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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효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높은 유병

율을 보이며 의료적, 사회적 측면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는 장

기적이고 퇴행적 특성을 지니며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돌봄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것은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

트레스 및 사회적 관계의 악화, 시간과 자유의 제한, 경제적 고통 등을 수반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치매노인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국한하여 가정에서 돌보

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들 돌봄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의 돌봄이에게 사회적지지 중재를 

하여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한 비동등성 전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수는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으로서 안녕감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으로 측정하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저적, 정보적, 물질적․도구적 지지와 휴식간호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기술을 포함한 

중재는 10주간 실시하 으며 주 1회 모임에 9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장소는 경기도 A 보건소 회의실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03년 5월부터 7월

까지 고, 편의추출에 의하여 18명의 실험군에 19명은 대조군으로 연구에 참여하

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조사, 5주 

후에 중간조사, 10주 후에 사후조사 하 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없이 사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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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간조사, 사후조사 하 다.  

연구도구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 다. 종속변인은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부담감 측정도구, 건강증상 조사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

고 서경희(1988)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은 SPSS분석을 사용하 으며 통계방법으로 Fisher's Exact test, 

Mann-Whiteney U test, Repeated Measured ANOVA,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부담감이 낮을 것이

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측정시기별로 부감감이 유의하게 감소하

여 중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 유의한 부담감의 감소를 보 으며 대조군은 중간

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을 것

이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측정시기별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

하여 중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대조군은 중간

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측정시기별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

하여 중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대조군은 중간조사, 사후조사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건강증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건강증상이 감소하 으며 특히 사

후조사에서 건강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대조군은 중간조사, 사후

조사 모두 유의하게 건강증상이 많아졌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건강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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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사회적지지 모임이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사회 치매 돌봄이 프로그램으로 

되어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치매, 사회적지지, 돌봄이, 부담감, 안녕,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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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노령화와 관계된 문제 중 하나는 노인성 치매인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정신 신체적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으로(우종인, 

이정희, 이동 , 윤종철, 하진, 2001) 65세 이상 노인에서 10% 내외의 높은 유병률

을 보이며 2000년에는 8.2%로 약 28만명,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현재의 

3배에 달하는 62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오병훈, 200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대다수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주로 

돌봄이의 보살핌에 의존하고 있다(변재관, 1999). 

치매는 의존성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노인성 질환 중 부담감이 가장 높을 것

으로 보인다(이은희, 2003). 치매노인의 인지장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24시간 집

중적 보호와 도움이 요구되므로 돌봄이는 사회활동을 포기하게되고 사회관계가 

제한되어 고립과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게된다. 

돌봄이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아내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데 이들 역할의 과중으로 인한 갈등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제2의 환자로 전

락하면서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확산되고 있다(우종인 등, 2001). 

또한 돌봄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문제를 많이 호소하며 더 많은 신경정신

과 약물을 복용하고 높은 임상적 우울증의 위험을 가지며 더 잦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Gallent & Connel, 1997; Schulz, Bookwala & Fleissner, 

1995; Baumgarten 등, 1992).  이처럼 돌봄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심리

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 속에 노출되어 2차, 3차 희생자가 되고 이로 인하여 심각

한 가정문제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를 가져야한다. 유

광수(2001)의 연구에서도 치매노인의 발생으로 가족의 사회적 고립과 가정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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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등이 초래되면서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악 향이 초래된다고 하여 치매의 심각성을 표현하 다.  

2001년 보고에 의하면 현재 운 되고 있는 치매노인 관련 서비스 시설은 45개

의 치매전문 병원과 366개의 요양시설이 있으나, 28만 명에 달하는 치매노인을 수

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도 생활

보호대상자 위주로 제공되고 치매전문 병원 및 요양시설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성희, 2001). 

반면 정부는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치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

매 10년 대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배치하여 운 하도록 하 다(우종인 등, 

2001).  또한 2003년 9월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2007년까지 치매 전문 병원 등 

노인 요양시설을 338개에서 700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문화일보, 

2003) 국가차원에서 치매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 치매교육을 받

은 상담 전문인력의 부족, 지역사회 연결체계의 부재, 전문가 집단과의 연결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치매 관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볼 때 지역사회 공기관으로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가정에

서 노인을 돌보는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만성질환자 가족의 스트레스나 부담이 되는 상

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중재방안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유은정, 2002; 박연환, 1999; 정추자, 1992; 

Zarit, todd & Zarit, 1986).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

을 완화하려는 중재연구는 소수(유은정, 2002; 성명숙, 장희정, 이기원, 김양이, 

2001; 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1994)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담감과

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는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중재연구의 중재내용은 

주로 정보적, 정서적 지지로 구성되어 부담감 감소의 효과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돌봄이를 대상으로 지역사

회 자원과 보건소의 유용한 공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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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돌

봄이의 부담감 및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간호이

론의 처방적 기능으로서 간호중재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치매간호사업의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치매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돌봄이)

에게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문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은 참여하지 않  

       은 돌봄이의 부담감보다 낮은가?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의 안녕상태는 참여하지   

       않은 돌봄이의 안녕상태보다 높은가? 

   

C. 연구가설

가설1: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부담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2: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

가설3: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4: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건강증상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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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어의 정의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사회적 지지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를 하나이상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

적인 상호작용이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 및 도구적지지 유형이 있다

(Kahn & Antonucci, 1980).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은 연구자가 돌봄이에게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

적․도구적지지, 휴식 간호를 포함하는 중재방법으로 총 10주간 주 90분씩 제공되

는 프로그램이다. 

부담감: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변화와 같은 상황 및 사

건과 관련되어 경험하게되는 정서, 신체, 사회 및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

(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로서 본 연구에서는 서미혜와 오가실(1993)

이 개발한 부담감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안녕: 

   안녕이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서 신체, 정신, 

사회적 편안함을 뜻하는 것으로(오가실, 1997)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삶의 만족

도, 건강증상에 의해 측정된다.   

 

삶의 질: 

   인간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생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Andrew & 

Weinert, 1976), 본 연구에서는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삶의질 척도에 의

해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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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성공적인 노화의 귀결인 심리적 안녕상태를 삶의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이

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

와 책임감을 느끼고 목적을 성취했다고 느끼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

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경희(1988)의 삶의 만족도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건강증상: 

   병리적 질병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증상(서미혜와 오가

실, 1993)으로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건강 증상 조사서에 의해 건강문제

의 과다를 측정한 점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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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모형을 기초로 하고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작성하 다. 

완충효과모형은 개인이 가지고있는 지지체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

리상태에 미치는 자극을 감소시키고 완충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효과가 크다(Patterson, 1997). 이러한 사회적지지 효과에 근거하여 오가실(1993)은 

개념적 틀에서 만성질환자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중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의 부담

감과 안녕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 다. 

가족 중에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발생하게되면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게되며 

이로 인한  어려움과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가족의 건강문제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환자를 돌보는 행위가 충실해지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간호

를 받는 환자에게도 직접 향을 주게된다. 나아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건강에도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Deimling & Bass, 1986). 

노인성 만성질환인 치매는 일단 발병된 후에는 치유되지 않는 만성적 비가역

적 특성을 지니며 가족 중 주 돌봄이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돌봄이는 자

신의 생활 구조의 기능을 변경하게 되고 이를 부담으로 경험하게 된다.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는 두가지 변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돌봄의 요구이다. 둘째는 배우자나 가족 

등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다. 이때 가족

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가족의 강인성은 돌봄이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가

족의 능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자의 요구도 돌봄이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치매는 노인의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치매노인의 돌봄이가 경험하는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돌봄이의 안녕에 변화가 초래된다. 이때 돌봄

이의 안녕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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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돌봄이의 부담감을 감소시

키는 중재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조정과정에서 중재되는 사회적 지지는 돌봄이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완충역

할을 하여 돌봄이의 부담감이 감소된다. 돌봄이의 부담감이 감소되면 결과적으로 

적응과정에서 돌봄이의 안녕상태가 변화되어 돌봄이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증

가하고 건강증상이 감소하게된다. 

개념적 기틀을 보면 돌봄이의 부담감 요인인 치매노인 발생이 독립변인이 되

고 돌봄이의 부담감이 종속변인이 된다.

돌봄이의 부담감 변화에 따라 적응반응의 변화가 생기며 적응반응에 의해 결

과적으로 안녕상태의 변화가 초래되는데 이때 안녕이 성과변인이 된다. 

돌봄이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의 능력과 환자의 요구가 

있는데, 가족의 능력과 환자의 요구가 부담감 수준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이 

된다.

중재과정에서 치매노인 돌봄이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조정과정을 거쳐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중재변인이 된다. 즉 부담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고 그 결과 적응반응으로 안녕상태의 증진을 가져온다.  

이상의 개념적 기틀에 의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으로, 안녕을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으로 조작화 하 다. 또한 가족의 능

력은 가족의 강인성으로, 환자의 요구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으로 조작화 하 다.  

    즉, 치매노인이 발생하여 돌봄이가 부담감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간호중재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완충효과에 의하여 돌봄이의 부담감이 낮아지고 결과적

으로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증상이 감소되므로 치매노인에게 제공

되는 간호의 질에도 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치매노인과 돌봄이 및 가족의 안

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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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인       매개변인      중재변인      종속변인         성과변인

부담요인                     조정과정                       적응반응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위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노인의 발생은 돌봄이에게 부담감을 초래한다. 

   2. 가족의 강인성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정도에 따라 돌봄이의 부담감은 

다르게 나타난다. 

   3. 사회적 지지는 돌봄이의 부담감을 감소시킨다. 

   4. 돌봄이의 부담감의 감소는 돌봄이의 안녕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지지

치매

노인

발생

안녕

․삶의질

․삶의만족도

․건강증상

가족의

능력

환자의 

요구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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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헌고찰

A.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

부담감의 일반적인 개념은 노동의 짐이나 죄, 슬픔과 같은 감성, 경제적 부채의 

의미로 사용되어 ‘어떤 일을 맡아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이희승, 1990)의 사전

적 정의뿐 아니라 당황감, 책임과다와 같은 정서적 문제로부터 일상생활 파괴와 

같은 가족 간호자의 삶의 변화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Vitaliano, Young & 

Russo, 1991). 

부담감은 스트레스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스트레스란 자극, 반응, 상호작용 

등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간호학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구체적 상황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불편한 느낌이나 지각으로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재정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연환, 1999; 정추자, 1992).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느끼는 부정적이며 

주관적인 반응으로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고통으로 정의하 다(유은정, 2002; 권중돈, 1994; Zarit, Todd & Zarit, 

1986). 이중 가장 심각한 측면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다양한 정서적

인 문제, 즉 우울, 불안, 좌절, 답답함, 죄의식, 정신적인 황폐 등이 복합적으로 내

재되어 부담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담감의 결과 돌봄이는 신체적 건강의 악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건강의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전반적인 

안녕감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하 다(김 자, 이평숙, 1999; Williamson & Schulz, 

1993; 이인정, 1989).

부담감은 ‘돌봄’이 부담감의 원인이고 ‘돌봄’으로 인한 향이 부담감이라는 인

과관계의 개념이어서 가족 간호자들은 단지 환자를 돌본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

럽다고 하 다(Stuckey, Neundorfer & Smyth, 1996; Stull, Kosloski & Kerch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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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이 악

화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지체가 동반됨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들 수 

있다(Mass & Buckwalter, 1991). 또한 이들 노인을 돌보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포

기해야 되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경험하며 친구나 이웃과의 단절, 종교활동, 사교모임의 제한 등으로 사회

적 지지 기회가 박탈되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된다(Kim, 2000; 최혜경, 김윤정, 

1997; 권중돈, 1994; 이성희 등, 1993). 

치매노인의 무감동, 배회 같은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 같은 정서장애가 부담감

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으며(Pruchno & Resch, 1989)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 

수준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자, 1996). 

한편 이들 돌봄이의 부담감을 중재하기 위한 연구로 유광수(2001)는 치매노인 

돌봄이에게 치매관련 교육이나 상담 등의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여 부담감 감소의 

효과를 보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하여 치매노인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효율

적 대처방법을 터득하게되어 부담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이가 주로 느끼는 부담감의 종류로는 ‘노인을 돌보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잠시라도 노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노인 간호를 도와줄 다른 가족이 없

다’ 등의 항목에서 높은 부담감을 경험하 는데(조남옥, 1996) 이는 대부분의 치매

노인과 가족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잘 반 한 것으로 부담감의 수량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고 판단된다. 

