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한 영 애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지도교수 김 기 연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한 영 애





감사의 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1 corinthians 15:10).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아프고 힘든 영혼

을 돌보는 간호사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학업의 과정

에서 주위의 도움을 허락하시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을 마친 후의 삶이 저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

시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연구의 방향점을 잡아주시고 작은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봐

주시며 매 순간 함께 해주신 김기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아낌

없는 지지와 격려로 무사히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동안 교수님께 배운

지식과 함께 한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바쁘시면서도 항상 편안히 대해주시고

중요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짚어주시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임영미 교수님, 박사

과정 시작부터 논문을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 꼼꼼히 메모

하고 가르쳐 주시느라 애써주신 신윤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시어 세심히 지도해 주시고 매번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격려해주신 박경옥 교수님,

통계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찾아뵐 때마다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고민해가며 해

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강현철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강의 내용을 통

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를 함께하며 실제적인 공부가 되게끔 해주셨던 허혜경

교수님, 미국에서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의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

신 박소미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처음 뵐 때부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

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던 김기경 교수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항상 능

동적인 발표준비를 하게 하셨고 발표 때 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시던 송희영 교수님, 실습실에서 뵐 때마다 항상 웃으시며 친절히 대

해주셨고 그 활짝 웃는 미소로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해 주셨던 최지혜 교수님, 박사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들려주시며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공감해주셨던 김정희 교

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사과정의 시작부터 논문을 마치는 이 시간까지

교수님들의 많은 사랑과 가르침으로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료보시느라 바쁘신 중에서도 논문진행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셨던 김태희 교수

님, 홍진용 교수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친언니처럼 항상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서

민숙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막막하기만 한 길을 이끌어 주어 즐거운 배움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우

리 대학원 동기 김연희 선생님, 황윤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진 못하지만 박사의 시작을 함께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수경 선생님, 정혜

란 선생님, 한소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조용히 저의 곁을

지켜주시는 소중한 안은구 과장님, 백미경 선생님, 후배 문학희 선생님, 친구 미나, 소

영이, 주연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인

어머니, 큰⋅작은 언니 내외분, 큰⋅작은 오빠 내외분, 그리고 조카들의 무한한 사랑

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뵈러갈 때마다 늘 환하게 웃어주시는 할머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님, 늘 공부에 지친 저를 측은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어머님,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

는 남편과 소중한 딸 아라 덕분에 큰 힘이 되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또한 서방님, 동서, 요한이, 요셉이와 도련님의 응원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제가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간호학자로써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번 논문을 초석삼아 부족하나마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지금의 저와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글

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한 영 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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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도 2019년 기준

약 79만 명에서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치매센터, 2021).

치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을 가

져와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박세연, 박명화, 2015) 주로 재가에서 가족

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 Andreakou, Papadopoulos, Panagiotakos,

& Niakas, 2016). 이러한 돌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돌봄부담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

리적 안녕감을 낮추고 있으며(백경숙, 권용신, 2008; 이혜정, 2019), 이는 곧 치매 환자

의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Lethin, Renom-Guiteras, Zwakhalen, Soto

Martin, Saks, Zabalegui, et al., 2017). 이에 본 연구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

감의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경로를 밝힘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종합하여 돌봄동기를 외생변수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돌봄경험 평가, 심리

적 안녕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W시

에 소재한 Y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는 재가 치매 환자

의 가족 돌봄제공자 297명을 편의 표출법으로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4월 14

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은 후 기관을 방문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 방법으로 300부를 배부 후 회수하였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총 29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

석은 SPSS WIN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가설 모

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504.577(p<.001), χ2/df=3.154, GFI=.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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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FI=.786, CFI=.906, NFI=.869, TLI=.888, SRMR=.058, RMSEA=.085, AIC=604.577

로 최적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모형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자기효능감, 돌봄경험 평가, 심리적 안녕감에 요

인내 측정오차항을 총 7개 연결하여 양방향 관계를 허용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모

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324.034(p<.001), χ2/df=2.118, GFI=.900, AGFI=.862,

CFI=.953, NFI=.916, TLI=.942, SRMR=.058, RMSEA=.061, AIC= 438.034로 기준을 충

족하여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것으로 검증되어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

였다.

