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 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이  애  경





감사의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학문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늘 용기와 격려로 지도해주신 이경자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좋은 논문이 되도록 학문적인 깨우침과 보건 간호사에 대한 따스한 애정

으로 논문의 중심을 잡아주신 고일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온화

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로 지도해 주신 김선아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설문지 작성부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강대룡 선생님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이정렬 교수님

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 후 계속 제자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격

려와 보살핌을 주셨던 유애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매환자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며,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긴 설문

지 작성을 도와주신 특히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광진구보

건소 최인형계장님, 많은 설문지를 혼자 수고해 주셨던 등포보건소의 구

복서선생님등 서울시 17개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간호사 선생님들과 주간보

호소 15개소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신 강서구 보건소장

님과 보건지도과장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좋은 동료들로써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방문간호실, 유아실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멀리서 부족한 딸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친정부

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매일 새벽기도로써 지원해 주시는 시부모님

과 동생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란 언니,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

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현석이, 딸 한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2. 12.

                                이애경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4

Ⅱ. 문헌고찰 ··············································································································5

1. 노인성 치매·································································································5

2. 치매노인 관리정책 ·····················································································8

3. 선행연구·····································································································20

Ⅲ. 연구방법 ············································································································22

1. 연구설계 ·····································································································22

2. 연구대상 ·····································································································22

3. 연구도구·····································································································22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24

5.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25

Ⅳ. 연구결과············································································································26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32

3. 주간호자의 부담감 파악 ·········································································35

4.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38



- ii -

Ⅴ. 논의 ····················································································································47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51

3. 주 간호자의 부담감 ·················································································52

4.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53

Ⅵ. 결론 및 제언 ····································································································57

1. 결 론 ···········································································································57

2. 제 언 ···········································································································59

참고문헌 ···················································································································60

설 문 지 ···················································································································65

문초록 ···················································································································73



- iii -

표 차 례

<표1>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2>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3> 주간보호소 치매환자와 가정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차이

       ·······················································································································32

<표4>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34

<표5>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와 가정내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

       ·······················································································································35

<표6> 주간호자의 부담감···················································································37

<표7>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38

<표8>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41

<표9>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42

<표10> 주간호자의 부담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43

<표11>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내용 ·································································45

<표12>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우선 순위 분포

        ·····················································································································46

<표13> 치매노인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불이용 이유 분포

        ·····················································································································46



- iv -

【국문요약】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 조사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

의 붕괴로 인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치매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치매노인들은 질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해, 치매환자

와 주간호자의 특성,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능력정도, 주간호자의 부담감과 

그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9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 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17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에 등록된 가정내 치매환자와 주간보호소 15개소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217

명의 주간호자로 자료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는 66.9％가 여성으로 치매환자의 평균 연령은 77.6세이었고, 주간호

자는 여성이 79.7％로 주간호자의 연령은 46세이상이 75.6％이었다.

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도움필요 정도는 평균 64.73점으로 가정내 치

매환자는 일상생활수행 도움필요 정도가 평균 68.56점(±22.00)이었으나,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평균 60.91점(±18.56)으로  가정내 치매환

자에 비해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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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호자의 부담감 정도는 평균 72.46점으로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비교

적 높았으며,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의 주간호자는 평균 66.10점(±

11.22),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평균 78.82점(±13.32)으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는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대부분인 73.3％

가 이용의사가 있었다.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은 50만원이하의 재정부담을 

자녀가 부담하고, 정부가 운 하는 20명이하의 소규모와 위치는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요구하 다. 또한 치매환자 주간호자

가 여성이며, 연령이 46세이상인 경우, 학력은 고졸이상인 주간호자에게

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높았다.

5.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자식의 도리(40.6％)

가 가장 많았고, 노인이 불쌍해서가 (23.1％), 경제적 부담(18.9％)순으로 

나타났다.

6.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와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을수록 노인전

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주간보호소와 같은 재가시설을 

이용 할 수 있지만, 와상 치매환자의 경우 전적으로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

게 되어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유료 노인 전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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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가고 있다. 우리 

나라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2002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 37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가

속화되어 2019년에는 14％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2002).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만성질환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

며, 이러한 질환 중에서도 가족에게 의존성이 높은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노인은 1997년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약 8.3％로 25만명으로 추정

된 바 있고, 2020년에는 62만명으로 약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치매노인은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성격변화 및 기타 지적능력의 상실 등

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직업활동, 대인관계 등에 제한을 받게 되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 역에서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 치매노인들 대부분은 시설입소 보다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으나, 핵가족화․소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등 가족 내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

다. 그러나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노인 부양을 대체할 노인복지나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임춘식, 2000). 이와 같이 장기 요양보호 요

구를 가진 치매노인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이들 노인

에게 보호를 제공해 오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크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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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요구는 우리 사회가 함

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석재은, 2002).

특히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은 주 간호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감을 주며, 이 부담감은 결국 주간호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선과이은현, 

2001). 

가족의 치매노인 부양부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주간호자를 비롯한 가

족 전체의 안녕에 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치매노인을 유기․방임․학대

하게 되므로 치매노인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임춘식, 2000).

치매노인의 관리는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여, 치매노인

을 가정에서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를 보호․관리하는 전문요양시설이 늘어나

야 한다(강승미, 2000). 이와같은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

서 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이 운 할 수 있는 의료 기능이 보다 강화된 

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에 대한 것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하 다(보건복지부, 1998).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의 보호

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78만여명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을 돌볼 공공양로원이

나 공공의 유료 또는 무료 요양시설은 296곳으로 저소득 계층 2만2500여명

만이 보호를 받고 있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보증금이 1억 3600

만원에서 7억8800만원, 매달 120∼23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이

나 중산층이 쉽게 이용할 수 없다(동아일보,2002.9.27일자). 그러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료시설과 실비 시설의 경우 돌보아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치매

노인을 위한 것이므로, 중산층 치매노인의 시설보호 수요에는 절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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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민간에 의한 다양한 규모와 실비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정도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의 부담감을 알아보고,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요구도를 규명

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매환자에게는 질적인 치료와 보살

핌을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활성

화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정도와 주 간호자의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치매 가족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를 파악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파악한다.

2)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을 확인한다.

3)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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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치매 

   

치매란 뇌의 질환으로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

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기억․사고․지남력․이해력․계산능력․학습

능력․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고위 피질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WHO, 1992).

본 연구에서는 DSM -Ⅳ에 의해 진단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 주간호자

치매환자의 간호와 수발 등 현재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자를 말

한다.

3)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4항에 의거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

소시켜 무료 또는 유료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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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노인성 치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현재 심장병․암․뇌졸증에 이어 4대 

주요사인으로 나타난 중요한 기질적 장애의 하나이다. 

치매(Dementia)는 라틴어의 de(out of) ＋ mens(mind)＋ia(state of)에서 

기원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

(外因)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의식의 장애 없이 인지

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말한다. 즉, 노인의 전반적인 기억

력․실행능력․시공간적 능력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하는 

임상증후군을 말한다.

좀더 넒은 의미로는 지적 황폐화뿐만 아니라 행동이상․인격변화․정서

적 기능 상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혹은 직업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

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치매를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점차 악화되는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박종한, 1992; 오병훈, 

1994; 곽동일, 1997).

현재까지 치매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쯔

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픽병(Pick's disease), 헌팅턴병

(Huntington's disease) 파킨슨병(Parknson's disease) 등에 의한 퇴행성 

치매와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감염으로 

인한 치매․외상 후 치매․정상압 뇌수종 등이 있다(박종한과 조성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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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알쯔하이머형 치매는 모든 치매의 약 50％를 차지하고, 혈관성치매

는 약 20％를 차지하며, 알쯔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를 함께 갖고 있는 경

우가 20％, 기타가 약 10％로 서구에서는 보고되어 왔다. 우리 나라도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알쯔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많고, 다음이 혈관성치매로 

추정하고 있으나(박종한과고효진, 1991; 우종인 등, 1994), 일본과 중국에서

는 혈관성 치매가 알쯔하이머형 치매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승

업, 1997).

또한 치매는 가역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로 크게 구분하는데, 가역성 

치매는 약물이나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과 대사성 

원인으로 전해질 장애,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증, 일시적인 뇌기능의 장

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등과 이 외에 정상압수두증과 다

발성 경색증 등에 의한 치매가 있으며,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가역

성 치매는 알쯔하이머병, 피크병 등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

가 대표적이며, 혈관성 치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의한 치매, 대사질환

으로 인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도 비가역성 치매에 속한다(우종인, 1995).

치매의 진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미국정신과협회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두드러진 기억장애, 추상성 사고의 장애, 판단 및 충동자제의 장애, 

인격의 변화, 사회적 혹은 직업적 기능의 심각한 장애 등이 제시되고 있으

며, 치매의 정도에 따라 경증․중등증․중증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환자

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과거의 연구들

을 보면 추후관찰에서 30％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노

화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기억장애와 초기치매의 구별이 어렵고, 노인환자

들의 경우 흔히 동반하는 우울증이 치매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과 구

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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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정도를 임상적 치매 평가표(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CDR 

Scale)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기억력․지남력․판단력․사회

활동․취미활동 및 개인간호 등의 6가지 항목에서 각각의 단계를 표시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치매의 정도를 평가한다(Hughes 등, 1982). 미국의 경

우 치매의 중증도별 유병률은 65세 노인의 5％가 중증 치매 노인이고, 1

5％가 경증 치매라 하며, 80세 이상에서는 약 20％가 중증 치매의 소견을 

보인다고 한다(이민수, 1997). 치매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

되는 것만은 확실하고, 95세가 되기 전까지는 매 5.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고 한다(Jorm등, 1987).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의 유병률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노인성 정신병, 

정신이상, 인지장애 등의 질병명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치매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조사한 박종한 등(1991)의 연구에서는 경북 일

군 면지역의 65세이상 노인들 중 치매의 유병율이 11.3％라고 보고하 고, 

치매로 진단 된 노인 중 경증 53.8％, 중등증 30.8％, 중증 15.4％ 이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1994)의 연구에서는 경증 64.