특히 치매노인 돌봄이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자신도 고령자이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면서 증가되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배우자의 건강이 위

협받으므로(Neundorfer 등 1991) 이를 고려한 도움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자녀

인 경우에는 정서적 긴장과 신체적 돌봄 등 다양한 역할로 인하여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되고 직장생활에 향을 미치게되므로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사회적 서

비스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처럼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부담감 역을 요약하면 신체적,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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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만성질환자 돌봄이보다 많은 부담

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감이 가족의 안녕상태에 미치는 향이라고 보고 부담감을 많을수록 건강

문제가 많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가족의 부담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Kleffel & Dorothy, 1998; 신혜경, 1994; 서미

혜, 오가실, 1993).

부담감의 향변인으로 안녕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면 신체적인 불건강은 물론 생에 대한 의욕상실,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상

실과 같은 안녕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담감은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김진선 외, 2001; Kim, 2000; 신혜경, 1994; Neundorfer 등 1991).

안녕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지각(Ruff, 1985)으로 전반적 삶의 긍정

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의미하며(Dirksen, 1990), 삶의 질과 유

사한 복합적 개념으로 만족도, 사기, 행복 등의 용어로 정의되기도 한다(Ferrans, 

1990; Aaronson, 1988).

Stull, Kosloski & Kercher (1994)은 부담감과 구분되는 가족간호자의 안녕을 

측정하면 돌봄이 가족간호자의 삶에 미치는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치매노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Mokento(1989)의 연구에서는 

안녕을 삶과 건강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 다.

또한 부담감의 향을 받는 안녕상태는 건강증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치매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한 여러 연구를 보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계속되는 

보살핌과 수발로 인하여 만성적 피로와 육체적 고통으로 다른 가족보다 낮은 건

강수준을 보이며, 더 많은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더 잦은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등 과중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며 안녕을 위

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0; 최혜경, 김윤정, 1997; Schulz 등, 1995; 이성

희 등 1993; Baumgarten 등, 1992; Neundorfer, 1991). 

가족의 안녕을 조사한 국내 선행연구(오가실, 1997; 정승희, 유양경, 1997; 정추

자, 1992)에서는 안녕을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장래에 대한 생각, 삶의 형편, 

그리고 걱정의 정도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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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이나 안녕감을 지각하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돌봄이의 주관적인 인성과

도 관계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돌봄이는 장기적으로 부담감

을 경험하고 그 결과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Schulz, O'Brien, Bookwala 

& Fleissner, 1995; Wright, Clipp & George, 1993). 여러 선행연구에서 치매노인 

돌봄이가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감은 돌봄이의 안녕감과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부담감과 안녕감이 시설 입원의 주요 예측임자라고 보고되었다

(유은정, 2002; Stucky, Neundorfer & Smyth, 1996).

그러나 돌봄이의 안녕은 중재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Pallett(1990)은 

부양가족의 안녕에 향을 미치는 네가지 변수로 환자의 특성, 돌보는 가족의 특

성, 노인과 돌보는 가족의 관계, 가족의 사회적 지지라고 보았으며 환자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이 변화가 없다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안녕감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여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 다.  

종합하면 치매노인 돌봄이의 안녕감은 부담담으로 인한 중요한 결과변인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돌봄이의 안녕 상태는 삶의 질, 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등으로 측

정하고 있었다.

한편 부담감의 향인 가족의 능력으로 가족의 강인성을 들 수 있는데 가족적

응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고된 가족의 강인성은 가족 내적・외적으로 스트레

스원에 대한 완충효과와 스트레스의 중재인자의 역할을 하는 적응요인으로 설명

되고있으며, 가족의 내적인 복원인자로 설명되고 있다(전미 , 1996; 이 애, 1995; 

McCubbin & McCubbin, 1991). 

또한 스트레스의 인지관계론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스트

레스 반응에 향력이 있는 매개요인의 하나로 강인성이 제시되고 있다(Kobasa, 

1982a, 1982b). 강인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저항자원이며, 강인성과 같은 특

성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효과나 신체적인 긴장상태를 피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 위협에 대처하며 적응해 

나간다고 하 다(Kobasa, Maddi & Kahn, 1982). 

반면에 Lambert 와 Lambert(1987)는 강인성이 유일한 스트레스 저항자원은 아

니지만 강인성이 있으면 심신의 질병이 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인성이 잠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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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여 부담감을 변화시킨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강인성은 적응에 직접적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효율적인 대응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의 이용, 건강증진 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서 간접적인 향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전미 . 1996).

이와 같이 가족의 강인성이란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에서 가족 

유형의 중추적인 한 속성으로서 가족체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를 설명

해주며 가족의 행동성, 자신감, 통제성을 말한다(전미 , 1996).

이상을 종합하면 강인성은 적응에 직접적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치매노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되는 돌봄이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요

인임을 알 수 있다.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요인, 가족요인,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Biegel, Sales & Schulz, 1991) 가족부담감에 가장 강한 직접적 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환자요인의 인지장애와 문제행동이라고 하 다(권중돈, 1997). 

치매노인들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거

나 당황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가

족들의 부담감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돌보는 자를 지치고 놀라게 만드는 

스트레스 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Teri, Hughes & Larson, 

1988)이나 의존적인 행동은 돌봄이의 부담감에 큰 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유

광수, 2002; 권중돈, 1994; Miller, McFall & Montgomery, 1991).

가족들을 괴롭히는 증상은 배회, 지남력 장애, 환각, 망상, 공격적 행위, 불안, 

성적 이상행동 등의 여러 문제 행동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야간 행동장애는 가족

들을 지치게 하며 과중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치매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한다(유광수, 2002; 한국치매 가족협

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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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 적인 개념으로 주로 건강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변인

로서 또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종합해보면 상호 신뢰와 

도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여러 

가지 정보와 심리적, 물질적 도움을 주어 위기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친구, 친지 및 이웃을 통한 지지와 전문의료인, 관련질병

단체모임, 정부시책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한 공적 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지를 통하여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실제적인 도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그

리고 재정적인 도움 등의 요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능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서미혜

와 오가실, 1993).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간호중재로는 가족지지와 교육중재, 

심리교육과 상담 중재, 가족과 연계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Collins, Given & Given, 1994)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기반을 둔 치료가 더욱 이상적인 것 강조되고 있

다(사회적지지 연구회, 2002). 

사회적지지 중재내용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 

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지지 모임, 자조모임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위생용품, 치매용품 등의 물질적 지지와 주간보호소, 탁노소, 

가정봉사원 등의 복지서비스 및 휴식간호를 통한 여가시간을 갖고싶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진선 등, 2001; 유 미, 1998; 조남옥, 1996; 정의석, 1996; 권중돈, 

1994; 이성희, 1993).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있는 치매환자 가족 간호자에게 집단 지지프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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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Haley, Brown 와 Levine(1987)은 치매관련 정보, 정서적지지, 문제행동 대처 

기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책자를 통한 치매관련 정보제공, 전문간호사, 사회사

업가와의 상담 및 가족 중 돌봄이의 심리반응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스 관리방법

으로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을제공하 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 휴식간호는 돌봄이가 부양 부담감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안정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회참여

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기회를 가짐으로써 부담감과 스트레스 완

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보고되었다(Neundorfer 등, 1991; McCann & 

Christiansen, 1996; Schmall, 1996; 김진선 등, 2001).

선행중재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홍여신 등(1994)은 교육적․정

보적 지지를 유은정(2002)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 는데 동료들과

는 주로 정서적 지지를, 전문가와는 주로 정보적 지지를 주고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치매노인 돌봄이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물질

적 지지와 일정기간 치매노인으로부터 분리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돌봄이의 부담감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정서

적, 정보적지지 뿐만 아니라 물질적․도구적 지지와 휴식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지

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중재방법으로는 개별지지방법과  집단 지지방법이 있으며 집단지지에는 전문

가 주도형 및 자조 집단,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박연환, 1999).

전문가 주도형은 전문가가 집단의 지도가가 되어 다양한 차원의 지지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전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나 제언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켜준다(Printz-Feddersen, 1990; Toseland & Rossiter, 1989). 그러나 정서적 

공유가 적은 것이 단점인데 비하여 자조집단은 동료에 의한 사적인 지지를 주고

받아 정서적, 사회적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의 해소 및 상호 

격려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Mittleman 등, 1993). 그러나 자조집단은 

정확한 정보와 교육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절

충한 방법이 제시되어 동료들과는 정서적 지지를, 전문가와는 정보적, 교육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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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았다(오가실, 1997; 정추자, 1992; 이은옥 등, 1997; 박연환, 1999). 

지지 집단 구성원의 수를 보면 4∼6명(김선아, 1994; 전화연, 1999; 유은정, 

2002), 6∼11명(이 미, 1999; 오가실, 1997; 정추자, 1992; Toseland, Labrecoue, 

Goebel & Whitney, 1992), 18명(Toseland & Rossiter, 1989) 등으로 다양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시키며 질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중재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다(김미향 등, 

2000; 오가실, 한정석, 1990).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정보적 요구 및 정서

적 지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치매노인 돌봄이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ncaster, 1998).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는 완충효과 기능과 주효과 기능이 있다. 완충효과란 

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지지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상호 작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재를 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안녕감을 증진시킨다. 주효과 기능은 스트레스 수

준과는 관계가 없이 사회적 지지는 안녕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Patterson, 1992; 정추자, 1992).

완충효과 기능은 스트레스 지각을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반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최애선, 2002; 김진

선, 이은현, 2000; 이 자, 김태현, 1999; Biegel 등, 1991). 

중재방법으로서 집단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 가족간호자의 부

담감을 완화시킨 중재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추자(1992)는 사회적지지 모임이 뇌․척수 손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8-10명을 한 팀으로 주 1회, 90분 

정도의 모임을 총 5주간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한 결과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되었다고 보고하 다. 뇌졸중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박연환

(1999)은 2주 동안 총 6회의 집단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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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감소와 안녕감의 상승을 가져왔다. 취학 전 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 10명을 

한 팀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포함된 7회의 사회적지지 프로

그램을 제공한 조인숙과 김미원(2002)은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전화연(1999)은 천식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4-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1회 

60-90분씩 총 4회 동안 개별적, 집단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한 결과 집단 사회적 

지지가 개별 사회적 지지 보다 부담감을 더 많이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을 좋게 하

다. 

이렇게 다양한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집

단적 사회적 지지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단적지지 간호중재를  통하여 사교

생활기회의 제공, 부정적 감정 해소, 스트레스 대처방법 증진 등이 사회적 지지의 

완충작용을 하여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가족

에 비하여 치매노인 돌봄이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점점 악화되는 치매의 특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소모적인 돌봄을 요구하므로 이

들 돌봄이에게 제공되는 중재내용은 만성질환자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

지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치매노인 가족에게 사회적지지를 제공하여 효과를 거둔 실험연구가 몇 

편 있는데 홍여신 등(1994)은 4주 동안 4회 보건진료원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가족의 역할 스트레스감소, 환자의 이상행동 및 치매에 

대한 지식 증가 등의 효과를 보 으나 삶의 질과 부담감의 변화는 없었다. 성명숙 

등(2001)은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CD롬을 개발하여 8주 동안 주 2

회 방문으로 가족의 간호요구정도 증가와 심리적 건강상태 증가의 효과를 보았다. 

위의 중재연구가 모두 개별 지지방법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사회적지지 

중재의 효과를 보았으나 지지 내용이 일부 역에 한정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물질적․도구적 지지와 휴식제공이 포함되는 사회적 지지중재의 효과를 보는 연

구가 필요하다. 

한편 치매환자 가족에게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한 유은정(2002)은 8회의 

집단 지지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담감 감소와 삶의 질 상승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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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상자가 병원서비스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표집 

되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나 사회적 지지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

제적 취약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24시간 노인을 돌보는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Mittleman 등(1993)은 사회적 지지중재의 또 다른 효과로 돌봄이의 부담감과 

긴장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의 시설 입원를 연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내 돌봄이에게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노인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전통적 효의 개념과 일치되므로 지역 거주 

돌봄이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Whitlatch, Zarit와 Von Eye(1991)는 치매노인 가족 113명을 개별 가족지지와 

상담, 집단지지, 대조군의  3집단에 임의 배치한 후 8주 동안 정서적, 교육적 지지

를 제공한 후 Brief Symptom Inventory (BSI; Derogatis & Spencer, 1982)도구를 

사용하여 지각된 부담감, 개별긴장, 역할긴장의 변화를 보았다. 각 집단에 정서적 

지지가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중재효과를 보 으며 개별 지

지와 상담 집단보다는 집단 지지그룹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감소되었다.