2) 최종 모형의 총 10개의 경로 중 9개의 경로가 지지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관련요인은 효과크기 순으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돌봄동기, 돌봄경험 평가였

으며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85%였다. 돌봄경험 평가에 유의한 관련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였으며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63.1%였다.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관련요인은 돌봄동기로 설명력은 40.9%였다.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관련요인은 돌봄동기와 사회적 지지였으며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50.1%였다.

또한 돌봄동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접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돌봄

경험 평가의 중재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스로 돌봄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

의 가장 강력한 관련요인인 자기효능감을 우선으로 하여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지지, 돌봄동기, 돌봄경험 평가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겠다. 결과적으로 증진된 심리적 안녕감은 나아가 치매 환자 돌봄

의 질 향상에도 관여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치매 환자 돌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핵심되는 말: 치매, 가족 돌봄제공자, 돌봄경험 평가,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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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필요성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도 2019년 기준

약 79만 명에서 2030년에 136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중

앙치매센터, 2021). 치매는 뇌의 퇴행성 변화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

어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으로(Arai, Ozaki, & Katsumata, 2017),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박세연, 박명화, 2015). 돌봄은 주로 재가에

서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Andreakou, Papadopoulos, Panagiotakos, &

Niakas, 2016), 국내에서도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수 65만 명 추정으로 인해 자유롭

지 못한 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주를 포함해서 약 260만 명이었다(중앙치매센터,

2016). 또한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상병자 중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치매 환자 수 대비 23%이며(중앙치매센터, 2020),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재가 치매 환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전적으로 가족이 돌보고 있다. 이러한 돌봄 과정에서 가족 돌봄제공자가 경험

하게 되는 돌봄부담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극심해지며 신체증상뿐만 아니라(신꽃시

계, 한경혜, 2011)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김영욱, 변상해, 2020; 김재

엽, 류원정, 최윤희, 2018; Grano, Lucidi, & Violani, 2017). 이는 나아가 심리적 안녕

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졌으며(백경

숙, 권용신, 2008; 이혜정, 2019),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ethin et al., 2017). 따라서 가족 돌봄제공자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돌봄 측면에서도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은 절실히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건강상태로(Kramer, 1997), 타

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고 하였다(Pru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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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at, & Peters, 1997). 심리적 안녕감은 스스로가 경험하는 정서, 감정으로 우울, 불

안, 긍정적 안녕감, 자기통제, 전반적 건강, 활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을 지어

설명되고 있다(Dupuy, 1978).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만성

질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고지현, 2014; 김정희, 김옥수,

2005; 박동순, 현은민, 2010; 박해경, 2013; 백경숙, 권용신, 2008; 이혜정, 2019). 이러

한 가족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 연구들은

다양한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연구되어지고 있었다. 그 중 주로 활용되어 온 스트레

스 모델에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의

구성요소는 선행변인에 개인 및 환경변인, 매개과정에 일⋅이차적 평가, 재평가, 대처,

즉각적 효과에 생리적 변화, 긍정 및 부정적 감정, 장기적 효과에 신체적 건강, 안녕

감, 개인의 사회적 기능이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주요변인 간에 관련된 관계를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긍정 및 부정 두 차원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경로를 제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모델은

Lawton, Moss, Kleban, Glicksman과 Rovine(1991)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

의 2요인 모델로, 이는 스트레스원과 자원, 긍정 및 부정적 차원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의 경우 개인 태도 변인이 포함

되지 않았다. 개인 태도 변인은 한 사람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니는

입장이나 자세가 변하는 원인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즉, 동기, 가치,

목표와 같은 개인 태도 변인(Kramer, 1997)이 제시되지 않아 개인의 가치나 신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결과(Pruchno, Burnat, & Peters, 1997)와의 관계가 잘 반영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개인 태도 변인이 포함되면서 긍정 및 부정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안녕감 결과를 설명하는 모델로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이 있다.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은 돌봄에서의 간호제공자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배경 및 맥락에 간호수혜자 특성, 잠재적 스트레스원, 간호제공자 특

성, 다른 삶의 책임들, 간호제공자의 태도 변인과 노력, 중재과정에 자원, 역할 보상의

평가와 역할 긴장의 평가, 안녕감 결과에 긍정 및 부정적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돌봄에 부정적 외에 긍정적인 경험도 함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적응과정 규명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전의 돌봄경험 긍정적 보상 연구에서 안녕감 지표는