7％, 중등증 23.6％, 중증 11.7％ 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에서는 

1997년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25만명을 치매환자로 추정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치매환자가 62만명으로 약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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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노인 관리정책 

1) 재가관리

재가관리란 시설복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등

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에서 가정 봉사원이 파견되거나 대상자가 기관에 통원하여 일상생활에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노인의 자신이 살던 환경에 계속 머물기

를 원하는 요구충족과 생활시설에의 입소 지연을, 그리고 노인보호를 위한 

가족 기능의 유지를 위해 재가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복지가 완숙된 상태에서 즉 필요한 복지시설과 

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

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재가복지가 등장하 으나, 우리 나라는 사회

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한

계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해 재가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및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호대상자를 국가가 전

부 책임지기는 힘겨운 입장이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재가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다(모선희, 2001).

노인재가복지사업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등으로 우선 전체노인 중 

재가노인의 비율이 99.65％로 시설에 수용된 노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신혜령, 2000).

치매노인의 재가관리를 위하여 치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며,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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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에 치매노인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면 재가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로 나누어지는데,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개소에서 시범 운 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확충되어,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143개소, 주간보호 142개소, 단기보호소 37개소가 운 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02).  

(1) 주간보호소

서구에서는 1970년대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에 대한 시설보호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탈 시설화 운동이 시작

되면서, 최근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의 가정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낮 시간에 가족의 보

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

며 부양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노인 주간보호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낮 동안 

노인들에게 가족 대신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근본 취지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주간보호의 구체적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ordon, 1995).

1. 허약한 노인의 자조생활 능력을 유지․강화하여 본인 가정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낮동안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2.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여 심신기능의 약화를 

예방하고 시설입소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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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기능을 회복

하도록 지원한다.

4. 노인들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오락․취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부양자들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부양활동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휴

식․상담․가족모임․수발교육 등을 제공한다.

노인주간보호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지닌 노인에게 수발

과 감독을 제공하는 것이다(Baumhover, 1977) 즉, 만성질병이나 장애를 가

진 노인에게 의료혜택, 식사, 상담, 작업치료,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언어, 

청력서비스와 같은 재활과 심리 사회적 서비스를 하루에 5 ∼ 7시간 제공

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서울에 3개소를 시범으로 현재 전국에 142개소

가 운 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51개소에서 986명을 수용할 수 있다(보건

복지부, 2002).

이용료는 1일 5,000원, 1개월 100,000원으로 정액 수납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징수

가 가능하다. 1일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치매 주간보호일 경우 치매진단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배회․실금 등 기타 치매증상이 현격히 악화되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고혈압, 당뇨 등 질환악화나 노인의 신체능력

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시는 이용할 수 없게 퇴소판정을 받게 된다(보건복

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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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가 휴가, 질

병, 해외출장, 출산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모시지 못할 경우 노인

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침식, 간병, 물리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02). 

단기보호는 허약한 노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간호자의 부양활동에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 피로를 회복하고 탈진을 예방시켜 주기 때문에 ‘휴식

보호’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일 이용료는 12,000원이며, 월 이용료는 360,000원으

로 연간 보호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저귀 등은 입소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기보호소 37개소가 운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3) 치매상담센터

정부는 1997년부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

인 진단 및 확진 의뢰, 치매 노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치

매가정의 간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치매노인 가족모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 보조(서울30％, 지방50％)로 치매상담센터 당 년 5백만원의 지

원으로 가정을 떠나 배회하는 노인을 위한 신원확인 팔찌 보급과 홍보용 

책자보급, 치매 예방교육 및 간병요령 교육과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관리,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안내, 노인용품 제공과 기저귀 공급 등 저소

득층이나 중산층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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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경우 치매가족 모임 등 활성화된 치매상

담센터도 있어 지역사회에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반면에 

유명무실한 치매상담센터도 있어 각 자치구마다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많아, 적정서비스의 지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은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지역사

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치매노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데 있

다. 치매환자는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가족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

하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소의 경우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화장실 정도는 다니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혀 거동을 못하

는 와상 환자의 경우는 고스란히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

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주도의 저렴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속

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2) 요양 시설관리

(1) 한국의 현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는 1997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크게 구분

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이에 속한다. 

2001년 1월 현재 장기입소형 생활시설인 일반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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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설을 합하여 모두 128개소에 9,638명이 거주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무료가 25개소 2,537명 정원이고, 유료는 3개소 262명이 정원이다(보건복지

부, 2002).

치매 및 중풍 노인중심의 요양병원은 836병상이 운  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치매노인은 4만 8000여명으로 이중 10％인 4800여명은 시

설에 입소해 전문적인 치료․요양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전문요양시설 4곳, 실비운  유료요양원 1곳에 수용할 수 있

는 환자 수는 680여명에 불과하다(국민일보,2002.10.7일자).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1996년부터 7개의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치매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해 각 시․도에 1개소 이상씩 건립을 목표로 국고에서 지

원하여, 2002년 4월말 현재 8개소는 개원하 고, 10개소는 신축중이다(보건

복지부, 2002).

장기 입소생활 시설이 1990년 중반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장기요양보호대상 재가노인이 2000년말 현재 전체 재가노인의 11.6％

(ADL 장애노인)로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생활시설에서의 보호인원은 

2002년 현재 총 296개 시설에 2만2천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0.6％에 지

나지 않으며, 이는 선진국의 일반적 시설보호 수준인 3％ ∼ 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실비시설 및 유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보건복지부, 2002).

치매․와상․중풍등 노인성 중증환자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는 앞으로도 250여개소의 신축이 필요하며,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실이다. 

시설의 문제점으로 장기요양보호시설의 기능분화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즉, 시설의 유형을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강도에 따라서 구분하여야 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로시설․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요양병원(노

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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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명확하게 각 시설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일반노인요양시설 과 노인전문요양시설간 기능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간 기능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시설마다 노인

의 특성에 부합하는 질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이런 현상은 노인의 기능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설기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시설 확대에만 주력하기 때문이다(선우덕, 2001).

그리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설치기준은 수용정원 50명당 250평으

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 100명 수용정원에 특별 요양 노인홈과 노인

보건시설의 기준을 1,000평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1,500평 이

상으로 건립하고 있다(조혜정, 1998). 우리나라는 단순한 생활보호법상의 

요보호 대상자의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 개념에서 가급적 예산을 줄이는 입

장에서 기준이 정해진 것이므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넓고 다양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거실의 기준에 있어서 무료로 운 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

양시설에는 1인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인실의 정원은 모두 6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의 보건시설과 특별 양호 노인홈의 기준과 비교하면 

일본은 다인실의 경우 정원이 모두 4인 이내이며, 거실의 크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 민과 양내원, 1999).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인력에 있어서, 장기요양시설 필요인력은 현행 노인

복지법 및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시설 종류별 인력배치 기준에 근거

하여 추계하 을 때, 2001년 70병상 기준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필

요인력은 12,030명인데, 현재 인력은 1,476명으로 10,584명의 추가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2). 노인의 질환은 복합적이고, 만성적 성

격을 가지고 있어 급성기 관리와 장기요양, 재활 등 만성기 관리가 상호 

연계되어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료보다는 보호의 기능이 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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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 

환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치유(cure)보다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나 기

능(Functional ability)을 최적화시키는데, 촛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와상 노인․치매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를 위한 간호전문인력 등은 

매우 필요한 부분에 속한다(선우덕, 2001).

종합하면, 정부는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산층과 서민

층․틈새계층이 이용할 시설이 지극히 부족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시

설의 경우는 큰 비용부담으로 서민들은 이용할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낮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도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입소 대상이라 와상 노인의 경우는 가정에서 주 간

호자에게 큰 부양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우리 현실

에 맞는 중류층이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수준의 유료노인전문요

양시설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2) 외국의 현황

미국의 경우 치매환자는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며(박형근, 1996) 65세 이

상 노인의 약 5％가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50∼80％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고, 소요 비용은 

환자 1인당 1년에 약 47,000불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치매와 관련하여 예

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의 촉진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치매의 

치료, 진단, 연구, 의료인력에 대한 훈련, 가족에 대한 도움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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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문제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라는 개념에서 접근되

고 있다. 장기보호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하도록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체계를 말

한다(최성재, 1999). 2000년까지 약 900만명의 노인이 장기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메디케어와 메디케

이드가 급성질환중심으로 되어 있어 만성질환으로 장기 요양시 고 비용이 

요구되므로, 노인환자들은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보호를 받아야 하는 실

정이라 가족의 부양부담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로는 재가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 서비스

(out-of the home care)로 구분될 수 있는데, 미국 노인의 ⅔는 재가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주로 가족과 친척이 돌보거나(at-home care), 자원

봉사자 및 간호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가정방문 보호서비스(in-home care)

로 제공되어지고 있다(차이나, 2002).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은 크게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과 일반요양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로 분류된다. 

전문요양시설은 간호사에 의해 24시간 간호가 제공되는 시설로서 입소노인 

대부분이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일반요양시설은 전문요양시설

에 비하면 입소노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신체적

인 조건이 자력으로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다(한국

보건의료관리연구, 1997). 다시 말하면 간호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요

양시설을 이용하고 장기요양이나 재활이 필요하면서 가정관리가 어려운 경

우는 일반요양시설(Nursing Home)을 이용한다. 