Toseland 등(1992)은 질병을 가진 늙은 재향 군인의 배우자에게 5-6명을 한 

팀으로 매주 2시간씩 8주의 교육제공, 정서적 지지로 구성된 집단 지지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스트레스 감소, 문제로 인한 압박감 감소, 대처능력 증진,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증가. 독립성 증가 등의 변화를 초래하 다. 

또한 Toseland 등(1989)은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동료가 이끄는 지지모

임과 전문가가 진행하는 지지모임의 효과를 비교하 는데 전문가가 이끄는 집단

은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고 동료가 이끄는 집단은 사회화, 개인경험 교

환, 정서순화. 비공식적 사회적 자원, 지지망 향상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의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와 치매노인 돌봄

이의 높은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 으며 특히 집단 지지그룹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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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정적 감정 및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여러 중재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지지프로그램의 횟수나 중재시간보다는 대

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중재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강도 높은 지지를 제공하

는 것이 중재효과를 높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 돌봄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건강상태가 심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고싶은 욕구가 커지며(Robinson & Yates, 1994) 이들에게 간호사가 실

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전환점이나 위기상황에 처했

을 때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공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으므로(Norbeck, 1996)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사회적지지 모임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운 한다면 중재효과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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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재가 치매노인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noneq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의 유사 실험 연구로 설계되었다. 시간별 변화를 보기 위하여 

중간조사를 1회 실시하 으며 그림2와 같다. 

대상자 사전조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중간조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사후조사

실험군 O X O X O

대조군 O O O

그림 2. 연구설계

B.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A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를  대상

으로 하여 18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실험의 확산효과를 막기 위하여 같은 도내 기

타 3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 19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 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보건소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

보는 20세 이상의 성인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가

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이다. 

실험군은 총 63명을 접근하여 협조를 수락한 18명이 연구에 참여하 고, 대조

군은 총 28명을 접근하여 수락한 19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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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험처치

    

1)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안녕을 높이

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구체적 지지 내용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도구적

지지 및 휴식제공을 포함하 다. 프로그램 운 은 매주 1회 90분씩 총 10주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진행동안에 참여자들이 소책자나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식과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프로그램 스케쥴과 소책자, 

볼펜을 제공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 다.

정서적 지지는 주제별 돌봄이의 감정 및 느낌을 표현, 경청 및 격려를 통한 상

호 정서지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친목도모, 솔직한 감정 표출에 의한  스트

레스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다. 문제상황과 경험에 따른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면

서 동질감을 느끼고 상호지지 및 격려하도록 독려하 다. 

정보적 지지는 주제별 강의와 치매관련 책자 제공, 비디오 상  등을 통하여 

치매노인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간호방법을 습득하게 하 으며, 상호 의

사소통을 통하여 주제별 돌봄이의 경험 및 대응방법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 다. 10주 동안 매주 다른 주제별로 소책자를 활용한 전문적인 교육과 주제별 

관련 비디오 시청으로 정보를 제공한 후 서로 자유롭게 돌봄이의 문제와 고통을 

나누도록 하 으며 구성원간에 서로 자유로운 질문과 답이 오가도록 하 다.

물질적․도구적 지지는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치매용품 및 간호용품을 제공하

고, 매주 프로그램 종료 후 중식제공을 하 다. 자원봉사 도우미는 대상자의 프로

그램 참여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전후 차량을 운행하 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10분전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통하여 신체적 근육 및 긴장을 완화시키고, 활력증

상, 혈당검사, 빈혈 검사 등을 시행하여 건강검진 및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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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제공을 위한 봉사도우미는 지역 내 간호대학 학생으로서 일정 교육과 훈

련을 받은 후 실험군이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에 맞추어 매주 토

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동안 치매노인 가정을 방문하 다. 치매노

인의 증상에 따라 봉사도우미가 1명 또는 2명씩 배치되어 치매노인을 돌보아 주

었으며 돌봄이에게 주 8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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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구성

역
목적  내용 활동

정
서
적
지
지

․심리적 부담감   
  감소

․스트레스 관리

․친 감 형성 

․동료 의식 및
  소속감 증가

․집단지지모임 참여
․상호 의견교환 및 반응
․경청 
․상호 격려 및 감정교류
․침묵 또는 끄덕임으로     
  공감표현
․상담 
․자유로운 의사소통
․부정적 감정에 대한 
  표현 격려

․지지모임 첫 주에 상호소개를 통한 
  친목도모(30분)
․주제 별 돌봄이의 감정 및 느낌 표현  
  (10분)
․다과시간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10분)
․마지막 주에는 프로그램 관련 소감 
  및 느낌 표현 (30분)

정
보
적
지
지

․치매증상 이해

․문제해결 능력   
  증진   

․문제행동        
  대처능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능력 증진

․자가간호능력    
  상승

◆ 매주 정보적 지지의 주제

․치매노인을 대하는 방법 
․실금 및 대처방안 
․신체간호 
․문제행동 및 대처방안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법
․안전사고 및 대응방법 
․치매예방 

․소책자 제공
․주제 별 강의, 및 비디오 상 을       
  통하여 교육 (20분)   
․주제별 돌봄이의 경험 및 슬기로운     
  대처방안 상호교류 (15분)
․상담 및 조언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    
  (5분)
․지난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조언
․문제 해결방법 제시

물
질
적
․
도
구
적
지
지

․경제적  
  부담감 감소

․신체적 부담감   
  감소

․돌봄이 건강     
  관리 기회제공

․물질적 지원
  치매용품
  위생용품
  중식제공

․도구적 지원
  차량지원
  신체적 건강상태 측정
  신체적 근육긴장 완화
  노인 의료용품 대여  

․운송차량지원-모임 전후로 차량운행
․매주 다과 제공
․매주 중식 제공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실시로 육체적, 
  정신적 안위 증진 - 마무리 전 실시
  (10분)
․치매용품 및 위생용품- 보건소 지원
․활력증상 - 매주 프로그램 시작 전    
      측정 (연구자)
․혈당측정 - 매주 프로그램 시작 전    
      1회용 혈당측정기 활용 (연구자)
․빈혈측정 - 1주, 5주, 10주 
          (보건소 지원)
․독감예방접종 -10주 후 (보건소 지원)

휴
식
제
공

․여가시간 제공 

․재충전의 기회   
  제공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치매노인 가정에          
  봉사도우미 파견

․지역내 간호대학생으로 치매노인      
   가정에 매주 토요일 8시간씩         
    훈련된 봉사도우미 방문하여        
     치매노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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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운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1회 90분씩 10주 동안 진행하 다.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10주별 구체적 과정은 <표 2>와 같다. 

실험군 18명은 매주 토요일 오전10:30∼12:00까지 참여하 고 본 연구자가 주

도하고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대화하는 전문가 주도형 및 자조집단을 절충

하 다.   

장소는 A 보건소의 2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되었는데 회의실은 2층에 있어 조용

하며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내부에는 회의용 탁자가 타원형으로 중앙에 길게 

연이어 있고 가장자리에 의자가 있으며 20명 정도가 편하게 둘러앉을 수 있는 자

리다. 주로 직원 회의용이나 가족모임 용도로 쓰이며 마이크시설, 비디오 시설 등 

시청각 시설이 되어있고 냉방시설과 방음장치가 잘되어있어 외부소음의 향을 

받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가 중에는 표시판을 걸어두어 외부인의 방해를 받지 않

고 모임에만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자는 경청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필요한 몸 동작을 하 으며 대화가 

지엽적인 경우나 단절된 경우에는 흐름을 잡아주었고 지루하지 않고 신선한 대화

가 유지되도록 구체적 경험담을 질문하기도 하 으며 소극적인 참여자는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를 보면 1주는 신뢰관계 형성의 단계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10주 과정에 대한 교육일정을 소개하고 참여자간 상호소개를 통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 다. 2주에서 9주까지는 중간단계로 주제별로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10주에는 마무리 단계로 10주간의 프로그램에 관한 

소감을 표현하고 상호 인사를 한 뒤 연락처를 교환하 으며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끝으로 10주 프로그램을 종료하 다. 물질적․도구적 지지와 휴식제공은 실험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주 전 과정 동안에 제공되었다. 

마지막 10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조모임이 결성되어 매월 1회의 모임을 갖

기로 하 으며 보건소는 월 1회의 물질적․도구적 지지를 지속하기로 약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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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의 지원: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경기도 소재 A 보건소, J 

노인복지쎈터, Y 의료원의 책임자를 개별 방문하여 본 프로그램의 의의 및 목적

을 설명한 뒤 프로그램을 위한  물질적․도구적 지원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협력

을 의뢰하 다. 보건소는 장소제공 및 치매용품과 의료기기 대여를 약속하고, 노인

복지쎈터와 의료원은 봉사도우미 훈련 및 교육 참여를 허락하 다. 

연계기관의 실무진으로는 보건소 노인간호사, 노인복지쎈터 사회복지사, 의료원 

방문간호사 등 모두 3명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주 프로그

램 참가 및 봉사도우미 훈련에 관한 협조를 약속하 다.   

보건소 간호사는 매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치매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급하

고, 1주, 5주, 10주에 걸쳐 3회의 빈혈검사와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10주 프로그램

이 끝난 후 돌봄이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 다. 또한 프로그램 10주 과정 동

안 장소준비 및 시청각 교육을 위한 시설 점검 등 간접지원에 참여하 다. 

봉사도우미 교육: 봉사도우미는 지역 내 일정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 학생으로

서 본 연구자가 3시간 , Y 의료원 방문간호사 1인이 1시간, J 노인복지센터 과장 

1인이 1시간씩 총 5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1인 1재가 치매노인 가정을 방문

하여 가정 도우미로 활동하게 하 다.       

교육과정을 보면 본 연구자는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배경, 목적, 추진 방향 및 

치매노인 돌봄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의의에 대하여 교육하 고 의료원 방문간

호사는 치매노인 간호법에 대하여, 복지센터 과장은 가정봉사요원의 자세 및 봉사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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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10주 개요 

주 주제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도구적 

지지 휴식제공

1
주

치매란
무엇
인가?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교육일정소개(10분) 
․치매의 이해  

․프로그램 관련 소감   
․참여자간 상호소개를 
  통한 친목도모  (30분)
․동류의식 느낌
․소속감 표현

․치매용품, 위생용품 
․운송차량 지원
․다과 및 중식제공
․활력증상,혈당,빈혈검사 
․근육이완요법 (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2
주

치매
노인을
대하는
방법

․강의, 비디오상 (20분)  
    - “치매노인과그     
      가족을위하여”
․상호의사소통 및 
  정보제공(30분)

․경청, 격려
․상호교류, 자유토론 및      
  감정표현(30분)
․갈등해소

․운송차량 지원
․다과 및 중식제공
․혈압, 혈당검사
․근육이완요법(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3
주

실금 
및 

대처방안

․강의 및 교육(20분)  
․실금관련 대처방안
  논의 및 질의응답(30분)

․경청
․부정적 감정 표현(30분)
․문제상황 이해 및
․상호 격려

․치매예방퍼즐 
․운송차량지원
․다과 및 중식제공
․근육이완요법 (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4
주 

신체간호
․강의 및 교육(20분)  
․효과적인 신체간호 
  방법 교류

․신체적, 육체적 부담감 
  표현 및 상호 지지(30분)
․돌봄이 건강관리의 중요성
  

․치매용 의복
․운송차량 지원
․다과 및 중식제공
․혈압, 혈당검사
․근육이완요법 (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5
주

문제행동 
및 

대응방안

․강의, 비디오 상 (20분)
  - “원인과 문제행동”
․이상행동에 대한    
  슬기로운대처방법교류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교환(30분)

․경청
․부담감 표현 및 감정적 
  지지(20분)
․이상행동에 대한 경험 및
  느낌 표현 (30분)
․상호 격려

․목욕용품 
․의료보조기 대여
․운송차량 지원
․다과 및 중식제공
․혈압, 혈당, 빈혈검사
․근육이완요법 (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6
주

치매노인 
돌봄이의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법
  강의(20분)
․질의응답 (30분)

․친목도모
․부정적 감정표현 및 지지
  (30분)
․갈등해소
․죄책감 표현
․긍정적 가치관 형성

․치매 팔찌
․혈압, 혈당검사
․운송용 차량지원
․다과 및 중식 제공
․근육이완요법(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7
주

안전사고
및 

대응방법

․안전관리 및 예방법  
․강의 (10분) 
․비디오 상 (10분)
 - “황혼의 늪, 치매를 
극복한다Ⅰ” 

․경청, 격려
․경험 및 감정교류(60분)
․문제상황에 따른 갈등
  및 부담감 표현 

․스트레스관련
소책자제공
․혈압, 혈당검사
․운송용 차량지원
․다과 및 중식 제공
․근육이완요법 (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8
주

치매예방 

․강의 (10분)
․비디오 상 (10분)
 - “황혼의 늪, 치매를 
극복한다Ⅱ”

․분노 및 적대감 해소
․감정의 순화
․불안감 표현 
․긍정적 가치관 형성

․치매용품
․혈압, 혈당검사
․운송용 차량지원
․다과 및 중식 제공
․근육이완요법(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9
주

자유토론
․상호질의응답(20분)
․상호 대처방안 교류
․치매관련기관정보(20분)

․자유 의사소통(60분)
․친 감 형성

․치매용품
․혈압, 혈당검사
․운송용 차량지원
․다과 및 중식 제공
․근육이완요법(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10
주

프로그램 
종결

자조모임 
결성

․돌봄이 상호 연락처교환 ․프로그램관련 소감 (50분)
․자조모임 형성관련 소감 

․혈압, 혈당, 빈혈검사
․독감예방접종
․운송용 차량지원
․자조모임결성축하케익 
․근육이완요법(10분)

주8시간의 
봉사
도우미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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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종속변인인 부담감과 안녕의 하위변인으로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 그리고 매개변인인 가족의 강인성, 치매노인의 이상행

동 측정도구이다. 