긍정적인 차원을 배제하거나 긍정적 정서와 같이 매우 좁고 제한된 정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괄적인 심리적 안녕감 지표를 활용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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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 모델은 정신장애인, 노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가족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김연수, 2006; 윤성은, 한경혜, 2002; Kietzman, 2008).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결과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ruchno, Burnat, & Peters, 1997), 이러한 개인 태도 변인을 반영하면서 결과변인에

긍정 및 부정적 차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

모델을 활용하여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련

요인은 대처전략(박해경, 2013), 돌봄동기(Quinn, Clare, & Woods, 2010), 돌봄경험의

긍정적 평가(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 돌봄부담(박해경, 2013; 이혜정,

2019; 홍승현, 2017; Ainamani, Alele, Rukundo, Maling, Wakida, Obua, et al., 2020;

Lethin et al., 2017), 스트레스(Lethin et al., 2017), 사회적 지지(홍승현, 2017; 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 삶의 질(Lethin et al., 2017), 의미중심대처(이

혜정, 2019), 자기효능감(홍승현, 2017; 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 환

자의 인지 및 문제행동(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이었다. 이 요인들

중 돌봄동기(Quinn, Clare, & Woods, 2010), 자기효능감(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 사회적 지지(홍승현, 2017; Raina, McIntyre, Zhu, McDowell, Santaguida,

Kristjansson, et al., 2003), 돌봄경험의 긍정적 평가(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변인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바탕

으로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 중 돌봄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돌봄경험 평가

를 변인으로 선정하여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부합되게

설명하는지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모

델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

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긍극적으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

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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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은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경로를

밝힘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

감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제시한다.

3)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들 간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를 파악한다.

1.3 용어 정의

1.3.1 가족 돌봄제공자

이론적 정의: 인지적, 정서적 및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비

공식 돌봄제공자를 말한다(Kramer, 1997). 돌봄제공자는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

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2019)을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치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돌

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 돌봄제공자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

양등급을 받은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로 치매 환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자와 치매 환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접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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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 주 1회 이상) 자로 만 20세 이상인 가족(배우자, 며느리, 자녀, 형제 및 자매,

친척)을 의미한다(임경춘, 2019; 이영휘, 임지영, 김주연, 조효임, 고국진, 2011).

1.3.2 돌봄동기

이론적 정의: 돌봄동기는 돌봄제공자가 돌봄 역할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나 계기를 말한다(한경혜, 이서연, 2009).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로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는 한경혜와 이서

연(2009)의 척도를 박지영(201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돌봄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1.3.3 자기효능감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은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신

념을 말한다(Bandura, 1977 & 198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은 Steffen,

McKibbin, Zeiss, Gallagher-Thompson, & Bandura(2002)가 개발한 도구를 정기정

(2015)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1.3.4 사회적 지지

이론적 정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 스스로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망 속에 속해 있음을 믿도

록 해주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대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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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Cobb, 197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는 Sherbourne

과 Stewart(1991)가 개발한 MOS-SSS (The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 도구를 조범훈(201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1.3.5 돌봄경험 평가

이론적 정의: 돌봄경험 평가는 돌봄이 안녕감에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관련이 없는

정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Kramer, 199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경험 평가는 Lawton,

Moss, Hoffman와 Perkinson(2000)이 개정한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을

Lee, Friedmann, Picot, Thomas와 Kim(2007)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인 Korean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K-RCA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문제를 덜 느끼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3.6 심리적 안녕감

이론적 정의: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건강상태로 긍정

적 차원의 지표를 말한다(Kramer, 199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Dupuy

(1984)가 개발한 PGWBI (Psychological General Well-Being Index)를 Mapi

Research Trust의 PROQOLID (Patient-Reported Outcome and Quality of Life

Instruments Database)로 부터 제공받은 한국어 번안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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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2.1 Kramer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은 기존 노인 가족 간호제공자의 돌봄경

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돌봄경험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

과 간호제공자의 적응에 관한 다양한 차이를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강조하면

서 돌봄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기 위해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1996

년까지 발표된 노인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경험의 보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간호제공자의 긍정적 적응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Lawton, Moss, Kleban, Glicksman

과 Rovine(1991)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2요인 모델에 스트레스 이론, 실

존주의 관점, 사회교환이론, 역할이론을 통합하여 긍정적 과정이 포함된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의 구성은 총 3단계로, 간호제공자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및 맥락, 중재과정, 안녕감 결과로 구분된다(Kramer, 199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경 및 맥락은 간호수혜자의 특성(질병의 심각성, 질병의 유형, 인지적 상태, 기능

수준, 문제행동), 환경 속의 잠재적 스트레스원과 간호제공자의 특성, 가정 및 직장 등

에서 수행해야 하는 돌봄 외 다른 삶의 책임들이 포함된다. 이는 간호제공자의 간호

제공자에 대한 태도 변인과 노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태도 변인(동기, 가치, 목표)

과 노력은 간호제공자의 역할 평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녕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Kramer, 1997).