1997년 현재 미국 내 20,000여 개소의 일반요양시설이 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거주요양시설(Residential Care Homes), 중간요양시설

(Intermediate nursing Facility)등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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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센터는 지난 10년간 요양시설의 일부 또는 독립적인 시설로 요

양시설에 전문치료를 위한 병동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위해 일

반 요양시설 내에 특별 간호병동이 설치, 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병동

은 198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은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포함하여 급식, 세탁, 가사

일, 종교예식, 오락요법, 상담 등을 제공하며, 목욕․옷 입기․이동보조 등

의 일상생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시설에서의 주요 인력은 간호인력이며,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1인당 일평균 2.5시간의 간호를 제공하여야 함을 연

방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20병상에서 150병상 규모의 요양원에는 노

인의학 또는 내과학을 전공한 상근 의사 1인을 두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호흡치료사, 사회복지사, 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평균수명은 세계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

가와 더불어 치매노인도 증가추세여서  노인의 개호를 가족이 감당하기 어

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요개호 노인에 대한 후생성 추계에 의하면 

1993년 현재 65세이상 인구 1,690만명 중 와상, 치매, 병․허약노인 등의 

중증 요개호 노인으로 허약노인은 100만명, 와상노인(와상 상태의 치매 노

인 포함)은 90만명, 치매노인(와상노인 제외)은 10만명, 총 200만명으로 추

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원의 장기 입원과 시설에서 개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53만명(전체의 3％)이고, 그 밖에 일상생활을 위함에 타인의 개호

가 필요한 노인이 약 100만명 정도이다. 이 숫자는 2000년에는 각각 27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三浦文夫,1995), 이와 같은 요개호 노인인구의 급

격한 증가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조추

룡, 1999).  일본에서 치매노인의 의료는 주로 노인치매질환 치료병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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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치매질환 요양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뇌

혈관장애에 의한 치매가 많아 남성의 50% 정도, 여성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성에서는 1986년 치매성 노인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치매성 노인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과 예방체제의 정비, 개호가족에 대한 지원방

책의 확충, 시설대책의 추진 및 기타 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현재 보건․의료․복지의 양면에 걸쳐서 연계를 취하며 각

종 시책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치매환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체

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대책은 종합적인 노인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택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홈 헬퍼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운 하고 이러한 재택서비스는 상담 및 시설서비스와 통합하여 운 하고 

있다. 홈 헬퍼서비스 사업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을 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의 가정에 대해 홈 헬퍼를 파견하여 개호, 

가사, 상담 및 조언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만 9천명(1994)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와상노인 등의 개호자를 대신하여 해당 노인을 일시적으

로 특별 양호노인홈 등에 입소시킨다. 단기보호사업의 일종으로 야간보호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치매성 노인의 상태 또는 가족의 사정에 의해 야

간의 개호가 곤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야간에만 

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24,274병상(1994)이 마련되어 있

다. 또한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도 재택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기요양시설

인 특별 양호노인홈에서는 가정간호사업, 단기보호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등 재택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치매 노인의 대다수는 집에서 필



- 19 -

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치매질환 대책 소요예산의 90％이상이 재

택서비스 제공에 소요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시설에는 크게 노인보건시설, 요양형 병상군, 개호력 

강화병원이 있다. 노인보건시설은 회복기나 안정기에 있으나 재활, 간호, 

생활지지 등 의료가 요구되는 노인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며, 

노인홈이나 병원과 달리 지역이나 가정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시설이다.

요양형 병상군은 종래의 노인병원에서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노인들을 

진료하게 한 새로운 시설이다. 노인보건 시설에 비해 치료 기능이 강한 시

설로써 요양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쇠한 자를 곁에

서 돌보아주기 위한 시설로 개호력 강화병원이 있는데, 이 시설은 요양형 

병상군과 대동소이 하나 원칙적으로 치료 기능만을 가진 병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양형 병상군과 기능이나 시설, 인력기준에 별 차이가 없다(김

기 , 2000).

일본의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진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책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

설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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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정옥(2002)은 간호요양

원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의 건강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특성 및 시설에 대한 태도 등이 향을 미쳐서,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을수록, 사회심리적 의존성이 낮을 수록, 간호요양원 이용의사가 높아

진다고 하 다.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결정요인으로 환자간호 부담감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 때, 시간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때, 그리고 학력이 대학교 이상일 때 유료노인요양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고(한승의, 2001), 노인 입원 

환자들의 경우는 일상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거 입원 경험에서 입원비 

지출이 많은 사람이 이용의사가 높고,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이용의사가 

높았다(이형주, 1992). 

유료노인복지시설 시설의 운 주체는 종교재단 및 사회복지법인을 선호

했다고 보고했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을 

위하기를 희망하는 욕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시설 차별화가 필요하다

고 했으며, 입주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문이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입주시 비용부담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동, 1998).

무료, 실비, 유료시설간 거주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실비

시설 입소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유료시설 입소자의 만족도가 제일 

낮다고 하 는데(김기 , 2000), 유료양로원과 무료요양원 거주노인의 시설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의학적 보살핌은 도리어 무료시설 노인에서 만

족도가 높다고 해서(김은혜, 1996) 결국 시설에 만족도란 입소 전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문제이며 기대치의 충족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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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가정거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노인전문병원이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가정 거주노인 보

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지만, 그 요인이 시설서비스나 심리적인 건강상태에 

있음으로 3곳의 거주유형 모두 시설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질의 향상

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김성민, 2001).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거주 노인이나 입원노인을 대상으

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 시설 입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설 

만족도를 중심으로 시행된 연구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질병의 특성상 자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간호자들의 상황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를 파악하

여 주간호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다양한 시설의 활성화에 관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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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보건소 중 치매상담센터를 운

하는 보건소 17개소에 등록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와 서울시 소재 

주간보호시설 15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환자 주간호자를 대상으로 만 

60세이상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고 있는 만 20세이상의 주간호자를 선정하

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는데, 설문지는 치매환자

의 일상생활수행능력 17문항, 주간호자의 부담감 20문항,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에 관한 9문항, 치매환자 및 주 간호자의 인구학적 특성 19문항으로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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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도구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 자(1989)가 개발한 

신체사정도구를 사용하 다.

신체 사정 도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 12항목, 수단적 항목 4항목, 수면 1

개 항목의 전체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항상 혼자서 한

다”를 1점, “도움이 일부 필요함”을 3점, “전혀 못한다”를 5점으로 최고85

점에서 최저 1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 주간호자의 부담감 측정 도구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 측정도구는  Kosberg와 Cairl(1986)가 개발

한 의존적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부담감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를 유광

수(2001)가 재구성한 총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5점 -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최고100점에서 최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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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 측정도구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

용하 다. 도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 2문항, 비용․운 ․수용규

모․기간 등 6문항, 우선 순위를 묻는 요구사항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

하 다.

설문지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개발한 후 간호학 교수 3명의 자문을 얻

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완성하 다. 완성된 설문지는 광진구 보건소 

치매가족모임에 참석한 주간호자와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 18명을 대상

으로 사전조사 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 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9월 26일에서부터 11월 5일까지 42일간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우선 선정된 기관에 직접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설문지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우편으로 발송하

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는 서울시 행정 문서수발 함으로 송부하고, 주

간보호시설 주간호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반송용 봉투를 넣어 주간보호시

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지를 송부하 다. 총 230부 배부하여 22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 다. 

수집된 자료 중 자료가 미비한 설문지 1부와 환자 연령이 60세 이하인 4명

의 설문지와 주 간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2명의 설문지 총 7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연구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217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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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Window SAS 6.12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치매환자와 주간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 다.

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부담감은 빈도와 평균으로 산출하 다. 

3. 주간보호소 이용환자와 가정내 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요

구도는 빈도와 비율, x 2-test로 산출하 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와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t-test

와 x 2-test와 분산분석(ANOVA)로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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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환자를 돌보

는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다. 

1)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종교, 다른 

질환유무, 소득, 동거 가족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았다.

치매환자의 성별은 여성이 66.9％로 대부분으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

자, 가정내 치매환자 모두 여성이 65％이상이었다. 연령은 49.3％가 76세에

서 84세의 후기 노인으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평균 77.6세이고, 가

정내 환자는 평균 79.1세로 가정내 치매 환자의 평균 연령이 많았다.

배우자 생존 여부를 살펴보면 41.5％가 배우자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34.4％ 가정내 치매환자는 47.6％로 

가정내 치매환자의 배우자 생존율이 더 높았다.

학력은 무학이 36.4％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30.1％가 가정내 치

매환자는 41.1％로 가정내 치매환자의 학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 47.5％ 고, 종교가 없는 환자는 26.7％이었다. 다

른 질환 유무는 53％가 치매외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성질

환 중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치매환자가 33.9％로 가장 많았다.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의 55.9％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내 치매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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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0.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가 가정

내 치매환자보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χ²=2.4543, p=0.48).  소득의 경우 치매환자의 40.6％만

이 소득이 있었는데, 주간보호소 이용자는 22.6％, 가정내 치매환자의 경우 

54.1％가 소득이 있어 가정내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보다 

소득이 있는 환자가 많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

=20.52, p=0.0001). 

동거 가족수에 있어서는 1명이 함께 사는 경우가 34.0％로 가장 많았다. 

가정내 치매환자는 “환자와 단 둘이 생활한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나, 

주간보호소 치매환자는 “4인이상이 함께 생활한다”가 51.6％으로 가장 많

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test=38.78,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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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계 

빈도 (％)

 주간보호

치매환자

  가정내

  치매환자

빈도(％) 빈도(％)    
χ²-test   

(p-value)

 성   별  남  73(33.6)  32(34.4) 41(33.6)  0.004 

 여 144(66.9)  61(65.6) 83(66.9)  (0.95) 

 환자연령 60-75세  68(31.3)  33(35.5)   35(28.2)

76-84세 107(49.3)  45(48.4)   62(50.0)  1.7964

85세이상  42(19.4)  15(16.1)   27(21.8)  (0.4073)

 배우자유무 생존  91(41.5)  32(34.4) 59(47.6)  3.2650

사별 126(58.5)  61(65.6) 65(52.4)  (0.07)

 학   력 무학  79(36.4)  28(30.1) 51(41.1)

초졸  65(30.0)  30(32.3) 35(28.2)  5.3716

중졸  32(14.8)  12(12.9) 20(16.1)  (0.15)

고졸이상  41(18.9)  23(24.7) 18(14.5)

 종   교 기독교 103(47.5)  45(48.3) 58(46.8)

불교  48(22.1)  21(22.6) 27(21.8)  0.4542

무교  58(26.7)  23(24.8) 35(28.2)  (0.93)

기타   4( 3.7)   4( 4.3)  4( 3.2)

  다   른 유 115(53.0)   52(55.9) 63(50.8)  0.37

  질환유무 무 102(47.0)  41(44.9) 61(49.1)  (0.54)

          유 뇌졸증  34(29.6)  12(23.1) 22(34.9)

당  뇨  23(20.0)  12(23.1) 11(17.5)  2.4543

고혈압  39(33.9)  20(38.5) 19(30.2)  (0.48)

기  타  19(16.5)   8(15.4) 11(17.5)

  소   득 유  88(40.6)  21(22.6) 67(54.1)  20.52

무 129(59.5)  72(77.4) 57(45.9)  (0.0001)

          유 연금․퇴직금   5(13.1)   3(14.3)  2(11.9)

저  축  14(17.3)   4(19.5) 10(15.0)  3.1158

자녀도움  37(45.6)  11(52.4) 26(38.8)  (0.37)

생계비  26(24.3)   3(14.3) 23(34.3)