   

가족 부담감 질문지: 

오가실(1993)이 개발한 부담감 도구로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다.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부담의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125점에서 최하 2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다.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하 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5분에서 15분 내외 다. 여러 연구에서 도구가 검정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76 와 α=.89사이 고(서미혜와 오가실, 1993; 정추자, 1992; 신혜경, 

1994, 노 숙, 199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2 다.  

또한 오가실, 채선미, 전나 (2002)의 급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을 돌보는 가족 

156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와 가족부담감 면접도구(Tesser, Fisser & 

Gamache, 1992)와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r=.68, 

p-<.001) 동시타당도가 높은 도구로 평가되었다.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집단

비교법을 사용한 결과 가족부담감을 측정하는 민감한 도구로 평가되었다(t=-4.09, 

p=.000).  

   

삶의 질 측정도구:

Andrew(1976)의 삶의 질 도구를 기초로 오가실 등(1993)이 수정 보완한 도구

로서 대상자가 생활, 자아, 일, 건강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걱정의 정도, 삶의 형

편, 장래에 대한 생각을 응답하는 5개 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14문항은 “아주 많이 만족” 7점에서 “아주 많이 불만족” 1

점으로 측정하는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매우 행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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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행복하지 않음” 1점으로 되어있으며 걱정의 정도는 “전혀 걱정하지 않음” 

1점에서 “항상 걱정”의 5점으로, 그리고 삶의 형편과 장래에 대한 생각은 “아주 

많이 못해짐” 1점에서 “아주 많이 나아짐” 7점으로 측정하 다.

걱정의 정도를 측정한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 후 18문항의 총점수를 삶의 질 

점수로 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오가실 등(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1 고, 정추자(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69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93 다. 

도구의 측정시간은 약 5분∼10분 정도 다.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Wood, Wylie와 Sheafor(1969)가 개발한 13문항의 Life Satisfaction Index-Z를 

서경희(1988)가 번역, 수정하여 만성 폐색성 폐질환 환자에게 적용한 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렇다” 3점, “잘 모르겠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Cronbach' α=.84 고 척수장애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박순미(1993)의 연

구에서는 Cronbach' α=.83,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권윤정(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78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5 다.

응답소요시간은 3분 정도 다.

   

건강증상 측정도구:

Derogatis(1977)가 개발한 증상 체크리스트-90을 기초로 오가실(1993)이 개발한 

증상 체크리스트-48로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최근 2주간 경험한 건강문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증상체크리스트-90

이 포함한 신체화, 강박증, 대인과민성, 우울, 불안, 공포, 적대감, 정신증, 추가적 

차원의 9개 차원에서 요약하여 수정한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많을수록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증상체크리스트-48의 신뢰도는 오가실이 개발당시 신뢰도가 Cronbach' α=.97

이고 정추자(1992)연구에서는 Cronbach' α=.95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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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 다.

　

가족의 강인성 척도: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86)이 개발한 가족의 강인성 척도

(Family Hardiness Index. FHI)를 이 애(1995)가 번역과 역 번역을 거쳐 완성한 

도구로 혈액투석 요법을 받는 환자 218명을 대상으로 사용한 결과 Cronbach' α

=.80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4 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0점, “항상그렇

다” 3점으로 측정되며 투입성, 신뢰성, 도전성, 통제성의 4개 하위 척도를 지닌다. 

이 도구는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가족임을 의미한다.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치매노인 문제행동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서는 Gilleard(1984)의 문제행동 체크리스트(problem Checklist)를 유

은정(2002)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치매노인 가족 23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Cronbach'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4 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되며 3점 척도로 “문제 없다” 0점, “가끔/약간 문제” 1점이

며 “자주/심한 문제” 2점을 점수가 높을 수록 문제행동이 심각한 것이다. 

자료수집에 사용되는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었다.  

   

E.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4월 20일에서 7월19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절차

로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성되었으며 본조사는 사전조사, 

중간조사,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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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내․외적인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문지와 면담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예비조사는 2003년 4월 

20일∼5월 20일에 걸쳐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 20명을 사전 방문하여 

실시하 다. 

예비조사과정에서 연구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부

탁하 으며, 본 프로그램에서 지지 받고 싶어하는 내용 및 프로그램 참가에 편리

한 시간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반 하 다.

사전조사:

실험군: 경기도 소재 A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 중 참여를 허락한 연

구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장소인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

에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다. 

도구는 일반적 특성,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 돌봄이 부담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에 관한 항목이며 전체 질문지 작성시간은 40분 정도 소

요되었다. 

대조군: 본 연구자가 협조 허락을 받은 경기도 소재 3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

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 28명 중 협조를 허락한 총 21명의 돌봄이의 가정

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이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주고 작성하게 

하 다. 

   

중간조사: 

실험군: 본 연구자는 5주간에 걸쳐 총 5회의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실험장소인 

보건소 회의실에서 중간조사를 실시하 는데 1차 설문지에 응답하 던 20명 중 2

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락하고 총 18명이 2차 설문지에 응답하 다. 

설문지 구성은 돌봄이의 부담감, 삶의 질, 건강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총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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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본 연구자가 5주후 돌봄이의 가정을 직접 개별 방문하여 중간조사를 

실시하 는데 사전조사에 응답한 21명 중 2명이 경미한 증상을 이유로 거절하여 

19명이 설문지를 작성하 다. 

   

사후조사:

실험군: 본 연구자는 실험장소인 보건소회의실에서 10주간에 걸쳐 총 10회의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사후조사를 하 는데 중간조사에 응답한 18명이 모두 설문

지를 작성하여 최종 18명의 통계자료가 분석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돌봄이의 부담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에 관한 문항

으로 총 30분간 소요되었다.  

대조군 : 본 연구자가 10주후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후조사를 하

는데 더 이상의 탈락자 없이 19명이 모두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종 19명의 자료가 

연구분석 되었다. 

본 연구자는 대조군의 가정을 3회 방문하 는데 방문 시마다 치매노인의 필수

품 및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 으며 연구가 모두 끝난 10주후에는 사회적 지지 프

로그램에 사용하 던 치매관련 교육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관련 교육 및 상

담을 하 다. 

   

F.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Fisher's Exact test, Chi-sqare test, 

Mann-Whiteney U test를 사용하 다. 

2)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 다.

3)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과 부담감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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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을 이용하 다.

4) 부담감과 삶의 질, 건강증상,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coefficient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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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매개변수의 동질성 검정, 가설검정,

변수간의 상관관계, 추가분석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A.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치매노인 돌봄이의 일반적 특성은 <표3>와 같이 치매노인 성

별, 돌봄이 연령, 돌봄이 교육수준, 종교유무, 돌봄기간, 수입 면에서 차이가 없었

다. 

실험군에 속한 치매노인 돌봄이의 평균연령은 60.6세 고, 대조군에 속한 돌봄

이의 평균 연령은 58.3세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초등졸 이상이 가장 많았

으며 종교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수입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총 수입 100만원 미만이 대상자의 75%정도를 차지하

다.  

돌봄기간은 13개월에서 36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실험군의 평균 돌봄기간은 

42.6 개월이고, 대조군은 47.2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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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과 대조군 돌봄이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실험군(n=18)

실수(%)

대조군(n=19)

실수(%)
χ2 p

돌봄이 연령  44세미만 4(22.2) 5(26.3)

.22 .617
 50∼59세 6(33.3) 3(15.8)

 60∼69세 2(11.1) 5(26.3)

 70∼80세 6(33.3) 6(31.6)

 평균 60.6(11.12)

  

58.3(15.42) .22 .617

교육수준  초등 10(55.6) 11(57.9)

1.000 .123

 중 4(22.2) 4(21.1)

 고 2(11.1) 2(10.5)

 대학교 이상 2(11.1) 2(10.5)

종교
 유 5(27.8) 8(42.1)

.495 .182 무 13(72.2) 11(57.9)

치매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7(38.89) 7(37.78)

12.528  .054

 아들 7(38.89) 3(15.79)

 딸 1(5.56) 1(5.26)

 며느리 3(16.67) 7(36.84)

 기타 0(0.00) 1(5.26)

돌봄기간  12개월 이하 2(11.1) 4(21.1)

.564 .124
 13∼36개월 7(38.9) 7(36.8)

 37∼60개월 6(33.3) 3(15.8)

 61개월 이상 3(16.7) 5(26.3)

 평균 42.6(28.46) 47.2(35.42) -.434 .667

수입  50만원 미만 8(44.4) 8(42.1)

.356 .117
 50∼100만원 6(33.3) 6(31.6)

 100∼150만원 0 3(15.8)

 150만원 이상 4(22.2) 2(10.5)



- 35 -

B. 측정변인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 변인 사전조사 동질성 검증은 Mann-Whiteney U test

를 사용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담감에 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을 사전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실험군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대조군 치매노인의 문제 행동은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294). 가족의 강인성은 대조군이 조금 높았으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976).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인 부담감과 안녕,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표 4. 측정변인의 동질성검증

실험군(n=18)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n=19)
평균

(표준편차)
U p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41.61(7.56) 37.63(12.20) 136.50 .294

가족의 강인성 59.83(7.22) 61.37(11.26) 170.00 .976

부담감 92.44(10.30) 88.11(11.87) 128.50 .605

삶의 질       60.94(10.99) 59.37(18.17) 154.00 .750

삶의 만족도       19.61(4.55) 20.84(7.70) 168.00 .927

건강증상 135.28(25.00) 127.00(32.86) 140.0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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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설 검정

   

가설1: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부담감이 낮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중간, 사후 부담감을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5>(그림3).

실험군의 부담감은 사전조사에서 92.44, 중간 88.56로 감소경향이 보이다가 사

후 69.44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부담감에 대한 측정시기 별 다중비교 

결과 사전과 중간검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843), 중간과 사후조사 사이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 

대조군은 사전 88.11, 중간 89.47, 사후 96.9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사전 

조사와 중간(P=.065)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조사와 사후조사 사이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0).   