중재과정은 자원과 역할 평가로 구성된다. 먼저 자원은 내적 자원(예: 대처, 개인적

인 통제, 자기효능감, 건강, 지식, 강인함)과 외적 자원(예: 사회적 지지, 실재적 자원)

이 있다. 이는 역할 평가에 직접영향을 주고 안녕감 결과에도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준다. 역할 평가는 역할 보상의 평가(예: 보상, 만족감)와 역할 긴장의 평가(예: 부담

감)로 구분된다. 배경 및 맥락과 자원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돌봄경험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 가치 및 목표 등의 개인차이는 역할 평가에서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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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에 영향

을 줄 수 있다(Kramer, 1997).

적응의 마지막 단계인 안녕감 결과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구분된다. 긍정

적 지표는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안녕감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기존에 돌봄경험 대

한 보상연구에서 보고된 안녕감 지표는 긍정적인 차원을 배제하거나 긍정적 정서와

같이 매우 좁고 제한적인 정의를 활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간호제공자 적응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 지표를 활용하여 상관관계와 예측인자를 면밀히 조사

함으로써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 지표는 우울, 정신 의약물의 복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Kramer, 1997).

이상의 돌봄경험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요약하면, 간호수혜자 특성과 잠재적 스트

레스원, 간호제공자 특성과 다른 삶의 책임들은 간호제공자 태도 변인과 노력에 영향

을 주며, 이는 자원, 역할 평가(보상, 긴장), 안녕감 결과(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자원은 역할 평가(보상, 긴장)에 직접영향을 주며 안녕감 결

과(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역할 보상의 평가는 안녕감

결과의 긍정적 지표에 영향을 주며, 역할 긴장의 평가는 부정적 지표에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보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연구한 기존 논문들을 분석하고 통

합하여 간호제공자의 돌봄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배경 및 맥락, 자원, 역할

평가, 안녕감 결과라는 개념적 기틀에 따라 간호제공자 적응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간

호제공자의 긍정적 적응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다.

지금까지 이 모델은 정신장애인, 노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김연수, 2006; 윤성은, 한경혜, 2002; Kietzman,

2008). 김연수(2006)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을 활용하면서 그 외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모델, Lawton, Moss, Kleban,

Glicksman과 Rovine(1991)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2요인 모델을 토대로

정신장애 보호제공 가족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구조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

중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은 이 연구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 및 부정적 차원을 제시하고, 돌봄경험 평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는 근

거가 되었으며 또한 자원이 돌봄경험 평가와 안녕감 결과에 모두 직접 영향을 갖는

경로를 갖는 것으로 설정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윤성은과 한경혜(2001)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이 모델의 역할 평가와 안녕감 결과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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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과 심리적 복지감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제공자의 안녕감을 설명한 Kietzman(2008)의 연구에서는

이 모델의 동기, 자원, 역할 평가, 안녕감 개념을 활용하였으나 역할 평가의 긍정 및

부정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이 모델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부분적

인 경로 관계가 연구에 활용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 결과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ruchno, Burnat, & Peters,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 태도 변인을 반영하면

서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 및 부정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기 위해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

을 선정하였다.

2.2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과 긍정적 정신건강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으로 구성

되며, 개인의 원활한 적응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Keyes, & Lopez, 2002).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행복한 삶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기

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긍

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Dupuy(1978)는 심리적 안녕감을 개

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또는 감정으로 스스로가 경험하는 주관적 만족감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긍정적 안녕감, 자기통제, 전반적 건강, 활력을

포함하는 6가지 차원이다. Pruchno, Burnat과 Peters(1997)도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타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고 하였다. Kramer

(1997)는 심리적 안녕감을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건강상태로 긍정적

차원의 지표로 보았다.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은 사회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여러 차원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인의 긍정적 감정으로 정