동거가족수  1명  73(34.0)  13(14.0)   60(48.8)

 2명  40(18.4)  17(18.3)   23(18.7)  38.7774

 3명  34(15.6)  15(16.1)   19(15.4)  (0.0001)

 4명이상  69(32.0)  48(51.6)   21(17.1)

       계   217(100.0)  93(100)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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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환자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부양 개월 수, 노인과의 관계, 월 가구소득, 주 소요비용, 비용부담, 일시적

으로 환자를 못 볼 경우, 도움요청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2>와 같았다.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여성이 79.7％로 가장 많았고, 가정내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간호자가 주간보호소 이용 환자의 주간호자보다 여성이 약간 많

았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²=0.004, p=0.95).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연령은 46세 이상인 경우가 75.6％이었는데,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6세 이상이 84.7％이고,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6세 이상이 63.4％로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간호자의 

연령이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11.8591, 

p=0.0006).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60.4％이었다. 주간 보호소 주간

호자는 고졸이상이 79.6％이나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6.0％로 주간

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의 학력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χ²=23.6953, p=0.0001).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치매환자 부양 개월 수는 55.3％가 36개월이하로 

응답하 으며, 37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는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35.5％이나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51.6％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

자의 부양 기간이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 보다 더 길게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²=4.9593, p=0.0260).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부모가 36.4％로 배우자 및 친척이 33.6％, 친

정부모 30.0％로 비슷하 으나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70.0％로 대부분

이었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의 경우 시부모가 44.1％ 으나, 가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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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주간호자는 30.7％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가 시부모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및 친척인 경우는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

는 19.4％,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4.4％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

자의 경우 배우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χ²=14.8809, p=0.0006).

가구 소득은 “월 101만원∼300만원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주간보호

소 이용 주간호자는 월101만원∼300만원이 48.5％로 가장 많았으나,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월 100만원 이하가 46.8％로 가장 많았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χ²=16.31, p=0.0003). 

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치료비 및 간병비가 57.1％로 가장 많았고, 주간

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치료비 및 간병비가 72％로 가장 많았고,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물품 및 기타가 5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²=13.7087, p=0.0002). 

비용부담 주체의 경우 “주 간호자가 부담한다”가 80.2％로 가장 많았고,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92.5％가,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71.0％

가 주간호자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χ²=14.1444, p=0.0002).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돌볼 경우”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탁한다가 41.9％

로 가장 많았고, “주․단기 보호시설에 의뢰한다” 가 33.2％로 그 다음이었

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의 51.6％가 주․단기 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환자를 의뢰하 으나,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혼자 지내게 하거나 친

척이나 가족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각각 4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χ²=44.5560, p=0.0001).

도움 요청 빈도에 있어서는 “가끔 받는다”가 49.8％로 가장 많았고, 주간

보호소 주간호자는 52.7％가 가끔 도움을 받았고,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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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가끔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각각 4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36.1232, p=0.0001).

<표2>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계 

빈도(％)

주간보호치매

환자 빈도(％)  

가정내치매

환자 빈도(％) 

χ
2 
값

(p-value)

성 별
남

여

 44(20.3)  

173(79.7)

 20(21.5)

 73(78.5)

 24(19.4)      

100(80.6)

0.0481

(0.8364)

연 령
45세이하

46세이상

 53(24.4)

164(75.6)

 34(36.6)

 59(63.4)

 19(15.3)      

105(84.7)

11.8591

(0.0006)

학 력
중졸이하

고졸이상

 86(39.6)

131(60.4)

 19(20.4)

 74(79.6)

 67(54.0)      

 57(46.0)

23.6953

(0.0001)

결혼상태
독신

결혼

 28(12.9)

189(87.1)

  7( 7.5)

 86(92.5)

 21(16.9)

103(83.1)

3.39

(0.0656)

직 업
주부 및 무직

회사/공무원

146(67.3)

 71(32.7)

 69(74.2)

 24(25.8)

 77(62.1)

 47(37.9)

3.0044

(0.0830)

부양개월수
36개월이하

37개월이상

120(55.3)

 97(44.7)

 60(64.5)

 33(35.5)

 60(48.4)

 64(51.6)

4.9593

(0.0260)

노인과의

관    계

친부모

시부모

배우자 및 친척

 65(30.0)

 79(36.4)

 73(33.6)

 34(36.6)

 41(44.1)

 18(19.4)

 31(25.0)

 38(30.7)

 55(44.4)

14.8809

(0.0006)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101만원-300만원이하

300만원이상

 79(36.4)

 95(43.8)

 43(19.8)

 21(22.6)

 45(48.5)

 27(29.0)

 58(46.8)

 50(40.3)

 16(12.9)

16.31

(0.0003)

주소요비용
치료및간병비

물품및기타

124(57.1)

 93(42.9)

 67(72.0)

 26(28.0)

 57(46.0)

 67(54.0)

13.7087

(0.0002)

비용부담
환자재산

주간호자

 43(19.8)

174(80.2)

  7( 7.5)

 86(92.5)

 36(29.0)

 88(71.0)

14.1444

(0.0002)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돌볼 경우

가족이나 친척

보호시설(주간.단기)

혼자지내게 함

 91(41.9)

 72(33.2)

 54(24.9)

 41(44.1)

 48(51.6)     

  4( 4.3)

 50(40.3)

 24(19.4)

 50(40.3)

44.5560

(0.0001)

도움요청

빈    도

매일

가끔

거의 받지 않음

 34(15.7)

108(49.8)

 75(34.6)

 28(30.1)

 49(52.7)

 16(17.2)

  6( 4.8)

 59(47.6)

 59(47.6)

36.1232

(0.0001)

            계              217(100.0)   93(100)      124(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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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3>과 같았다.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도움필요 정도는 85점 만점에 평균 64.73점으

로써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보

호소 이용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도움필요 정도는 평균 60.91점(±

18.56)이며, 가정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도움필요 정도는 평균 68.56

점(±22.00)으로 주간보호소 이용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좋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²=2.71, p=0.0073).

<표3> 주간보호소 치매환자와 가정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일상생활수행능력

총점 *1

64.73점

주간보호치매환자*2 가정내 치매환자*3

    t 값 

   (p-value)

60.91±18.56 68.56±22.00  2.71 (0.0073)

n1=217,  n2=93,  n3=124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각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

았다.

항상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40％이상인 경우는 혼자서 식사를 한다 

51.6％, 혼자서 걸을 수 있다 44.2％, 화장실 출입을 한다 41.0％이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다 41.9％, 계단 이용

능력41.5％, 목욕을 혼자서 한다 40.6％, 소변처리를 깔끔하게 한다 45.6％, 

대변처리를 깔끔하게 한다 41.5％, 밤에 잠을 자주 깬다 43.3％로 나타났다.

“전혀 못한다”는 세탁능력 70.1％, 음식조리 76％, 목욕을 혼자서 한다 



- 33 -

46.5％, 손톱․발톱을 깎을 수 있다 51.2％, 혼자서 약을 먹을 수 있다 42.

4％, 쇼핑․시장보기 75.1％, 전화사용능력 59.5％등은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를 살펴보면, “항상 혼자서 한다”의 경우 혼자

서 식사를 한다 65.6％, 혼자서 걸을 수 있다 52.7％,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46.2％, 화장실 출입을 한다 52.7％, TV․라디오 시청 74.3％로 나타

났고, 전혀 못하는 항목은 세탁능력 72％, 음식조리 80.7％, 목욕능력 40.

9％, 손톱․발톱깎기 49.5％, 복약능력 40.9％, 쇼핑이나 시장보기 81.7％, 

전화사용 58.1％로 나타났다.

가정내 치매환자의 경우 “항상 혼자서 한다”는 항목은 “혼자서 식사를 

한다” 41.1％로 1개 항목이며, “전혀 못한다”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

로 주간보호소 치매환자와 같은 항목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

매환자들에게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능력은 “혼자서 식사를 한다”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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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빈도(％), N=217

연

번

                  
             
    문항

계
주간보호 치매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가정내 치매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

항상 

혼자서 

한다

도움이 

일부 필요

전혀 

못한다

항상 

혼자서 

한다

도움이 

일부 필요

전혀 

못한다

항상 

혼자서 

한다

도움이 일부 

필요

전혀 

못한다

1 혼자서 식사를 한다 112(51.6) 73(33.6)  32(14.8) 61(65.6) 29(31.2)  3( 3.2) 51(41.1) 44(35.5) 29(23.4)

2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다 76(35.0)  91(41.9)  50(23.0) 33(35.5) 47(50.5) 13(14.0) 43(34.7) 44(35.5) 37(30.0)

3 혼자서 걸을 수 있다 96(44.2) 80(36.9)  41(18.9) 49(52.7) 39(41.9)  5( 5.4) 47(37.9) 41(33.1) 36(29.0)

4 세수․머리빗기 등 몸치장 할 수 있다 69(31.8) 85(39.2)  63(29.0) 34(36.6) 41(44.1) 18(19.4) 35(28.2) 44(35.5) 45(36.3)

5 세탁을 할 수 있다 17( 7.8)  48(22.1) 152(70.1)  9( 9.7) 17(18.3) 67(72.0)  8( 6.5) 31(25.0) 85(68.6)

6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물,불,칼사용등) 13( 6.0)  39(18.0) 165(76.0)  4( 4.3) 14(15.1) 75(80.7)  9( 7.3) 25(20.2) 90(72.6)

7 계단을 오르 내릴 수 있다 72(33.2) 90(41.5)   55(25.4) 43(46.2) 41(44.1)  9( 9.7) 29(23.4) 49(39.5) 46(37.1)

8 목욕을 혼자서 한다 28(12.9)  88(40.6)  101(46.5) 15(16.1) 40(43.0) 38(40.9) 13(10.5) 48(38.7) 63(50.8)

9 화장실 출입을 한다 89(41.0)  80(36.9)  48(22.1) 49(52.7) 35(37.6)  9( 9.7) 40(32.3) 45(36.3) 39(31.4)

10 소변처리를 깔끔(뇨실금)하게 한다 53(24.4) 99(45.6)   65(30.0) 30(32.3) 44(47.3) 19(20.4) 23(18.6) 55(44.4) 46(37.1)

11 대변처리(실변)를 깔끔하게 한다 59(27.2) 90(41.5)   68(31.3) 35(37.6) 37(39.8) 21(22.6) 24(19.4) 53(42.7) 47(37.9)

12 손톱․발톱을 깍을 수 있다 28(12.9)  78(35.9)  111(51.2) 15(16.1) 32(34.4) 46(49.5) 13(10.5) 46(37.1) 65(52.4)

13 혼자 약을 먹을 수 있다 45(20.7)  80(36.9)  92(42.4) 15(16.1) 40(43.0) 38(40.9) 30(24.2) 40(32.3) 54(43.6)

14 쇼핑․시장을 볼 수 있다  7( 3.2) 47(21.7) 163(75.1)  3( 3.2) 14(15.1) 76(81.7)  4( 3.2) 33(26.6) 87(70.2)

15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5(11.5)  63(29.0) 129(59.5) 10(10.8) 29(31.2) 54(58.1) 15(12.1) 34(27.4) 75(60.5)

16 밤에 잠을 잔다 80(36.9)  94(43.3)  43(19.8) 36(38.7) 44(47.3) 13(14.0) 44(35.5) 50(40.3) 30(24.2)

17 TV․라디오 시청한다 81(37.3)  77(35.5)  59(27.2) 44(47.3) 32(34.4) 17(18.3) 37(29.8) 45(36.3) 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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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간호자의 부담감 파악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와 가정내 주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를 보면 

<표5>와 같았다.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의 부담감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2.46점으로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의 부담감은 평균 66.10점(±11.22)이며,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은 평균 78.82점(±13.32)으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이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보다 현저

히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4.52, p=0.0001).

