 senile dementia patients , who were registe red in menta l

hea lth cente r and menta l hospita ls and treated in a gene ra l hospita l in

Seoul, a nd a tota l of 71 primary ca regive rs with the patie nts were se lected

and questioned betwee n Februa ry 1 to April 30, 2001.

The damage leve l of recognizable ability of the senile dementia patie nts

was eva luated with MMSE- K (Minimenta lStateExamination- korea nve rs ion),

and the ir da ily activity was meas ured with the ADL/LADL (Activity of Da ily

Living) tool ea rly deve loped by Choi (1992). The burden leve l of the

ca regive rs was eva luated with a meas uring tool, which Unit for District

Hea lth System Deve lopme nt Project of Seoul Nationa l Unive rs ity deve loped

in 1994 by modifying and s upplementing the meas uring tools of burde n,

which we re deve loped by Nova k a nd Geust in 1989, and by Zarit in 1980.

The depress ion leve l of the prima ry ca regive rs was meas ured with Zung

Se lf- rating Depress ion Sca le .

The data obta ined from the meas urement were a na lyzed with SPSS PC.

The ge ne ra l cha racte ristics and activity leve l of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and the depress ion leve l and burden of the ca regive rs were ana ly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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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of frequency, pe rcentage , ave rage a nd standa rd va riation. The t- test,

One- way and ANOVA were used to eva luate the activity of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and the diffe rences of depress ion a nd burden leve l of the

ca regive rs . TurkeyMultiple Comparization test was used to a na lyze the

diffe rences betwee n the investigated groups . The re lations among the each

factor were meas ured with Pea rson Corre lation coefficie nt.

The res ults of this study we re as follows .

1. Most of the ca regive rs with the senile deme ntia patie nts we re 40 to

50 yea r old housewives . A tota l of 48 ca regive rs , that is 44.6 pe rcentage of

a ll the investigated ca regive rs , s howed poor conditions of the ir hea lth. The

majority of the ca regive rs , that is 57.7 pe rcentage of a ll the investigated

ca regive rs , were housewives . Fema le patients we re fa r more than male

patients . The ave rage age of the patie nts was 74.7. The ra re of the

patients who be lieved in a re ligion, especia lly Buddhism, were highe r. The

ave rage income was mostly be low 100,000 won. 37.9 pe rcentage of them

lived on the ir pens ion. The majority of the ca regive rs we re da ughte r- in- law.

2. The olde r se nile dementia patie nts s howed lower s ignifica nt MMSE,

that is , lower activity (t=8.22, p=0.0006). The patie nts with highe r income

s howed highe r s ignificant activity (t=6.28, p=0.0032). Howeve r, the re was no

s ignifica nt diffe re nce between the activity a nd othe r factors of the patie nts .

3. The lowest a n highest depress ion leve l of the ca regive rs with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were 26 a nd 64 points , respective ly, a nd the

ave rage was 40.43 point. The lowest and highest burden leve 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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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regive rs we re 41 a nd 138 points , respective ly, and the ave rage was 83.23

point. The time- depe ndent burde n leve l of the ca regive rs was the highest

3.28 point. Phys ica l, deve lopmenta l, socia l, and emotiona l burden leve l were

next in the orde r.

4. The effect of gende r, ma rried life , re ligion, occupation, hea lth and the

number of the patients who a ca regive r have to ca re for, on the depress ion

and burde n leve l of the ca regive rs was ins ignificant. Howeve r, housewife

ca regive rs s howed highe r burden leve l (p=0.058).

5. As the activity of the senile deme ntia patients was poor, both of the

depress ion leve l (r=0.342, p=0.0034) and the burde n leve l (r=- 0.593,p=0.0001)

of the ca retake rs we re highe r.

Cons ide ring the re lations between MMSE a nd the burden leve l of the

ca regive rs , as the activity of the senile deme ntia patients was poor, the

burden leve l of the ca retake rs was highe r (r=- 0.32, p=0.0034).

Cons ide ring the above res ults , it is poss ible to a lleviate the depress ion

and burden leve l of the ca regive rs Based on the above res ults a nd the

ea rly studies , the methods to a lleviate the depress ion burden leve l of the

ca regive rs were s uggested as follows .

First, the olde r senile deme ntia patie nts s howed lowe r s ignificant MMSE,

that is , lower activity, a nd accordingly the ca regive rs s howed highe r burde n

leve l. The refore , the first method to a lleviate the burde n of the ca regive rs is

to deve lop the education a nd counse l programs .

Second, a ca regive r was able to s ha re the difficulties with oth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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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regive rs in the community for senile deme ntia families . The refore , the

second method is to he lp the ca regive rs recognize the difficulties ca ring for

the senile deme ntia patie nts by pa rticipating in the community.

Third method is to establis h a daytime ca re cente r for the se nile

dementia patients in each public hea lth cente r, in orde r to ca re for the

patients and a lleviate the burden of the ca regive rs .

Fourth method is to deve lop va rious programs for the fema le ca regive rs

in each regiona l community. The fema le ca regive rs s hould have the priority

to pa rticipate in the prog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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