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삶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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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이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의

목적이 있다(김경민, 임정하, 2001). 이러한 요소들은 성인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

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금순, 2011;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인생의 난관과 역경을 겪은 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건강했던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에 필요하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경우

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예상되므로 돌봄의 긍정적인

적응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일상생활능력 제한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지면 모든 것을 가족 돌봄제공자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되므로 돌봄의 스트레스와

돌봄부담을 느끼게 되며(조승현, 2020)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은 낮아지고(George &

Gwyther, 1986), 치매 환자 학대(조은영, 2014)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한다(두남희, 한숙정, 2018; 정화철, 2017). 강성현(2020)의 연구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의 21.6%가 최근 3개월간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민수, 김

진선과 윤현숙(2004)의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75%가 우울 등과 같은 정신과

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 환자의 문제행동은 가족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igby, Johnson,

Taylor, & Galvin, 2021). 따라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수 65만 명 추정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가족이 약 260만 명(중앙치매센터, 2016)인 것을 고려해볼 때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

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는 더욱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verstocka, Ruthiga와 Chipperfield(2020)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가 돌봄에 대

한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켰다고 하였고, Lethin 등(2017)은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돌봄부담이 적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된 돌봄제공자의 돌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돌봄에 있어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리적 안녕

감은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 뿐만 아니라 치매의 치료적 측면에서도 꼭 필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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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대상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돌봄부담이 높을

수록, 의미중심 대처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졌다(이혜정, 2019). 치매 환자

의 증상 정도가 심각할수록 주부양자의 우울의 정도는 높아져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선원, 곽주연, 2016),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낮아졌다(김영욱, 변상

해). 이러한 우울은 치매 환자와 동거 중인 가구의 우울 정도가 일반 가구에 비해 2

배 이상 높았고(곽정선, 2019), 치매 노인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상태에서 신체화, 강

박증, 대인 민감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이 높게 나타나 가족 돌봄제

공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정재훈, 2013).

국내의 연구에서도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확인되었는데 치매 환자 동거 가족이 일반 가구에 비해 우울의 증상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돌봄의 긍정적인 적응

과정과 치매 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하며, 기존의 연구도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이며 단편적인 변인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긍정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심리적 안녕감을 확인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2.3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Quinn, Clare, & Woods,

2010), 자기효능감(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 사회적 지지(Au, Lai,

Lau, Pan, Lam, Thompson, et al., 2009)와 돌봄경험 평가(Lethin et al., 2017)에 대해

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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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돌봄동기

돌봄동기는 돌봄제공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환자를 돌보게 되는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한국인들이 노인을 돌보고자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다차

원적이라고 하였다(성규탁, 1995). 권중돈(1995)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돌

보는 돌봄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애정, 호혜성이나 친밀감과 같은 정서

적인 동기, 의무나 책임과 같은 규범적인 동기, 그리고 희생과 같은 신념적인 동기로

구분하였다. 김태현과 전길양(1996)은 돌봄동기를 사랑이나 호혜성과 같은 자발적인

동기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감이나 대안의 부재와 같은 비자발적인 동기로 나누

어 분류하고 있다. Deci와 Ryan(1985)은 동기요인을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분

류하여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그

행동과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는 이를 외재적 동기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위라고 부른다(Venkatesh,

2000). Gagne과 Deci(2005)는 외재적 동기는 보상과 처벌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

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내재적 동기는 어떤 것에 대하여 본인이 본질적으

로 흥미, 호기심이나 즐거워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렇듯 돌봄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되어 국내⋅외의 가족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Quinn, Clare와 Woods(2010)는 문헌고찰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안녕감은 돌봄동기의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문

화규범과 가족 돌봄제공자와 수혜자의 혈연관계가 돌봄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ox, & Monk(1993)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가족 돌봄제공자의

효의 규범적 동기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Cox, & Monk, 1993). 대상자는 다

르지만 Kim, Carver와 Cannady(2015)는 암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발적인 돌봄동기가 정신건강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돌봄동기를 심리·사

회적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함께 관리해야 됨을 제시하였다. Romero-Moreno,

Marquez-Gonzalez, Losada, & Lopez(2011)는 돌봄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돌봄의 인

지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가족 돌봄제공자의 불안

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돌봄동기는 우울 등의 정신건강 및 안

녕감의 관련요인으로 자발적 돌봄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돌봄동기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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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웠으며, 안녕감과 유사 개념으로(이승범, 2003)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김소영, 2013). 따라서 국