<표5>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와 가정내 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의 차이 

표준편차

주간호자의 부담감

총점 *1

72.46점

주간보호치매환자 *2 가정내치매환자 *3
  t 값

 (p-value)

66.10±11.22 78.82±13.32  4.52 (0.0001)

n1=124, n2=93, n3=124
  

주간호자의 부담감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6>과 같았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나는 치매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41.0％, “나는 치매환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40.6％, “나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75.

2％이었다.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는 “나는 치매노인을 보면 고통스럽다” 

73.3％, “나는 치매 노인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83.8％,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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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다른 집안일 이나 직장일을 잘 하지 못한다” 76.5％,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몸이 고달프다” 77％, “나는 치매환자 장래가 어

떻게 될까 불안하다”가 70.9％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를 살펴보면, 주간보호 이용 주간호자들이 전

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항목으로는 “나는 치매환자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

다” 44％,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필요한 물건

을 사지 못한다” 41.9％, “나는 치매환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51.7％, “나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65.

6％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항목은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가 80.7％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경우 “나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가 

82.3％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나는 치매노인을 보면 고

통스럽다”가 81.5％,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가족의 건강이 나빠졌다” 70.

2％, “나는 치매 노인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86.3％, “나는 환

자에게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 71.9％,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

로 다른 집안일 이나 직장일을 잘 하지 못한다” 81.5％, “나는 치매환자를 보

거나 부양하려면 긴장이 된다” 77.4％,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몸이 고달프

다 87.1％, “나는 치매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75％, “나는 치매

환자 부양으로 손님초대가 불편하다” 75.9％, “나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지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75.0％로 10개 항목에서 가

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이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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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간호자의 부담감            

                                                                                                   N=217      빈도(％)

연

번
항        목

계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매 우 

   그렇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매 우 

   그렇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치매 노인을 보면 고통스럽다   20( 9.2) 38(17.5) 159(73.3) 11(11.7) 24(25.8) 58(65.4)   9( 7.2) 14(11.3) 101(81.5)

2 나는 치매 노인이 요구하면 전부 해줄수 없다 32(14.7) 55(25.3) 130(59.9) 13(14.0) 28(30.1) 52(55.9)  19(15.4) 27(21.8)   78(62.9)

3 나는 치매 노인 부양으로 가족의 건강이 나빠졌다 39(18.0) 48(22.1) 140(59.9) 25(26.9) 25(26.9) 43(46.3)  14(11.3) 23(18.6)  87(70.2)

4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수 없다  9( 4.1) 26(12.0) 182(83.8)  5( 5.4) 13(14.0) 75(80.7)   4( 3.2) 13(10.5) 107(86.3)

5 나는 환자에게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 39(18.0) 56(25.7) 122(56.3) 25(26.9) 35(37.6) 33(33.5)  14(11.3) 21(17.0)  89(71.9)

6 나는 치매환자의 문제 행동으로 수치감을 느낀다 65(30.0) 63(29.0)  89(41.0) 28(30.2) 29(31.2) 36(39.6)  37(29.8) 34(27.4)   53(42.8)

7 나는 치매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88(41.0) 44(20.3)  85(38.5) 41(44.0) 21(22.6) 31(33.4)  47(38.0) 23(18.5)  54(43.5)

8 나는 치매환자부양으로 식욕이 없다 47(21.7) 54(24.9) 116(53.4) 31(33.3) 21(22.6) 41(44.1)  16(12.8) 33(26.6)  75(60.5)

9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가족관계가 안좋아 졌다 56(25.8) 58(26.7) 103(47.5) 26(27.9) 29(31.2) 38(40.8)  30(24.2) 29(23.4)  65(52.4)

10 나는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35(16.1) 61(28.1) 121(55.7) 16( 17.2) 39(41.9) 38(40.8)  19(15.4) 22(17.7)  83(66.9)

11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다른 집안일이나 직장일을  
     잘하지 못한다 19( 8.8) 32(14.7) 166(76.5) 11(11.9) 17(18.3) 65(69.9)   8( 6.4) 15(12.1) 101(81.5)

12 나는 치매환자를 보거나 부양하려면 긴장이 된다 26(12.0) 41(18.9) 150(69.1) 14(15.1) 25(26.9) 54(58.0)  12( 9.6) 16(12.9)  96(77.4)
13 나는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어 기쁘다  35(16.1) 52(24.0) 130(59.9)  6( 7.2) 28(30.1) 59(63.5)  29(23.5) 24(19.4)  71(57.3)
14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몸이 고달프다  13( 6.0) 37(17.1) 167(77.0)  8( 8.6) 26(28.0) 59(63.5)   5( 4.0) 11( 8.8) 108(87.1)

15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사지못한다  67(30.9) 57(26.3)  93(42.9)  39(41.9) 33(35.5) 21(22.6)  28(22.6) 24(19.4)  72(58.0)

16
나는 치매환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88(40.6) 47(21.7)  82(47.8) 48(51.7) 23(24.7) 22(23.6)  40(32.3) 24(19.4)  30(48.4)

17 나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163(75.2) 40(18.4)  14( 6.5) 61(65.6) 24(25.8)  8( 8.7) 102(82.3) 16(12.9)   6( 4.8)

61(65.1)  10( 8.1) 21(17.0)  93(75.0)18 나는 치매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26(12.0) 37(17.1) 154(70.9) 16(17.2) 16(17.2)

58(62.4)  11( 8.9) 19(15.3)  94(75.9)19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손님초대가 불편하다  24(11.1) 41(18.90 152(70.0) 13(14.0) 22(23.7)

20
나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수 있으면 좋겠다  30(13.8) 57(26.3) 130(59.9) 21(22.6) 35(37.6) 37(39.8)   9( 7.2) 22(17.7)  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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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를 이용의사와 이용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 다. 

1)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에 대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73.3％가 “이용

하겠다”고 응답하 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79.6％가, 가정내 치매

환자 주간호자는 66.9％가 이용의사를 밝혀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가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 보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의사가 더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χ²=3.6325, p=0.0567).  

<표 7>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

  구    분
계

빈도(％)

  주간보호치매

  환자 빈도(％)

가정내 치매

환자 빈도(％)

  χ²-test

   (p-value)

이용 한  다 157(73.3)     74(79.6)    83(66.9)     3.6325

이용 안한다  60(26.7)     19(20.4)    41(33.1)    (0.0567)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를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환자의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주간호자의 부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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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의사와의 관계분석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의사와의 관계

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있는 주 간호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

과는 <표8>과 같았다.

치매환자 주간호자가 여성인 경우 83.2％가 이용의사가 있었다. 연령이 

46세이상인 주간호자의 71.4％가 이용의사가 있었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

호자의 연령이 46세이상인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60.8％이고,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연령이 46세이상인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이

용의사가 81.9％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 연령이 46세 이상인 경우가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연령이 46세이상인 경우보다 노인전

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χ²=7.6333, 

p=0.0057).  

학력에 있어 고졸이상이 67.9％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50.6％,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고졸이상이 85.1％으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

호자의 학력이 더 높았으며, 이들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많았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19.5309, p=0.0001).

환자와의 관계는 시부모가 39.7％이고, 가정내 치매환자의 경우 배우자 

비율이 37.4％으로 유의하 고(χ²=9.2050, p=0.01), 가구소득에 있어 주간

보호소 주간호자는 101-300만원이하가 51.4％이고, 300만원이상의 고소득

자도 28.4％이나, 가정내 치매환자의 경우 100만원이하가 41.1％로 주간보

호소 이용 주간호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χ²= 

9.3500, p<0.0093).  

주로 소요되는 비용은 “치료비와 간병비”라고 60.6％가 응답했고, “치매

물품이나 기타”는 39.4％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73.0％가 가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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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는 48.2％로 주 소요 비용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

=8.9940,p=0.0027). 

비용부담에 있어서 “주간호자 부담”이 84.6％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

자는 93.2％로 대다수가, 가정내 치매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24.

1％로 주간호자가 일상생활기능을 상실한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심리적․

경제적 비용부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돌볼 경우”는 누구에게 부탁하는가에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은 46.4％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보호시설이나 도우

미”를 50.0％ 활용하는 반면 가정내 환자의 경우 “혼자 지내게 함”이 36.