집단별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7.28, 

p=.011), 측정시기별로도 부담감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0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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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시기별 대상자의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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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시기별 부담감, 삶의질, 삶의만족도, 건강증상 

실험군(n=18)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19)
평균(표준편차)

t(F)값 p

 부담감 사전 92.44(10.3) 88.11(11.87) 1.345 .187

  중간 88.56(1.63) 89.47(11.81) -.588 .560

  사후 69.44(8.31) 96.95(12.56) -7.807 .000**

   
집단내

시기
8.07 .001*

  집단간 7.28 .011
*

 삶의질 사전 60.94(10.99) 59.37(18.17) .317 .753

  중간 66.22(11.83) 49.48(14.31) 3.869 .000**

  사후 80.11(12.41) 43.32(15.28) 8.014 .000**

  
집단내

시기 
2.67 .007*

  집단간 19.04 .000
*

 

삶의만

족도 

사전 19.61(4.55) 20.84(7.7) -.588 .560

  중간 20.00(6.27) 16.74(4.78)  1.786 .083

  사후 25.83(5.43) 15.32(4.74)  6.290 .000
**

   
집단내

시기
3.63 .032

*

  집단간 7.28 .011*

건강증상  사전 135.28(25.00) 127(32.86) .859 .396

  중간 125.94(36.24)     140(39.25)   -1.147 .000**

  사후 87.72(19.41) 156.42(36.69) -7.060 .000
**

   
집단내

시기
6.45 .003

*

  집단간 6.21 .018*

※ 다중비교 (실험군)  부담감: 사전>중간>사후
**     

(대조군: 사전<중간< 사후
**
)
 

                  삶의 질: 사전< 중간
*
<사후

**   
(대조군: 사전>중간

**
 >사후

*
)

                  삶의 만족도: 사전<중간<사후
** 

(대조군: 사전>중간
*
 >사후

*
)

                  건강증상: 사전<중간< 사후
**   

(대조군: 사전>중간
*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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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중간, 사후조사의 삶의질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5>(그림4). 

실험군의 삶의 질은 사전조사 60.94, 중간 66.22, 사후 80.11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삶의 질에 대한 측정시기 별 다중비교 결과 사전조사와 중간조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p=.014)로 높아졌고, 중간조사와 사후조사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로 높

아졌다(p=.000).

대조군은 사전조사 59.37, 중간 49.48, 사후 43.3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사전조사와 중간조사 간에 유의한 차이(p=.000)로 낮아졌으며, 중간조사와 사후 

조사 사이에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0).   

집단별로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9.04, 

p=.000), 측정시기별로도 유의한 차이(F=2.67, p=.007)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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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시기별 대상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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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중간 및 사후조사에서 삶의 만족도 반복측정 분산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5>(그림5).

실험군의 삶의 만족도는 사전 19.61, 중간 20.00, 사후 25.8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시기 별 다중비교 결과 사전조사와 중간조사간에

는 유의한 차이(p=.765)가 없었으나 중간조사와 사후조사에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p=.001)로 높아졌다. 

대조군은 사전 20.84, 중간 16.74, 사후 15.32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사전 조사와 중간조사간에는  유의한 차이(p=.002)로 낮아졌고 중간조사와 사

후조사간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8).

집단별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629.05, 

p=.012), 측정 시기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F=3.63, p=.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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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시기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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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노인 돌봄이에 비해 건강증상이 감소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기별 돌봄이의 건강상태는 건강증상 점수를 부정적

으로 해석하여 점수가 적어질수록 건강상태가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중간, 사후의 건강증상 점수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5>(그림6). 

실험군의 건강증상은 사전 135.28에서 중간 125.94, 사후 87.72로 적어지는 경향

을 보 다. 건강증상 점수에 대한 측정시기 별 다중비교 결과 사전조사와 중간조

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78), 중간조사와 사후조사 사이에는 적어

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0).

대조군은 사전 127, 중간 140, 사후 156.42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사전조사

와 중간조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로 건강증상 점수가 높아졌으며(p=.007), 중간조

사와 사후조사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로 높아졌다(p=.000). 

집단별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6.21, 

p=.018), 측정시기 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45,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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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시기별 대상자의 건강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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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추가분석

1)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과 부담감의 관계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과 부담감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분포를 보면 평균 38.11(12.26)이며 왜도는 .28이고 첨도

는 -1.289으로 정규분포에 비해 평균보다 넓은 분포를 보 다. 가족의 강인성 평

균은 평균 48.89(10.73)이고 왜도는 .737이고 첨도는 .383이며 정규분포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분포를 보 다.  

부담감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부담감과의 상관관계

를 본 결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클수록 부담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상관계수는 .0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822). 

또한 가족의 강인성과 부감감의 상관관계를 보면 -.105로 강인성이 클수록 부

담감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p=.678)<표6>. 

즉 치매노인 돌봄이에 부담감에 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치매노인의 문제행

동과 가족의 강인성 요인을 들었으나 예측과는 달리 통계학적으로 부담감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과 부담감의 관계

                                                  n=37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가족의 강인성

부담감
r=.057

p=.822

r=-.105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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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감과 안녕, 삶의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과의 관계 

부담감과 삶의 질, 건강증상,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표7>.

부담감과 안녕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는 -.586으로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안녕의 하부개념인 안녕,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담감과 안녕, 삶의 질, 삶의 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 는데 특히 

삶의 만족도는 상관계수는 -.588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 또한 안녕과 건

강증상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 

즉 부담감이 증가할수록 안녕을 설명하는 하부변수인 삶의 질, 삶의 만족도가 

감소되었으며 건강증상이 심해지는 결과를 보 는데 이것은 안녕이 부담감의 결

과변인으로서 안녕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입증하여 주는 결과이다.  

표 7. 부담감과 안녕,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의 관계

안녕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

부담감
r=-.586

p=.000

r=-.383

p=.019

r=-.588

p=.002

r=.48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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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A. 가설에 관한 논의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다

양하게 적용되었으며 중재효과도 상당히 지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누어 설명해보려고 한다. 우선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치매노인 돌봄이에게 도움이 되었나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돌봄이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

담감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Gendner, Hall & Buckwalter, 1996; Toseland 

등, 1990; Goodman & Pynoos, 1990)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지지된 가설이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중재기간으로 볼 때 5주 중재 후에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유의한 변화를 보 으나 부담감, 삶의 만족도와 건강증상은 10주 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는데 10주간의 중재기간은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뇌

졸중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박연환(1999)은 6주, 뇌․척수 손상환자 가족을 대

상으로 한 정추자(1992)는 5주, 발달지연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오가실(1997)의 

연구는 4주 프로그램으로 중재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치매노인 돌봄이는 다른 만

성질환자 가족에 비하여 돌봄이 자체가 고령자이며 만성질환자로 경제적, 신체적 

의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충분한 중재 기간

과 정보적 제공이 필요하므로 다른 만성질환자 돌봄이 보다 더 많은 중재기간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최소한 10주는 되어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본다. 그

러나 예산이나 관리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Toseland 와 

Rossiter(1989)의  견해처럼 5주 후에는 시간을 단축한 월례모임이나 자조모임의 

형태로 개선하여 효과를 지속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종속변수인 부담감과 안녕의 변화에 관한 고찰이다. 본 연구결과 치매

노인 돌봄이는 오가실(1993)의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양한 만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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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의 부담감 점수(문진하, 1995; 서미혜, 오가실, 1993; 노 숙, 1997; 신혜

경, 1994)에 비하여 높은 부담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치매노인의 발생이 돌

봄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명제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안녕의 하부개념인 삶의 만족도가 부담감과 역 상관 관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이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는 Dirkson(1990)견해

와 치매환자 부인의 안녕을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 Mokento(1989)의 견해를 뒷받

침하는 결과로서 안녕이 삶의 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면 신체적인 불건강은 물론 생에 대한 의

욕상실,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상실과 같은 안녕감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여러 학

자(Gwyter, Georgy, 1986; Decker, Schultz & Wood, 1989)의 견해를 뒷받침해준

다. 

Stucky, Neundorfer와 Smyth(1996)는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부담감은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안

녕감은 중요한 부담감의 결과 변수라고 보고하 다. 이는 부담감이 높아질수록 삶

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건강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노인 가족의 안녕 상태를 신체적 건강상태(Gerdner 

등, 1996), 우울, 불안, 적의(Mittleman 등, 1995; Hooker 등, 1992), 생활만족도

(George 등, 1986)등 다양한 척도로 측정한 선행연구와 유은정(2002)의 연구에서

는  부담감과 삶의 질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담

감과 안녕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안녕을 측정하는 측정개념이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도 측정도구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안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안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살펴보면 부담감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가

족의 강인성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예측하 으나 부담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연구결과를 보여 가족의 강인

성이 부담감을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전미 , 1996; 이 애, 1995; Lambert 등, 

1987; Kobosa, Maddi & Kahn, 1982)이론을 입증하지 못하 다. 

또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돌봄이의 부담감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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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가족의 부담감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손연주 등, 2000; 권중돈, 1994; Motenko, 1989)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론적 기틀에서 가정한 가족의 강인성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돌봄이의 부담감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규명되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우선 사전조사에서 치매노인의 문제 행동과 돌봄

이의 강인성 범위에 차이가 없어서 부담감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수의 돌봄이에 대한 추후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행이론의 입

증 및 이론적 틀을 검정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 변수가 다양한 집단을 선정하

고 충분한 수의 돌봄이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중재변인으로 작용한 사회적 지지는 부담감을 유의한 차이로 감소시켰으

며, 부담감과 안녕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부담감의 결과 변인으로 

안녕상태가 변화한다는 이론적 기틀(오가실, 1993; 박연환, 1999)이 입증하는 것이

다. 또한 부담감이 가족의 안녕, 삶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정추

자(1992)의 견해와 부담감 감소는 삶의 질 증진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박연환, 

1999; Gerdner, Hall, & Buckwalter, 1995)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담감은 결과변수로 볼 수 있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및 건강증상과 모두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개념적 기틀에서 설명한 대로 부담감의 감소가 결과변인

인 안녕상태를 증가시킨다는 이론을 입증하 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볼 때 다른 만성질환자의 가족에 비해 치매노

인 돌봄이는 점점 악화되는 치매의 특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침체되어있을 

뿐 아니라 돌봄이의 약 40%가 월수입 5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이며 70세 이상의 

배우자 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돌봄

이 역할을 할 때 훨씬 많은 부담감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Lea, 1994; Pallet, 

1990; Orodenker, 1990; Mokento, 1989 Cantor, 1983)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는 대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융통성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하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중재요소를 최대한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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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결과로 실험군의 부담감이 감소되고 안녕이 증가함으로써 사회

적지지 효과에 대한 가설이 입증되기는 하 으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대조군의 

변화 다. 사회적 지지에 참가하지 못한 대조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감이 

증가하 으며,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아지고 건강증상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변화

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매가족이 다른 만성질환자 가족보다 당뇨, 관절염, 

빈혈, 궤양 등의 만성질환이 더 많고 정신증으로 인한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하며 

무기력, 두통,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는 Pruchno 와 Rosch(1989)견

해를 잘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치매노인 돌봄이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돌봄이의 부담감이 

완충되어 부담감이 감소되고, 나아가 돌봄이의 안녕 즉 하부개념인 삶의 질과 만

족도가 증진되며 건강증상이 감소된다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이 검증된 것이다. 

B.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적지지는 10주 동안 치매노인 돌봄이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돌봄이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과 만족도, 건상상태를 증진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안녕에 유용한 개념이라는 오가실 등(1997)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

는 결과로서 사회적 지지가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사회적 지지

의 완충효과이론을 입증하 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적다고 한 

Zarit, Todd & Zarit(1986)와 노 숙(1997)의 결과 및 오가실(1997)의 사회적 지지

가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과 안녕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적 지지의 중재 연구는 주로 정서적, 정보적 지지로 구성되었으나(유

은정, 2002; 성명숙 등, 2001; 박연환, 1999)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은 정

서적, 정보적, 물질적․도구적지지 및 휴식제공로 구성되어 중재강도를 높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실험중재의 효과를 보려면 집중적으로 강도가 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Yeaton 와 Sechrest(1981)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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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척수손상환자 가족을 지지프로그램으로 정보, 충고, 상담, 휴식제공 등의 다양

한 요소를 포함하여 중재한 결과 부담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결과와 

Friss(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10주간 제공된 중재연구로 사전 조사, 중간조사, 사후조사로 측정하여 시

간에 따른 중재효과를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유은정, 2002)

와 차이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보건소에 등록

된 치매노인 돌봄이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므로 보건소의 공

적 지원을 연계하여 물질적․도구적 지지 및 신체적 지지를 제공한 것은 경제적, 

신체적 부담감 완화에 효과적인 중재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건소를 거점으로 함으로써 중재 장소 제공 및 치매용품 등의 물질적 

지지와 도구적지지가 이루어졌고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강검진 및 독

감접종 등의 신체적 지지가 가능하 다. 지역 내 대학교과 노인 복지 센터 등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휴식제공을 한 것도 돌봄이 지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내의 여러 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자조모임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돌봄이는 대부분 고령자로서 신체적 지지의 방법으로 활력증

상, 혈당, 빈혈검사, 독감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돌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체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이용하여 신체적 긴장을 완화

시키고 심리적 안정의 효과를 보 는데 이는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정신적 스트

레스 감소와 신체적 긴장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유은정, 2002; 

박연환, 1999). 

마지막으로 지지내용에 포함된 휴식제공은 여가시간의 제공과 사회참여의 기

회를 제공하고 친 감 형성의 도왔으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동료의식과 소속

감을 느끼게 하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보인다. 이는 휴식제공으로 부담감 완화의 효과를 거둔 김진선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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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후지지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지지요소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제공되는 지지 프로그램은 돌봄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운 방법으로는 집단적 지지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를 보았는데 이는 

집단 모임을 이용한 사회적 지지가 만성질환자 돌봄이의 부담감을 줄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유은정, 2002; 박연환, 1999; Albert, 1996; 정추자, 

1992). 집단형태의 지지 중재가 사교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적 교류도 활발

하게 하 으며 무엇보다도 구성원끼리의 정서적 위안을 주고받으며 증가된 정서

적 지지가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효과가 프로그램

이 끝난 10주 후에도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

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적지지 보다 집단

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정보적지지가 정서적 부담감 감소에 더 효과가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집단지지 프로그램의 또 다른 효과로 자조모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10주의 중재기간으로서 8주 프로그램(유은정, 2002)에 비하여 친 감 

형성과 동료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보건

소가 장소 제공 및 물질적․도구적 지지를 계속 제공해주기로 한 것이 자조모임 

결성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주 프로그램이 실제 지역사회 현장

에서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

지므로 전문가 주도 집단프로그램으로 5주 운 하고 자조집단 형태로 5주 운 하

여 효율적인 지지방법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문가주도로 개입해야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친 감 형성과정을 보면 모임의 기간이 4회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안정감이 

형성되고 구성원간의 유대관계가 두터워지긴 했으나 아직도 전문가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동료끼리 결속력을 보이고 자조그룹의 성격을 띤 모임이 

되자면 그룹 역동감으로 볼 때 적어도 5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순(1988)연구에서는 5-8명의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된 3주간 3회의 지지모임으로 자조모임이 형성되었으며 정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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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는 5주간 8-10명의 지지모임으로 자조모임을 유도하 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상자에 비해 치매노인 모임 돌봄이는 주로 고령자이며 구성원수가 18명으로 많

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Toseland 와 Rossiter(1989)

가 문헌분석 결과 최소 6주 정도가 되어야 자조그룹의 형태가 존속한다고 한 결

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지지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보면 치매노인 돌봄이는 5주 후에 삶의질이 유의

하게 증진하 는데, 유은정(2002)은 8주간의 중재로 삶의 질 증진을 초래하 으나 

중간측정이 없으므로 불확실하고 5주간의 중재로 삶의 질 증진을 초래한 정추자

(1992)연구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회적지지 중재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안녕감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실험군의 건강증상은 10주 후부터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2주간 총 4회

의 지지중재로 건강상태의 효과를 본 이숙자(1993)의 연구와 5주간의 중재로 건강

상태가 좋아진 오가실(1997)의 연구에 비하여 오랜 중재기간으로 이는 치매노인 

돌봄이 자체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므로 건강증상을 감소시키기에 5주

는 짧은 기간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본 결과는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입증

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돌봄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오가실(1997)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치매노인 돌봄이를 위한 집단 지지프로그램을 4개월에 동안 10회의 지

지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삶의 질에 객관적 변화는 없었다는 보고서(Haley, Brown 

와 Levine, 1987)는 돌봄이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분석하 으며 짧은 기간에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프

로그램에 무료 가정봉사 및 노인 돌보기, 가정간호, 고가의 사회 복지 써비스 등 

통합적 지지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 다.

그러므로 중재의 효과는 있으나 만성적인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과 

같은 종속변수가 변화하기에는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중재 효과를 보려면 10주는 지나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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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그룹의 수를 보면 만성질환자 가족 간호자를 대상으로 연구는 5명(김희

순, 1988; Haley, Brown & Levine, 1987), 10명(정추자, 1992), 18명(Toseland 등, 

1989)등으로 다양하다. 그룹 인원이 너무 적으면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감소되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결속력이나 응집력이 약화되므로(정추자, 1992) 10명 내외를 

권하고 있었다(이형득, 김문실, 박상연, 1992). 그러나 18명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

서는 결속력이나 응집력의 저하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소재와 정보제공으로 흥미롭고 활발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

용하 다. 그러므로 집단 구성원을 꼭 6명에서 10명 내외로 제한 할 필요는 없다

고 생각되며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수가 아니라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반 한 운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매주 프로그램 종료를 항상 아쉬워하는 분위기에서 90분의 진행시간은 18명의 

구성원이 상호 교류작용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으로 생각되었는데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중식자리로 옮겨서 편안한 분위기를 지속시킨 

것이 친 감 형성을 돕는 한 방법이라고 본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효율적 연계과정

을 위해 보건소, 노인 복지쎈터, 의료원 등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다학제적인  

협조과정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10주 후에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치매노인 돌봄이가 지역사회 지지 기관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계속 

사회적지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본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

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에서 1차 설문지 작성 시 보통 수준이었던 부담감과 안녕상태가 10주 후 3차 

방문하 을 때는 건강상태의 악화와 예민한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며 정신과 치료

를 받은 대상자를 경험하 는데 이런 결과는 지역 내 방치된 이들 돌봄이의 심각

한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현재 실무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정책으로 보건소마다 치매환자 등록창구를 

두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형식적인 창구만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치매노인과 가족들은 전혀 의료기관과 민간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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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관리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실제적으로 치매노인과 돌봄이를 위

한 사회적지지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갖지 못하

고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높은 부담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노인 돌봄이의 문제

는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역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실질적인 중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내 공공자원인 물질적․도구적 자원과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인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보건소를 거점으로 확대된

다면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간호의 강력한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바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 연계된 A 보건소는 

지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월 1회 자조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물질적․

도구적 지지와 함께 돌봄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적 지지를 계속하기로 하 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으로도 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노인 보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보건소에도 적용되어 일선의 

주요 치매사업으로 정착되길 바라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치매노인 돌봄이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정서석, 정보적지지 요소

는 다른 연구와 같지만 내용 구성면에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저하와 이상행동 등

의 환자의 특성 때문에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환자 자체의 증상이 중하고 돌봄이 자체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돌봄이

의 특성상 신체적,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면 많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가 필

요하므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자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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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간호적용 및 간호학적 의의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부담감 요소 중 경제적 부담감과 사회참여의 제한에서 오는 

사회적 부담감을 포함한 모든 부담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 다는 점

이다. 또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

히 대상자의 요구나 위기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지 요소를 처방하여 상황에 맞는 

중재를 제공한다면 치매노인 돌봄이를 위한 지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집단적 사회적 지지를 자조집단으로 발전시킨 것은 돌봄이 구성원 스스

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문제해력 능력을 증진시키며 부담감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간호학적인 측면에서는 치매노인 돌봄이을 위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구체

적인 틀과 이론적 기초의 수립에 공헌하 다는 점이다.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에 관한 이론적 틀 검증에서 본 이론이 확인됨으로서 치매노인을 포함한 만성질

환자의 가족 연구를 위한 이론이 축적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만성질환자 돌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프로

토콜 개발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과학적 평가를 거쳐 계속 수정, 발전시켜나간다면 간호이론의 확대 및 새로운 이

론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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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noneq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한 유사 실험 연구를 통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돌봄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부담감 및 안녕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고자 수행하 다. 

연구의 기틀은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치매노인 가족에게 적용하여 사용하 다. 

독립변인은 연구자가 개발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부담감, 안

녕이다. 안녕은 하부개념인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으로 조작화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A보건소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 18명을 실험군으로 하

고3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돌봄이를 치매등록자 19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

다. 

연구장소는 A보건소 2층 소회의실이며 본 연구자가 실험군 18명을 대상으로 5

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저적, 정보적, 물질적․도구적 지지와 휴식제

공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기술도 포함하

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실시하 으며 설문지 

작성시간은 30분∼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전조사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실시하 고, 중간 조사는 프

로그램 참여 5주 후에 실시하 으며, 사후 조사는 10주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실시하 다. 

연구도구은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부담감 측정도구와 삶의 질 도구, 가족의 

건강상태 측정도구(SCL-48), 서경희(1988)의 삶의 만족도 도구, 유은정(2002)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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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인 문제행동 체크리스트, 이 애(1995)의 가족의 강인성 도구를 사용하 다.   

최종 실험군18명, 대조군 1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Fisher's Exact test, Chi square test, Mann-Whiteney U test를 사용하 고,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 으며, 부담감과 문

제행동, 가족의 강인성, 삶의 질, 건강증상,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을 사용하 다.

독립변수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수는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이다. 

안녕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증상으로 조작화 되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실험군은 프로그램 참가 전, 5주 후, 10주 

후에 작성하 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참가 없이 프로그램 시작 전, 5주 후, 10주 

후에 작성하 다.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중재요소로 제공한 결과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이 

감소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는 증가하 으며 건강증상이 감소하여 가설이 지지되

었으며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이 

검증되었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설계를 하여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횟수를 몇 수준으로 구분하여 지지중재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를 확인하기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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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자조모임의 중재효과 및 지속성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개별 사회적지

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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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는 돌봄이를 위한 사회적 지

지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지 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사항은 비 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자: 강 정 희(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강정희)

1-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다음은 치매노인에 대한 조사지입니다.

 

1. 치매노인의 성별: 1)남    2)여

2. 치매노인의 배우자 유무: 1)유   2)무

3. 치매노인의 학력

   1)무학     2)초등학교졸     3)중학교졸     4)고등학교졸     5)대학교 이상

4 치매노인의 직업         1)유         2)무     직업명 : (         )

5. 치매노인이 치매 외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1)유       2)무

   - 있다면(질병명 : 중풍,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심장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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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환자의 가족인 당신에 대한 조사지입니다. 

6. 연령 : 만 (    )세

7. 성별 : 1)남     2)여

8. 결혼상태 : 1)기혼   2)미혼   3)기타

9. 교육수준 :

  1)무학     2)초등학교졸     3)중학교졸     4)고등학교졸     5)대학교 이상

10.종교 :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기타 종교    5)종교없음

11. 치매노인과의 관계

  1)배우자   2)아들   3)딸   4)며느리   5)사위   6)자녀   7)친척   8)기타

12. 치매노인과의 동거여부 :  1)예      2)아니오

13. 치매발병 후 노인을 모신 기간:  (    )년 (    )개월

14. 다른 간호자의 유무 :     1)예      2)아니오

15. 가족의 한달 평균수입:  (            )원 

16. 현재 당신의 건강상태:

   1)매우 좋음    2)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 나쁨

17. 치매발병 전 가족과의 관계:

   1)매우 좋음    2)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 나쁨

18. 가족이 지각하는 치매노인의 증세는?

   1)매우 심함    2)심함    3)보통    4)경미함    5)매우 경미함

19. 치매노인을 모시기전 가족 간호의 질병 유무 :

   1)유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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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제행동 체크리스트(Problem Checklist)

다음은(1-34번) 환자의 행동관련 문제 사항들입니다. 최근상태에 해당되는 곳

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제없다

(0)

가끔/약간

문제다(1)

자주/심한

문제다(2)

1.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2. 관심 가져 주기를 요구한다.

3. 혼자 의자에 앉거나 일어날 수 없다.

4. 점잖치 않은 말을 사용한다.

5. 혼자 잠자리에 눕거나 나올 수 없다.

6.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7. 혼자 얼굴이나 손을 씻을 수 없다.

8.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9. 식사시 도움이 필요하다.

10.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침뱉기, 식사태도..)

11. 대변을 지린다.

12. 성격이 과격해진다.

13.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14. 성질(화)을 불끈 낸다.

15. 낙상을 한다.

16. 찾아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17.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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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0)

가끔/약간

문제다(1)

자주/심한

문제다(2)

18. 집밖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19. 1시간동안이라도 혼자 둘 수 없다.

20. 밤에 집안을 돌아다닌다.

21.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없다.

22. 집밖으로 걸어 나갈 수 없다.

23. 분별 있는 대화를 유지할 수 없다.

24. 소란스럽게 고함을 지른다.

25. 소변을 지린다.

26. 개인 위생에 무관심 하다.

27. 발을 가만두지 못한다.

28. 항상 질문을 한다.

29. 가족간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

30. 신문, 잡지, 책 등을 읽을 수 없다.