1％로 도움 요청의 행태에서 차이를 보 으며(χ²=31.6617, p=0.0001), 지

남력과 판단력이 흐린 환자를 혼자 지내게 함으로써 또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도움 요청 빈도”에서 가끔 받는다가 53.0％로 가

정내 환자 주간호자의 경우 “거의 받지 않음”이 47.0％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비용부담과 간호부담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χ²=20.3011,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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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의사와의 관계

 변   수 구   분
     계 

  빈도(％)

주간보호치매

환자 빈도(％)

가정내치매

환자빈도(％)

  χ
2
값

 (p-value)

성  별
남

여

  26(16.9)

 131(83.2)

 16 (21.6)

 58 (78.4)

10(12.1)   

73(88.0)

1.9482

(0.1628)

연  령
45세이하

46세이상

  44(28.7)

 113(71.4)

 29 (39.2)

 45 (60.8)

15(18.1)   

68(81.9)

7.6333

(0.0057)

학  력
중졸이하

고졸이상

  52(32.2)

 105(67.9)

 11 (14.9)

 63 (85.1)

41(49.4)

42(50.6)

19.5309

(0.0001)

결혼상태
독신

결혼

  19( 8.1)

 138(91.9)

  6 ( 8.1)

 68 (91.9)

13(15.7)

70(84.3)

1.4488

(0.2287)

직  업
무(주부)

유

 114(72.7)

  43(27.3)

55 (74.3)

19 (25.7)

59(71.1)

24(28.9) 

0.0757

(0.7832)

부양개월수
36개월이하

37개월이상

  86(55.2)

  71(44.8)

46 (62.2) 

28 (37.8

40(48.2) 

43(51.8)

2.5437

(0.1107)

환자와의

관    계

친부모

시부모

배우자및친척

  52(33.5)

  62(39.7)

  43(26.8)

30 (40.5)

32 (43.2)

12 (16.2)

22(26.5)

30(36.1)

31(37.4)

9.2050

(0.0100)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101만원-300만원이하

300만원이상

  49(30.7)

  75(48.0)

  33(21.5)

15 (20.3)

38 (51.4)

21 (28.4)

34(41.1)

37(44.6)

12(14.5)

9.3500

(0.0093)

주 소 요 

비    용

치료및간호비

물품및기타

  94(60.6)

  63(39.4)

54 (73.0)

20 (27.0)

40(48.2)

43(51.8)

8.9940

(0.0027)

비용부담
환자재산

주간호자

  25(15.5)

 132(84.6)

 5 ( 6.8)

69 (93.2)

20(24.1)

63(75.9)

7.5382

(0.0039)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돌볼 경우

가족이나 친척

보호시설및도우미

혼자지내게 함

  73(46.4)

  50(32.9)

  34(20.8)

33 (44.6)

37 (50.0)  

 4 ( 5.4)

40(48.2)

13(15.7)

30(36.1)

31.6617

(0.0001)

도움요청

빈    도

매    일

가    끔

거의 받지 않음

  22(14.0)

  84(53.0)

  53(33.0)

18 (24.3)

42 (57.7)

14 (18.9)

 4( 4.8)

40(48.2)

39(47.0)

20.3011

(0.0001)

       계  157(100.0)   74 (100)   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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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9>와 같았다.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85점이 만점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

움이 전혀 필요 없다”와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51점이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은군, 52점이상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은 군으로 분류하여, 치매환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와 노인전문요

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군의 주간호자들은 42.0％가 노인전문요

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50.0％는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낮은 군의 주간호자 58.0％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군의 주간호자가 높은 군의 주간호자 보다 노인전문요양

시설 이용의사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²=0.8161, 

p=0.3663).

<표9>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빈도(％)   

   구        분
노인전문요양시설이용

  계(％) 
  t-value

 (p-value) 한다(％) 안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  높은군    66(42.0)   30(50.0)  96(44.2)   0.8161

 (0.3663)일상생활수행능력  낮은군    91(58.0)   30(50.0) 121(55.8)

          계                157(100)     60(100) 2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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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호자의 부담감 정도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의 부담감은 100점이 만점으로 부담감을 “전혀 느끼

지 않는다”와 “보통이다”를 점수로 환산하여 60점이하는 부담감이 낮은 

군, 61점이상은 부담감이 높은 군으로 분류하여 주간호자의 부담감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를 <표10>에서 살펴보았다.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은군은 81.5％가 시설 이용의사가 있었고, 부담감

이 낮은군은 35.0％가 이용의사가 있었다. 즉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은 군

이 부담감이 낮은 군보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많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5.7884, p=0.0161).

<표10> 주간호자의 부담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와의 관계

빈도(％)

   구        분
  노인전문요양시설이용     계

   (％)

t-value

(p-value)  한다 (％)  안한다(％)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은군   128(81.5)   39(65.0) 167(77.0)

 50(23.0)

 5.7884

 (0.0161)        〃          낮은군    29(18.5)   21(35.0)

          계                 157(100)     60(100) 217(100.0)

2)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내용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내용으로 이용시 재정부담, 비용부담, 운 주체, 

수용규모, 기간, 위치를 조사한 결과 <표11>과 같았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시 재정부담으로 “월50만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

답한 경우가 83.4％로 가장 많았다. 주간보호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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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가정내 치매환자의 85.5％가 월50만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²=0.2868,p=0.5923).

시설 입소시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담한다”가 69.5％로 

가장 많았다.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79.7％, 가정내 치매환

자 주간호자의 경우는 60.2％가 자녀가 시설 입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보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들이 자

녀가 시설입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²=6.1122, p=0.0134).

운 주체에 대해 주간호자의 64.1％가 정부가 해야한다고 응답하 다. 

수용규모에 있어 “20명이하”가 56.7％로 두 집단 모두 20명이하 소규모를 

원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²=3.7100, p=0.1565).

이용기간에 있어서는 사망시까지가 43.3％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

는 31.1％,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55.4％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

자들이 시설입소 기간을 더 길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이하” 단

기는 36.4％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48.7％가, 가정내 치매환자의 

주간호자는 24.1％가 응답해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기간에 있어 주간보호

소 이용 주간호자는 3개월이하의 단기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²=11.8862, p=0.0026).

시설의 위치는 “집에서 가까이”가 57.5％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70.3％,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4.6％가 응답했고, “자동차로 1시간 

거리”는 27.4％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16.2％, 가정내 치

매환자 주간호자는 38.6％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이 가정

내 치매환자 주간호자 보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χ²=11.8085, p=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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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내용 

 항     목    구    분
   계

빈도(％)

주간보호치매

환자빈도(％)  

 가정내치매

 환자 빈도(%)

   χ
2
값

 (p-value)

재정부담
50만원이하

50만원 이상

131(83.4)

 26(16.6)

60(81.1)

14(18.9)

71(85.5)

12(14.5)

0.2868

(0.5923)

비용부담
환자부담

자녀부담 

 48(30.5)

109(69.5)

15(20.3)

59(79.7)

33(39.8)

50(60.2)

6.1122

(0.0134) 

운 주체

  정   부

국가 보조의 민간

  종교․사회단체

101(64.1)

 27(17.4)

 29(18.6)

44(59.5)

15(20.3)

15(20.3)

57(68.7)

12(14.5)

14(16.9)

1.5302

(0.4653)

수용규모

20명이하

50-100명이하

101명 이상

 89(56.7)

 55(35.3)

 13( 8.1)

42(56.8)

29(39.2)

 3( 4.1)

47(56.6)

26(31.3)

10(12.1)

3.7100

(0.1565)

기   간

3개월(단기)이하

1년이상(장기)

사망시 까지

 56(36.4)

 32(20.4)

 69(43.3)

36(48.7)

15(20.3)

23(31.1)

20(24.1)

17(20.5)

46(55.4)

11.8862

(0.0026)

위치(거리)

 집에서 가까이

자동차 1시간내의 거리

 거리는 상관없다

 89(57.5)

 44(27.4)

 24(15.2)

52(70.3)

12(16.2)

10(13.5)

37(44.6)

32(38.5)

14(16.9)

11.8085

(0.0027)

            계             157(100.0)  74(100)      83(100)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내용의 우선 순위를 살펴본 

결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요구 1순위가 “저렴한 비용”으로 65.3％이었다.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저렴한 비용을 제1순위, 2순위가 쾌적한 시

설과 환경, 3순위는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이었다.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

호자는 최우선 순위로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 다 <표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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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우선 순위분포

  변       수
    계

  빈도 (％)

주간보호치매

환자빈도(％)

 가정내치매   

  환자빈도(％)
  

저렴한 비용 104(65.3) 36(48.7) 68(81.9)

쾌적한 시설과 환경  23(15.0) 16(21.6)  7( 8.4)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11( 7.4) 10(13.5)  1( 1.2)   

의료진의 친절과 성의  10( 6.6)  7( 9.5)  3( 3.6)

치료의 효과   9( 5.8)     5( 6.8)  4( 4.8)

      계   157(100.0)    74(100)           83( 100)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주간호자들의 불이용 이

유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도리로 사망시까지 모신다” 40.6％로 가장 많았

고, “노인이 불쌍해서”가 23.1％, “경제적 부담”이 18.9％순으로 제시되었다

<표13참조>.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불 이용이

유는 자식의 도리, 경제적 부담 때문 순이었고,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

의 경우 자식의 도리, 노인이 불쌍해서, 경제적 부담 순이었다.

<표13> 치매노인 주간호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불이용 이유 분포

  변         수
      계 

    빈도(％)

 주간보호치매

  환자빈도(％)

 가정내치매

 환자빈도(％)

 자식의 도리     24(40.6)       8(42.1) 16(39.0)

노인이 불쌍해서     14(23.1)       3(15.8) 11(26.8)

경제적 부담 때문     12(18.9)       6(31.6)  6(14.6)  9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      6( 9.4)       1( 5.3)  5(12.2)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4( 6.3)       1( 5.3)  3( 7.3)

        계               60(100.0)        19(100)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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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족과 타인에게 의존도가 높은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노인부양 체계의 붕괴로 인해 이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

시설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는 질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감을 들어줄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능력정도와 부양하는 주 간호자의 부담

감,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 결과는 치매환

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치매환자의 특성

연구의 결과 치매환자는 여성이 66.9％로 대부분이었는데, 한승의(2001), 

손 주외2인(2000), 유광수(2001), 이경자(1995)등 많은 연구에서 치매환자

는 여자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데,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치매환자의 연령에 있어 76세에서 84세의 후기노인으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평균 77.6세이고, 가정내 치매환자는 79.1세로 나타났는데, 유광

수(2001)의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79.2세이었고, 이경자

(1995)의 연구에서는 평균 76.3세로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하 다.

배우자와 사별한 환자가 58.5％로 주간보호 이용환자는 65.6％, 가정내 

치매환자는 52.4％로 이었는데, 유광수(200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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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매노인이 54.7％로 본 연구를 지지하 고, 이경자(199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64.8％로 본 연구의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배

우자 사별율과 비슷하 다.  