31.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32. 친구와 친척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3.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34. 유용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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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족의 강인성

  우리 가족은 ---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2.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희망을 갖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3. 가족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아무도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4.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언젠가 좋은 일도 있으리라고
  믿는다.

5. 큰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강하다고 
  믿는다.

6. 어려운 시기에도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의견이 항상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필요할 때면
  서로 의지할 수 있다.

8. 또 다른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족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9. 한가족으로서 힘을 모아 함께 일한다면 일이 보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10. 인생이 따분하고 의미없다고 생각한다.

11. 무슨 일이든지 함께 애쓰고 서로 돕는다.

12. 일을 계획할 때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시도한다.

13. 서로의 문제, 아픔 그리고 두려움 등을 
    잘 들어준다.

14.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겹다.

15. 서로에게 새로운 일이나 경험을 해보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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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6.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17.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서로 격려한다.

18.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19. 불행한 일은 대부분 운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다.

20.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나 운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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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가족의 부담감 측정도구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2. 나는 환자 간호 때문에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3. 나와 내 가족은 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

4. 나는 환자 간호로 인해 몸이 고달프다.

5.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6. 나는 환자를 보면 고통스럽다.

7. 나는 환자가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환자를 간호하노라면 화가 난다.

9. 내가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친구들이 
  쉽게 집을 방문하지 못한다.

10.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11. 나는 환자 간호로 인해 식욕이
   떨어졌다.

12. 나는 환자 간호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13.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14. 나는 환자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우울해 진다. 

16.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17.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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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나는 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19.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긴장된다.

20. 나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1.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는 것이
   즐겁다.

22. 나는 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든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환자 때문에 수치감을 느낀다.

24. 나는 환자가 원망스럽다.

25. 나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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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삶의 질 측정도구

삶의 질(Quality of Life)

C1. 지금부터는 귀하의 생활에서 느끼시는 점에 대하여 몇가지 알

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문항을 읽어드리면 여기보시는 것과 같이(선택카드를 내

보인다) 아주많이 만족한다(7번)부터 아주많이 불만족한다(1번)까

지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지난 1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하셔서

귀하의 현재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을 선택하여 말

해 주십시오.

   만일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거나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이 없으시거나 질문이 맞지 않는 것일 때는 제게 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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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5 4 3 2 1

아주많이

만족한다

많이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족한다

많이

불만족한다

아주많이

불만족한다

0   느낌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귀하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귀하의 아내나 남편(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귀하가 살아가면서 이룩하신 것(성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귀하의 외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귀하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귀하(가족)의 수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귀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귀하의 경제적 안정 정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귀하가 취하는 수면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귀하의 정신적 안정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귀하의 개인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귀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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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지난 3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귀하는 “매우 행복하다” 고 

하시겠습니까? “행복한 편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 고 하시

겠습니까?

3. 매우 행복하다 2. 행복한 편이다 1. 행복하지 않다

C3.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 도 있고, 혹은 “덜 

걱정하는 사람” 도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편이라고 말 하실 수 있습니까?

                                                     (선택카드를 보여준다.)

1.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 약간 

걱정한다

3. 가끔

 걱정한다.

4. 많이 

걱정한다

5. 항상

걱정한다

C4. 귀하는 지난 6개월 전에 비하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못해졌다”고 생

각하십니까? “그저 그만 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졌다” 고 생각하십

니까?

더 못해졌다 4. 전과 같다 더 나아졌다 8. 모르겠다

                      (C5. 로 간다)                      

        ↓                                     ↓

C4-1. 얼마나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약     간

       2. 많     이

       1. 아주 많이       

C4-2. 얼마나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약     간

       6.  많     이

       7.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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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이제부터는 장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6주 동안에 귀하의 생활의 많은 것들이 “더 못해 지리라” 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지리라” 고 생

각하십니까?

더 못해질 

것이다

4. 지금과 같을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8. 모르겠다

            ↓                                  ↓ 

C5-1. 얼마나 더 못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약     간

       2. 많     이

       1. 아주 많이    

C5-2. 얼마나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5. 약     간

       6. 많     이

       7.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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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주위의 일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

2.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았다.

3.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울적하다.

4. 나는 지금 행복하다.

5.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잘하거나 단조로운 

  일이다.

6. 내가 하는 일들은 나에게 흥미가 있다.

7.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만족한다.

8. 만일 어떤 일을 새로 계획한다면 

   나는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 나는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일들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10.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자주 

   우울하다.

11.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대부분 이루었다.

12.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형편은 더 나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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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건강 증상 조사서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최근 2주간 귀하가 경험한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란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심함
아주
심함

1. 외롭다

2.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3. 이유없이 갑자기 놀란다.

4. 손발이 떨린다.

5. 올가미에 씌우거나 함정에 빠진 느낌이다.

6. 쉽게 운다.

7. 어떤 사건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8. 근육통이 있다.

9. 외로운 느낌이 든다.

10. 변비가 있다.

11. 기분이 울적하다.

12. 갑자기 열이 나서 화끈거리거나
    오한이 나서 추워진다.

13. 매사에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난다.

14. 트림이 잘 난다.

1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두렵다.

16. 식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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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심함
아주
심함

17.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8. 머리가 아프다.

19. 기억력이 없어진다.

20. 주의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21.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22. 쉽게 기분이 상한다.

23.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24. 사람들 앞에서 자주 실수를 한다.

25. 설사를 한다.

26. 숨이 막힌다.

27. 매사에 흥미가 없다.

28. 등이나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

29. 몸의 일부분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린다.

30.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

31. 소변을 자주 본다.

32. 신경이 날카롭고 안절부절 못한다.

33. 사는데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든다.

34. 갑자기 식은 땀이 난다.

35.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오른다.

36. 무의식중에 손을 비비거나 손톱을 
    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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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심함
아주
심함

37. 잠이 잘 안오고 숙면이 힘들다.

38. 기운이 없고 처진다.

39. 말을 더듬는다.

40. 모든 것이 허무한 느낌이 든다.

41. 소화가 안 된다.

42.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43. 무서워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

44. 일을 서두르면 실수가 많다.

45.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46.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47. 잘 다툰다.

48.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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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치매노인 돌보기 소책자

치매노인 

돌보기

치매노인 돌봄이 지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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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 치매의 이해

☆치매란?

  : 치매란 뇌의 작은 혈관들의 장애로 

인해 뇌에 수많은 경색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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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뇌에 노폐물이 침착되고 신경퇴행으

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자세

 1. 머리를 계속 사용한다.

 2. 알루미늄에 접촉을 줄인다

 3. 많이 웃는다

 4. 가능하면 하루에 10분씩 3번 이상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5. 양측 신체를 균일하게 사용한다

 6. 예술작품이나 음악을 자주 감상한다

 7. 알콜 섭취를 줄인다

 8. 고혈압을 잘 치료한다

 9. 비타민 A, C, E 와 섬유질이 많은   

   식이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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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행의 7단계

: 단계별 기능은 순차적으로 손상이 오지만 마지막 

2개의 단계는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순차

적 진행은 합병증이 없는치매의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 기능 상태 변화 진 단

1 기능 장애 없음 정상성인

2 물체이름과 장소, 약속을 잊어버림
정상 노년기 

성인

3 사회적 관계나 직장문제 장애 초기 치매

4
우울하고 어려운 일 피하고 부정이 강

한 상태
경증 치매

5
인지 장애가 확실하고 의식장애, 일상

생활에도 의복선택 등에 장애

중간 중증 

치매

6

성격과 감정장애, 불안, 안절부절, 

자기 자신 관리에 장애가 있고 나중에 

소변 실금이 있다

약간 심한 

치매

7
언어, 정신동작 손상이 생김, 

모든 행위에 도움이 필요함
심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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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 : 치매노인을 하는 방법

1.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

2. 치매노인 주변의 환경변화가 일어나  

  지 않게 함

 : 환경이 변화하면 치매노인은 불안해하고 우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3. 가족들은 생활환경의 수준을 치매노  

   인에게 맞추도록 함

 : 치매노인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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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고 그에 한 반응 역시 느리므로 가족은   

  노인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4. 화를 할 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 치매노인은 청력이 저하되어 들리지 않는 경우  

  가 많아서 잘 들리는 쪽에서 얘기해 주어야 한다

5. 치매노인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간단  

  명료

 : 치매노인은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한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듣지 못한다

6. 치매노인에게는 비언어적인 태도를  

  사용

 : 치매노인과 얘기 할 때에는 말로만 하지말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도록 한다

7. 치매노인의 문제 행동을 수용

 : 치매노인이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예 저녁식사 때가 다 되었으니 식사  

  를 드시고 다시 가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8. 가족들은 치매노인이 규칙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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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도록 돕는다

  : 치매노인의 하루 스케줄을 정해 놓고 식사, 약,  

  운동, 간식, 취침 등 매일 일상생활은 해 나가는  

  것이 좋다

9. 치매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10.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치매노인도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임을 항  

  상 명심해야 한다

11. 치매노인과 립하지 않도록 한다

  : 치매노인과 말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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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주 : 실금 및 응방안

☆요실금

 : 화장실이 있는 곳을 모를 경우 “화장  

실”이라고 쓴 종이를 화장실문 앞에 붙   

여 놓도록 한다. 화장실을 찾고 있으면  

“여기에 화장실 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가 화장실인가 보지요？”라고 말하면 알   

지 못한 것은 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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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몰랐던 것같이 생각되어   

노인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된다

 실금이라고 해서 금방 종이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은 물론이고 피부염이나 욕창, 

요도감염, 등이 생기게 된다

 1) 새로 소변 실금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

 2) 실금이 생겼을 때 수분 섭취 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3) 노인의 소변 실금의 양상이 제때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요강을 사용할 수 있다.

 4) 실금의 양상을 기록하고 그 시간에 따라       

 화장실에 가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5) 갑작스런 변실금도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6) 변실금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다면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7) 실금 후에 그 로 두면 곧 피부가 상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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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피부를 씻고 건조시키고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8)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해서는         

  전문가간에 이견이 있으나 보호자의 필요와      

 노인의 수용정도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9) 요 위에 까는 방수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변실금

 : 변실금은 불결행위가 되므로 

수발하기가 무척 힘들게 된다.

 수분이 많은 변이 량으로 나왔을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배변 후에는 머리를 낮게 하고 쉬도록 

한다. 변실금이 걱정이 될 때에는 실금을 

해도 걸어다닐 때 변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지 끝에 고무줄을 넣어 준다.

☆효과적인 실금 응 방법

 * 낮에는 가능한 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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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

 * 소변시간은 규칙적으로 유도한다(취침  

   전, 외출전, 식사전 등).

 * 옷을 밑으로 내릴 때에는 뒤에 손을  

  어주도록 한다.

 * 뒤처리가 안될 때에는 뒤쪽에서 닦아  

   주도록 한다.

 * 실금을 했을 때에는 화를 내지 말고  

 빨리 벽이나 손잡이 등을 잡도록 한 후  

 등뒤에서 더러워진 옷을 갈아 입힌다.

 * 뒤처리를 도와준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 외상노인의 경우도 기저귀를 등뒤에  

 서 갈아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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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주 : 신체간호

☆세면

 : 치매노인 혼자서 세수를 하게 되면 

엉뚱한 물장난만 하고 씻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는 옆에서 얼굴 

구석구석을 문지르는 동작을 보이고 

따라하게 한다.

☆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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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는 청력과 관계없이 귀지 때문에 들

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빼내도록 한다.

☆코 관리

 : 콧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 쪽씩 코를 

풀도록 하고 말과 손으로 지시한다. 

치매노인은 눈, 코, 귀 등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조용히 유도하여 잘 닦도록 

한다.

☆이닦이

 : 말과 손동작으로 보호자가 

보여줌으로써 따라하도록 한다. 의치일 

경우에는 매일 식사 후 빼어 씻도록 

하고 이가 전혀 없을 때에는 식사 후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해서 입 속이 

청결하도록 한다.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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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은 잠자기 전이 좋으니 

오후시간 에 하는 것이 비교적 

치매노인을 편안하게 한다. 목욕할 때는 

가족들이 갑자기 욕실문을 열어 노인이 

놀라지 않도록 한다. 목욕 후에는 전신의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준다.

☆의복 갈아입기

 : 치매가 되면 자신이 잘 정돈해 둔 

옷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 하루종일 

옷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늘 

깨끗이 하던 청결방법도 잊어버리게 

된다. 밤에 자기 전 잠옷을 갈아입은 후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놓도록 한다. 옷은 

치매노인이 즐겨 입던 옷을 선택한다.