다른 질환 유무는 53％가 치매외 다른 만성질환을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중앙대 간호연구소(2001)의 유료노인요양시설 조사 대상자들 중 

응답자의 47.7％가 관절염 등을 앓고 있다고 했고, 김진순외 2인(1998)은 3

개월이상 지속되고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85.9％로 관절염, 만

성요통 순이라고 함으로써,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매외 다른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40.6％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22.6％가 가정

내 치매환자는 54.1％로 가정내 치매환자 집단이 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았

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매월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생

계비를 소득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으로, 모선희(2001)는 현재의 노인층은 자

녀들의 교육, 결혼 등을 지원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안된 노인이 47％로, 본 연구의 주간보

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더 노후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수에 있어 2명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66％이상이었다. 

가정내 치매환자 집단에서는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48.8％이었으나, 주간보

호소 치매환자의 경우 4명 이상의 가족과 동거한다가 51.6％로 나타났는데,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가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독신으로 살거나 노부부만 살고 있는 이른바 노인단독 가구가 전체 

대상노인의 53％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대도시의 경우 약 

40％라고 했는데, 이선자․김진순․김은 (1998)등이 연구한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이용노인의 건강상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가구유형에서 노인단독



- 49 -

가구와 노인부부가구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25.4％이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72.7％로 보고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이 72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된 수입원이 있는 노

인일수록 자녀와 별거하며 노인단독생활을 한다고 보고하 다.    

그 동안의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볼 때 노인 단독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특성

치매환자 주 간호자는 여성이 대부분으로 46세이상이 75.6％이었는데, 이

성희(1996)는 그의 연구에서 주간호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61.2％라고 했

고, 특히 여성 주간호자의 경우 가정살림과 병행함으로써 오는 과중한 부

담으로 신체적 피로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 주간호자들이 노년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간호는 주간호자 자신의 건강문제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고 했다(김진순 등, 1998).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상이 60.4％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고졸

이상이 79.6％이고,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6.0％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가 고졸이상이 더 많았는데, 이경자(1995)의 연구에서도 주간호자

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가 75.9％로 본 연구와 일치하 고, 강정옥

(2002)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정보가 많고, 개방적인 

사고로 인해 새로운 시설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양 개월 수에 있어서 37개월이상이 44.7％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

는 35.5％,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51.6％로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

자 집단에 비하여 부양 기간이 더 길었는데, 이성희 등(1993)의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간호기간이 평균 3년 5개월이라고 했으며, 임춘식(2000)은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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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 10％이상은 15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질병상태로 있으며, 대부분

의 치매환자는 평균 6년 이상의 기간동안 유병상태로 있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 

치매환자와 주간호자의 관계는 며느리, 배우자, 자녀 순이었는데,이성희

(1993)는 치매환자의 주간호자는 배우자, 며느리, 딸이 95％이상이라고 했

고, 이경자(1995)의 연구에서는 며느리, 배우자 순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 다.  

가구소득 부문에서 월101만원에서 300만원이 43.8％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에 비해 주간보호소 이용 집단의 주간호자들의 수입이 더 많았는

데, 이는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자녀 비율이 높았고, 가정내 치매환

자 집단의 경우 대부분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어 수입에 있어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치료 및 간병비”가 57.1％로 가장 많았는데, 주

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72％,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46.0％로, 다

른 질환에 비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기적 투약이나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게 나타났는데,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7)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15.5％, 부정기적인 치료가 

16.5％, 그리고 전혀 치료를 받지 않는 치매노인이 68.0％로 보건․의학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입원시 월평

균 1백50만원∼3백여 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매노인이나 가족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

는 것을 상당히 기피한다고 나타났으나, 치매는 조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하며,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혈관성치매 환자의 경우 치료에 

의해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에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올바른 홍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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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돌볼 경우 누구에게 부탁하느냐의 질문에 주간보

호소 주간호자는 다른 가족이나 주간보호소 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가정내 

치매환자 주 간호자는 치매환자 “혼자 지내게 한다”라는 응답이 40.3％로, 

오진주(1995)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간호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했고, 다른 연구에서도 치매노

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가족중 한사람이 보호․관찰해야 한

다고 했다.

타인에게 도움 요청빈도를 보면 가정내 환자 주 간호자의 경우 “거의 도

움을 받지 않는다”가 47.6％로 이들은 대개 환자의 배우자로 가사활동과 

고령으로 24시간 환자간호에 심리적․경제적으로 심한 부담감과 건강악화

의 부담까지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균 64.73점으로 비교적 일상생

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내 치매환자의 일상생

활 수행 도움필요 정도는 평균 68.56점(±21.99)으로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

환자는 평균 60.91점(±18.56)으로 가정내 치매환자 집단이 타인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와상 

노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장애가 있는 환자로 혼자 화장실 

정도의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가정내 치매

환자와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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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항상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사하기 51.6％, 걷기44.2％, 화장실 출입 41.％이었다. 전혀 못하는 

항목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세탁능력 70.1％, 음식 조리 76％, 

목욕하기 46.5％, 손톱․발톱깎기 51.2％, 복약능력 42.4％, 쇼핑․시장보기 

75.1％, 전화사용 능력 59.5％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었으며, 가장 마

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혼자서 식사를 한다”로 나타났는데, 60세이상 

노인의 22.6％가 일상생활 수행동작 6개중 1개이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 수

단적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38.5％라고(이가옥, 1995) 했는데, 본 연구

의 치매환자들은 더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 간호자의 부담감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의 부담감은 평균 72.46점으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

호자는 평균 78.82점이고,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의 부담감은 평균 

66.10점으로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간호자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항목

은 “나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75.2％, ”나는 치매환자가 나를 마

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41.0％”, “나는 치매환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

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가 40.6％로 응답했고, 연구대상 주간호자들

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는 “나는 치매노인 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가 83.8％로 나타났다.  

유광수(2001)가 전북지역 4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부양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부양자들이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어

서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담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나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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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개인적 사회활동의 제한

에서 부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 다. 이

는 치매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장애나 문제행

동 등이 심하여 24시간 끊임없이 요구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치매는 

부양자를 피폐화시키는 질병(Archbold, 1982)이라 했고, 오병훈(2002)은 일

상생활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 많은 경제적, 심리적, 그

리고 물리적 부담을 겪는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가정내 치

매환자 주간호자의 부양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국가적인 차원

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는 전체 대상자의 73.3％가 노인전문요양시설

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 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를 주간호자의 일

반적 특성과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부담감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

았다.

먼저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치매환자의 주간호자가 여성

이고, 연령이 46세이상이며,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 순(1999),이형주(1993)의 연구에서는 일

상생활수행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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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은 군이 부담감이 낮은 군보다 노인전문요

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승의(2001)는 환자간호에 

부담감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시간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

가 좋지 않고 배우자가 없을 때,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료노인요양시설

의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내용을 살펴보면, 재정부담에서 월50만원이하의 

저렴한 비용을 83.4％의 대다수가 응답했는데, 오 희(2002)는 장기요양보

호대상 노인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월 적정비용으로 20-3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가 응답자 중 각각 17.5％로 가장 많았다

고 보고했다. 

비용부담에서 자녀부담이 69.5％로 오 희(2002)는 현재 노인층의 경우 

자녀교육, 결혼자금 지원 등으로 자신들의 노후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시설의 운 주체에 있어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정부가 운 해야 한다

가 64.1％로 한승의(2001),전기동(1998)과 김기 (2000)은 종교 및 사회복지

법인이운 주체인 시설에서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나, 유세단(1999)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관리는 가족 및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가 67.5％로 국가 또는 사회단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 

수요규모에 있어서는 20명이하의 소규모 너싱홈 정도를 36.4％가 원했는

데, 이는 소규모의 적은 환자일 경우 집중적인 간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

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았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기간으로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환자집단 주간호

자들은 3개월 이하의 단기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사회통

념상 노인시설은 대부분이 무의탁 세노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생계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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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입소하는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노후

에 자녀의 부양범위를 벗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의 노인주거시설에 거

주하는 것은 “자녀의 능력상실” 혹은 “친족의 결속력 약화” 라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석정실버, 1994). 그러나 이미 주간보호소라는 재가시

설을 이용해 본 결과 힘든 기간은 이용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다시 

가정으로 모시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되나, 가정내 치매환자의 주간호자는 시설이용 기간을 55.4％가 “사망

시까지”로 원했는데, 이는 높은 부담감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기간

에 있어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위치에 있어 주간보호소 이용 주간호자는 70.3％가 

집에서 가까이를 원했는데, 이인수(1996)는 노인이 시설로 입소하는 것은 

노인 자신에게는 오랫동안 친숙해 있던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주거지 이동

으로 인한우울감과 고립감을, 자녀에게는 부모의 부양을 타인에게 의존한

다는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

소하고, 자녀의 상실감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대중교통, 문화시설, 쾌적한 공간이 인접하면서도 위협적 요인이 없

는 곳에 설립해야 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나 자녀와의 접촉이 용이한 

근접지역에 있는 것을 택하도록 권했고, 전기동(1998)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은 도시와 교통이 생활권내에 있는 도시 근교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함으

로써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반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보면, 자

식으로서의 도리와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는데, 한승의(2001)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로울 것 같아서가 1순위 고, 다음이 경제적 

비용, 남의 시선 순이었는데, 강정옥(2002)은 간호요양원 이용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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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7.7％로 이용의사가 

없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라고 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지지

하 다. 

이와같은 연구결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운  또는 지원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충으로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 좋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누구나 원할 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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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치매환자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정도와 주 간호자의 부양부담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 및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자료수집 하 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소재 17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주간호자 124명과 주간보호소 15개소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주간호자 93명

으로, 수집된 자료중에서 총 217개를 SPSS Win 10.0을 이용한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χ²-test, ANOVA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는 66.9％가 여성으로 치매환자의 평균 연령은 77.6세이었고, 주간호

자는 여성이 79.7％이며 연령은 46세이상이 75.6％이었다.

2.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도움필요 정도는 평균 64.73점으로 가정내 치

매환자는 일상생활수행 도움 필요정도가 평균 68.56점(±22.00)이었으나,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는 평균 60.91점(±18.56)으로 가정내 치매환자

에 비해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3. 주간호자의 부담감 정도는 평균 72.46점으로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비

교적 높았으며,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의 주간호자는 평균 66.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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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가정내  치매환자 주간호자는 평균 78.82점(±13.32)으로 가정

내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주간보호소 이용 치매환자 주간호자

의 부담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는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대부분인 73.3％

가 이용의사가 있었다. 치매환자 주간호자들은 50만원이하의 재정부담을 

자녀가 부담하고, 정부가 운 하는 20명이하의 소규모와 위치는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요구하 다. 또한 치매환자 주간호자

가 여성이며, 연령이 46세이상인 경우, 학력은 고졸이상인 주간호자에게

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더 높았다.

5.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시 가장 우선 요구하는 사항이 저렴한 비용이었

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자식의 도

리(40.6％)로 가장 많았고, 노인이 불쌍해서가 (23.1％), 경제적 부담

(18.9％)순으로 나타  났다.

6.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요구도와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이 높을수록, 노인전

문요양시설 이용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치매환자의 주간호자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

용에 있어 저렴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운  또는 지원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충으로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 좋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누구나 원할 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은 줄여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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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1)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합한 시설을 진단하

는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 치매환자 주간호자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연계하는 네트웍 수립이 

필요하다. 

(3) 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 수

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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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간호사로 치매상담센터를 운 하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의 증가는 환자가족의 삶에도 

많은 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설문지의 대답은 옳고 그른 것이 없으므로, 평소에 치매환자를 돌보

면서 느끼시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모든 의견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

며, 비 은 보장되므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애 경 드림

Ⅰ. 치매환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 중에 해당되는 곳에 v표 또는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성 별？ : ①남자   ②여자

2. 환자의 연령？ 만 (        )세

3. 환자의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 별거․이혼    ④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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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 대졸 

5. 환자의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6. 치매 진단을 받은 년도? (       )년 

7. 환자는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1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병명은 무엇입니까 ？

   ① 뇌졸중   ② 당뇨   ③ 고혈압

④ 알코올 중독  ⑤ 기타 (         )

8. 돌보고 계신 치매환자의 소득이 있습니까?

① 있다  (8-1번으로)       ② 없다 

8-1. 돌보고 계신 환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출처?

① 연금이나 퇴직금을 사용한다

② 저금했던 돈을 찾아 쓴다 (저금, 사채이자 등)

③ 자녀들이 대준다

④ 정부 생활보조금(생계비)을 받는다.  

⑤ 기타 (                    )

9.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을 쓰세요.

   

관     계 동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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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간호자에 대한 상항입니다.

   다음 사항 중에 해당되는 곳에 v표 또는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 

① 남 자             ② 여 자 

2. 귀하의 연령? 만 (       )세  

3. 귀하의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  ③ 중학교졸  ④ 고등학교졸 ⑤ 대졸 이상

4. 귀하의 결혼상태?

① 미 혼     ② 기 혼     ③ 별거․이혼     ④ 사 별

5. 귀하의 직업은?

① 주  부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상 업/ 자유업 

⑤ 무  직    ⑥ 기  타(             )

6. 귀하가  치매환자를 얼마동안 돌보셨습니까?

약 (     )년   (      )개월

7. 귀하와 환자와의 관계는 ?

① (친)부모   ② (시)부모   ③ 배우자  ④ 친척 ⑤ 기타(       )

8. 귀하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의 소득으로 보너스, 재산 소득을 합해서 월 평균액으로 표시하

십시오).

           100만원     200        300         400       500만원이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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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까?

① 병원 치료비(약값포함)    ② 가정 간호비  

③ 치매물품(기저귀포함) ④ 간식비  

⑤ 기타 (           )

9-1. 환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주로 부담합니까?

① 환자재산(연금) ② 주간호자

③ 가족 공동부담 ④ 정부생계비

⑤ 기타(  )

10. 일시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① 다른 형제․자매(배우자일 경우 자녀)         ② 친척․인척

③ 보호시설(주간․ 단기보호시설)               ④ 자원봉사원 

⑤ 간병인(파출부 포함)     ⑥ 혼자 지내게 함    ⑦ 기타(      )

10-1.  요청할 때 얼마나 자주 도움을 받습니까?

① 매일   ② 1주일에 1번     ③ 월1회     ④ 분기에 1회   

⑤ 필요시 만 ⑥ 거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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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 항목들 중 지금 돌보고 계시는 환자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

는 정도와 일치하는 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및   문  항  내  용

항상

혼자서 

한다

도움이 

일부 

필요함

전혀 

못한다

 1) 혼자서 식사를 한다

 2)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다

 3) 혼자서 걸을 수 있다     

 4) 세수․머리빗기 등 몸치장을 할 수 있다

 5) 세탁을 할 수 있다 

 6)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물․불․칼 사용등)

 7) 계단을 오르 내릴 수 있다

  8) 목욕을 혼자서 한다

  9) 화장실 출입을 한다

 10) 소변처리를 깔끔(뇨실금) 하게 한다

 11) 대변처리(실변)를 깔끔하게 한다

 12) 손톱․발톱을 깍을 수 있다

 13) 혼자 약을 먹을 수 있다

 14) 쇼핑․시장을 볼 수 있다 

 15)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6) 밤에 잠을 잔다  
잘잔다 자주깬다 못잔다

 17) TV․라디오를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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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귀하가 느끼시는 것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문   항  및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 의

  안

그렇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치매노인을 보면 고통스럽다

2) 나는 치매노인이 요구하면 전부 해 줄 수 

없다

3) 나는 치매노인부양으로 가족의 건강이 나

빠졌다

4) 나는 치매 노인부양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

질 수 없다

5) 나는 환자에게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 여유

가 없다

6) 나는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으로 수치감을 

느낀다

7) 나는 치매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

고 한다  

8)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식욕이 없다

9)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가족관계가 안 좋

아졌다  

10) 나는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

싸다.

11)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다른 집안일이나 

직장일을 잘 하지 못한다.

12) 나는 치매환자를 보거나 부양하려면 긴장

이 된다.

13) 나는 치매환자를 돌볼수 있어 기쁘다.

14)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몸이 고달프다

15) 나와 나의 가족은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

용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한다.

16) 나는 치매환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

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18) 나는 치매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불

안하다

19) 나는 치매환자 부양으로 손님초대가 불편

하다

20) 나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

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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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이 있다면 다음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을 답해 주십시오.

  

  1. 만약 주변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문요양시설

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하겠다 (한다면 질문 2번으로)   ② 이용의사가 없다 (질문 3번으로)

  

  2.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세요. 

    2-1.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이라면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월50만원이하       ② 월 100만원 이하        ③ 월101-150만원이하 

④ 150만원 이상도 가능               ⑤ 금액은 상관없다

    2-2. 노인전문요양을 이용하실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실 생각입니까?

① 환자 본인 재산(연금포함)  ② 주간호자 혼자 

③ 자녀 공동부담  ④ 정부생계비

⑤ 기타 (             )

    2-3.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 은 어디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민간  ②정부  ③국가 보조의 민간  ④ 종교․사회단체  ⑤ 기 타(    )

    2-4. 전문요양시설의 수용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명이하          ② 11명-20명이하    ③ 50명-100명이하  

④ 101명-200이하      ⑤ 300인 이상      ⑥ 500명이상 대규모 

 2-5.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신다면 기간은?

① 낮에만(주간)  ② 3개월(단기) ③ 1년 이상(장기)

④ 사망시 까지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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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에서 가까이  ② 자동차 1시간내의 거리

③ 자동차로 2-3시간 거리 ④ 거리는 상관없다

※1번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분만 답해주세요.

3.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① 자식으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돌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②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③ 남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④ 노인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⑤ 종교적 신앙 때문에

⑥ 경제적 이유

Ⅴ. 당신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아래의 5가지 측면에서 우선 요구되는 사항을 연결 해주세요.  

(이용하신다고 하신 분만 응답)

 1.  저렴한 진료비용       ․             ․ 1순위

 

 2. 쾌적한 시설과 환경     ․             ․ 2순위

 3.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             ․ 3순위

 4. 의료진의 친절과 성의   ․             ․ 4순위
 

 5. 치료의 효과            ․ ․ 5순위

※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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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s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for Nursing Home Facilities 

Lee, Ae-Kyeo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Kyung-ja, RN, Ph.D.)

This descriptive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needs for nursing 

home facilities for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patients, and the degree of burden perceived by the caregivers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need for nursing home car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6 to November 5, 2002,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self-reports and one-to-one interviews.

The participants were 124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registered with the Alzheimer's Disease Counseling Centers in 

17 public health offices in Seoul (home-bound group) and 93 caregivers 

of patients using 15 day care centers for elderly people (day care 

group). A total of 217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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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done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χ
2
-test, and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lmost 

all of the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were women. A large 

proportion of home-bound patients lived alone. There was a 

difference in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frequency of asking for help between the caregivers in the two 

groups.

2.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The 

average score for the patients was 64.73 points, with those in the 

home-based group having 68.56(±22.00), and those in the day care 

group having 60.91 points(±18.56). 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higher in the day care group than in the home bound group.

3. Sense of burden in caregivers: The average score was 72.46.  

Caregivers for the home bound group expressed higher levels of 

burden (78.82±13.32) than those of the day care group (66.10±11.22).

4. Intentions to use nursing home facilities: Of the respondents, 157 

(72.4%) said they would like to use one of these facilities. The 

caregivers in both groups expressed a need for: 1) financial cost of 

less than 500,000 won to the family of the patient; 2) small-size 

facilities operated by the government, accommodating fewer than 20 

patients; and 3) nursing home facilities close to home. Only for the 

period of use did caregivers in the two groups hav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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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s. Those taking care of patients in the day care group 

expreesed a need to use the facility for less than 3 months, while 

those caring for patients in the home bound group wanted to use it 

until the patient died. 

5. Conditions for using a nursing home facility:  Financial burden was 

report as the biggest deterrent to using these facilities. Many of the 

respondents said the question of expense took precedence over all 

other conditions. Some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use these 

facilities because: they wanted to do their filial duty to their parents 

(40.6%); or it would be too difficult for the older person (23.1%); or 

the economic burden was too great (18.9%).

As the problem of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Alzheimer's disease 

becomes a social problem and not only a family matter, nursing home 

facilities for people in the working or middle classes need to be 

continually expanded so that everybody can readily use these facilities 

and have them relatively close t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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