☆욕창의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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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위 변경을 자주 하여 침상에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침구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

 * 홑이불의 구김살이나 부스러기를     

  없이 한다.

 * 고무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 피부자체의 청결과 건조에 유의한다.

 * 실금 노인은 자주 비누와 물로 닦고  

  시트를 바꾸어 준다.

 * 하루 2회 이상 알코올이나           

  흡수분말로 호발 부위에 마찰,         

  맛사지를 해준다.

 * 압력이 주어지는 부위에 욕창의      

  조기증상을 미리 관찰한다.

 *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경우 스펀지나  

  구조물을 깔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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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주 : 문제행동 및 응방안

☆불면증

 :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가족들을 깨우기 

때문에 간호자에게 가장 큰 고통의 원인

이다

 ** 방법 **

  * 낮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다.

  * 낮에 산책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  

   을 시키도록 한다.



- 100 -

  * 취침시에는 환자들을 가능한 한 편  

    안하게 해준다.

☆반복행동

 : 자신들이 한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린

다

 ** 방법 **

  *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한다

  * 자주 물어보는 것에 해서는 미리  

    답 할 것을 정해 놓는다

☆의존적인 행동

 : 의존적인 심리상태가 되어 하루종일   

  간호자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다

 ** 방법 **

  * 환자에게 관심을 끌 만한 것을 주도  

   록 한다.

 * 다른 사람이 신 돌보는 시간을 마  

  련해 간호자의 사생활을 지켜 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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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다. 

 ☆도둑 망상

 : 자신이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잊어  

 버리리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말하

는 경우가 있다.

 ** 방법 **

 * 항상 물건을 감추어 두는 장소가 

   있으므로 잘 관찰해 두도록 한다.

 * 중요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  

   워둔다.

 * 환자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같이 찾아본다.

☆망상과 환각

 : 망상이나 환각 등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 방법 **

  *환자가 보고들은 것에 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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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준다.  

  *환각증세를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배회

 : 배회증상은 간호하는데 곤란을 주는   

 가장 큰 고민거리중의 하나다. 환자가   

 집안에서 배회할 뿐만 아니라 집 밖으  

 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  

 리기도 한다.

 ** 방법 **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목걸이나 팔지를  

  항상 지니게 한다.

 *집 안팎을 잘 단속하여 모르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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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밖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한다.

☆우울증과 불안

 : 환자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며 우울증으로 인해 움츠려들게 되는  

 수가 있다.

☆폭력, 공격적 행동

: 환자들은 매우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사회적 판단을 할 수 없거

나 일어난 상황에 한 이해, 판단 능력

을 상실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

상이다.

 ** 방법 **

*겁내거나 놀라지 말고 차분히 처한다

* 환자들에게 되도록 조용한 일을 하도  

 록 유도한다.

*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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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주 :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법

1. 간호자들의 개인적 스트레스

☆슬픔

 : 간호자들이 느끼게 되는 슬픔은 환자

의 인격이 황폐해 감에 따라 함께 생길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다. 

☆죄책감

 : 죄책감은 간호자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서 환자의 행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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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냈다 든가, 창피한 일을 하고 있다

고 느낄때 또는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분노감

 : 간호자가 느끼는 분노는 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의사에게서 

느낄수 있는 감정 외에도 여러 가지 복

합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

☆ 당혹감

: 환자가 남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간호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 그러나 환

자를 돌보는 다른 가족들과 경험담을 나

누게 되면 무거운 기분이 사라지게 된다

☆외로움

: 환자들로 인해 부분의 간호자들은 사

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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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심신 적으로 

한계에 이르면 자신이 더 이상 간호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간호자가 스스로 

견뎌내기 힘들다고 생각할 땐 위험을 방

지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을 탓하지 말 것

: 간호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

을때 환자나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누구의 잘못

이 아닌 “병”으로 인해 생긴다는 점을 기

억해야 한다.

☆조언을 구할 것

: 환자의 증세가 변화함에 따라 간호자 

자신의 역할도 변해야 하므로 수시로 그

에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교육이 필

요하다.

2. 자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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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가족 중 어느 사람은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어떤 가족은 간호자에게

나 환자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

는 경우도 있다.

☆문제를 서로 나눌 것

: 환자를 돌보며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

들과 얘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

으로도 지금 겪고 있는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이겨 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 자신만의 시간

: 환자를 돌보면서 간호자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가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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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주 : 안전사고 및 응방법

☆우발사고의 방지

 : 치매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기억력, 판

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치매성노인

의 행동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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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고의 원인과 책

주 된 사 고 원     인       책

전락

․침 에서 전략

․계단 등에서 전략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을 잊고   

 행동

․침 와 방바닥을  

 착각해서 행동

․시력장애

․실인

․침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없는    

 것을 이용

․침 선반을 붙임

․손잡이 만듬

․미끄러지지 않도  

 록 한다.

․조명

전도

․약의 부작용

․미끄러지기 쉬운  

 물건을 밟는다.

․카페트 모서리에  

 걸린다.

․신발을 바로 신지 

 못한다.

․충분한 관찰과    

 도움

․마루에 떨어진    

 물건은 치운다

․카페트 등의 

 모서리는 들리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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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음식이 

아닌 것을 

먹을 때

․실제 음식물과     

구별이 안된다.

․위험한 물건은 노인의 눈

에 띄지 않는 곳에 둔다.

․치아가 없는 노인은 말없

이 손가락을 넣어 이물을 

끄집어낸다.

․치아가 있는 사람은 그 사

람이 좋아하는 음식물과 바

꾼다.

자상행위

․자존심이 상했을때

․자신이 병에 걸렸  

 다고 생각될 때

․지갑이나 통장을   

 둔 곳을 잊어버릴  

 때

․틀린 행동에 웃는다든가   

 야단치면 안된다.

․충분한 관찰, 보호적인 환 

 경을 만든다.

․잊어버린 물건은 같이 찾  

 는다.

타인에게 

손상

․타인과 교류하는   

 장소에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물건이나 침  등 

자기 것과 남의 것

을 구별하지 못한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호자는 늘 배려한다.

․자신의 물건에는 이름을 

써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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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주 : 치매예방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 치매노인 가운데는 치매가 많으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을 주

의해야 한다. 뇌의 노화되기 쉬운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퇴직 후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 자연과학, 

철학 등 광범위한 부분에 흥미를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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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된다.

☆뇌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

: 40세가 지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인 경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고혈압 체질을 가진 분들은 유기적

인 요소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혈압을 너무 내리게 되면 혈액이 뭉쳐 

흐리지 못하게 되므로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일으킨다. 휴일에는 취미생활이나 

교외에 나가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좋

다. 또 화를 많이 낸다든가 불안, 공격적 

감정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므

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투지 말고 원만

한 생활을 하도록 힘쓴다.

☆수분을 적당히 보충한다

: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수분은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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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탈수 증상이 생긴

다. 몸 속에 적당한 수분이 없으면 영양

소를 운반하거나 몸 속의 배설물을 내보

내지 못하기때문에 독이 우리 몸 속에 

남아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식사방법에 따라 노후에 차이가 난다

: 단백질은 동물성이나 식물성이나 뇌졸

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방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쁘고 그렇다고 적

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옛날부터 

위의 8부정도 식사를 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식사 량을 적게 함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당뇨병은 치매의 발생을 촉진시킨다

: 당뇨병이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뇌혈관

의 동맥경화나 뇌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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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은 특히 뇌

경색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알콜중독은 치매의 원인이 된다

: 술을 마시며 서로 얘기하는 광경을 보

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만 그것은 알콜로 인해 뇌의 억제작용

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이을 뿐이지 

기억력, 학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은 저

하되어 있다. 술을 계속 마시면 뇌세포에 

지방물질이나 노화물질 등이 축적되어 

뇌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뇌위축이란 무엇인가？

: 뇌가 노화되는 것은 뇌세포와 뇌신경

돌기의 연락망이 감소되고 남은 뇌세포

에도 단백질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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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려면 뇌의 세포와 신경돌기가 

감소되지 않고 단백질이 뭉쳐지지 않도

록 하면 된다.

☆뇌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 뇌의 위축은 머리와 몸을 적당히 사용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 손 움직이기 ; 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

 * 얘기하기 ; 혼자 사는 노인의 치매는 상 방이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생긴다. 사람들을 사귀   

   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좋다.

 * 걷기 ; 다리에 있는 근육을 중심으로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 학습 ; 뇌 전체가 위축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전두엽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전두엽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성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 일기쓰기 ; 일기는 하루 동안의 경과를 더듬어  

   보는 작용을 하므로 뇌의 노화와 치매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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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도움이 된다.

 * 호기심 갖기 ; 여가를 즐기면 노화 예방에 좋고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      

   도 좋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 뇌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지 않은 노인

이라도 매우 슬픈 일을 당한다든가 환경

이 갑자기 변화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치매가 나타나거나 급속하게 진행

되는 경우가 있다.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노인을 애정을 가지고 하

면서 생활환경을 그 로 보존하는 것이 

치매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본이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

적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치매가 시작되

면 더욱 고독하게 되어 가족만이 그 

받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 117 -

들의 따뜻한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오던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노인에게 가장 

안정된 생활이다. 노인들은 환경에 한 

적응력이 저하되어 있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재산을 지켜 드린다

: 가족, 친지로부터 재산에 한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불안해 지고 재산을 뺏기

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수입은 감소되고 물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입원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다

: 치매노인에게 병원은 가정과 다른 환경

이므로 불안하여 일시적으로 치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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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해질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줄

이기 위해 노인의 애용품 등을 침  옆

에다 두고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찾아

보고 화를 나누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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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 Social Support Program on Burden and 

Well-being in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Living in the Community

Kang, Jung-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the 

prevalence rate for dementia is also increasing and becoming an issue with 

medical and social aspects. 

   'Dementia' is characterized as a chronic and degenerative disease and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depend on their caregivers for 24 hour a day 

care.

    Therefore the burden placed on the caregivers accumulates and they 

experience various hardships and discomfort.

   Providing care is often done at great personal sacrifice for caregivers who 

experience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stress, restrictions on time and 

freedom, and economic hardships. 

   Traditionally, it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caregives will provide care 

at home by themselves without any government social support programs.

   Social support programs are known to mediate burden and increase the 

state of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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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ocial support program for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program on reduction of burden and increase in well-being in 

the caregivers.

   The research used a quasi-experimental pre-and 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37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ho were registered at the Dementia Counselling Center of four 

public health centers.

   Eighteen were assigned to the intervention group and 19 to the control 

group.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social support program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burden and well-being. Well-being was 

conceptualized as including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and operationalized as the scores for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and 

physical symptoms.

   The program for the intervention group consisted of 10 sessions, once a 

week for one and a half hours, over a period of 10 weeks. Emotional, 

informational and material support, and respite care were provided. 

   Data were collected from both groups before the program began, at the mid 

point (5 weeks), and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10 weeks). A 

questionnaire was used and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May to July, 2003.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program and analyzed with Fisher's exact test, Mann-Whiteney U 

test, repeated measured ANOVA, and Spearman's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Hypothesis 1, that there would be a decrease in burde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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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group which received the social support progra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was accepted. Burden for the intervention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at the end of the 10 week program. Burden for the 

contro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at both the mid point (5 weeks) and at 

the end of the study (10 weeks).

   Hypothesis 2, that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quality of life for the 

intervention group which received the social support progra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was accepted. Quality of Life for the intervention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at both the mid point (5 weeks) and the at the 

end of the 10 week program. Quality of Life for the control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at both the mid point (5 weeks) and at the end of the study (10 

weeks).    

   Hypothesis 3, that there would be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for the 

intervention group which received the social support progra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was accep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intervention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at the end of the 10 week program. Life 

Satisfaction for the control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at both the mid point 

(5 weeks) and at the end of the study (10 weeks).

    Hypothesis 4, that there would be an decrease in physical  symptoms for 

the intervention group which received the social support progra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was accepted. Physical symptoms for the 

intervention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at the end of the 10 week program. 

Physical symptoms for the control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at both the 

mid point (5 weeks) and at the end of the study (10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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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caregiver burden and 

problem behavior in the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nor between caregiver 

burden and family hardines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caregiver burden and well-being,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and the health 

status of the caregivers.

   In conclusion, the social support program for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as shown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burden, 

improve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It is hoped that 

nurses will use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hen caring for 

caregivers of patients with various chronic illness and thus add to the 

comprehensiveness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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