내에서도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결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가 우울 및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는 심리적 안녕감과의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타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사회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ruchno, Burnat, & Peters, 1997).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증진

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인 돌봄동기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태도 변인과

노력을 돌봄동기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

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

된다(Bandura, 1977 & 1986).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은 돌봄제공자가 돌봄과 관련된

일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2006). 최은숙과

김경숙(2010)은 자기효능감이 돌봄 상황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자신의 믿음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의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고 실패의 원인을 내적으로 하여 더 불안하고

우울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Bandura, 198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기효능감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

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필요하고 돌봄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매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하였다(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

심리적 증상인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인 관련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Khan, Hirschman, McHugh, & Nayl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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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ng, Wang, & Nicholas, 2020). Grano, Lucidi와 Violani(2017)는 돌봄 자기효능감

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 돌봄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우울 정도가 감소한 것을 보

고하였다. Au 등(2009)의 연구에서도 돌봄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여 사회적 지지와 우

울 증상 사이에서 부분적인 중재 역할을 하여 우울 증상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은 우울 증상을 감소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

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치매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정화철, 2017; Zhang, Edwards, Yates,

& Gue, 201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홍승현,

2017; Cohen, & Hoberman, 1983). 한편, 최은숙과 김경숙(2010)의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해질수록 주부양자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필

요하며 나아가 정신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상으로 자기효능감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관련요인으로 보이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우울과 같은 단편적인 심리증상

에 관한 것으로 복합적인 감정을 모두 포함한 심리적 안녕감과의 규명에는 제한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내적 자원을 자기효능감으로 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의료인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을 말한다(Kaplan, 1997).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 Cobb(1976)

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 스스로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망 속에 속해 있음을 믿도록 해주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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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을 말하며 그 타인인 제공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제공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었다.

Schilling, Gilchrist와 Schinke(1984)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과 가족처럼 친근한 친구,

친척 또는 친지의 지지, 덜 가까운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지지, 사회적 기관으로

부터 받는 지지로 구분하였다. Bristol과 Schopler(1984)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과 사회서비스 기관 등의 공식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는데,

정서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는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 의미 일원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 평가

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박지원(1985)은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직접적으

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물질적 지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

지로 분류하였다.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과 타인의 지지에 대해 한 맥락 안에서 함께 조사하고

있었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고 사회적 지지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와의 관계로 안녕감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외 선행연구

에서 Raina 등(2003)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공식 및 비공식적 지

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높아졌으며, 치매 환자 장애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영향이 비공식 지지로 인해 완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Au 등(2009)은 배우

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친척, 친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여 측

정하였으며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

아져 안녕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Zhong, Wang과 Nicholas(2020)는 장애 노인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

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와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이해정, 서지민과 안숙희(2003)는 사회적 지지로 친밀감, 사회



- 16 -

적 통합, 돌봄, 가치, 주위에서 제공되는 도움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엄태림과 최보영(2018)은 사회적 요인으로 친척, 이웃,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족 돌봄제공자가 사회적 연결망 속에

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활동할 때 우울과 불안이 낮아져 타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연구도 마찬가지로 사

회적 지지를 가족과 타인의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타인인 이웃, 친구나 지역사회

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돌봄의식도 약해지면서 돌봄제공

자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김나래,

2016: 보건복지부, 2018)에서 가족 외 타인에 의한 지원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앞

으로의 치매 환자 관리계획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Smith와 Graves(2021)는 치매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연구에

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80% 이상에서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료 전문가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신미, 이윤정, 유

수정과 박명자(2007)의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주부양자의 애로 요인이 공적도움

의 여부임을 보고하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적도움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함을 제안하

였다. 강선경(2009)의 연구에서는 치매 돌봄제공자들이 정서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치

매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그 실제적인 치매 관련 문

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적 돌봄

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가족 돌봄제공자 집단에 비해 가족 돌봄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함선유, 2017; Stabile, Laporte, & Coyte, 2006) 공적 돌봄이 가족

돌봄제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자원 활용 면에서

보면,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주간보호서비스를 ‘활용 안한다’가 62.8%, 치매 노

인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용 안한다’가 54.8%,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활용 한다’가

55%로 여러 분야의 공적 서비스의 활용 정도가 낮았다(김소영, 2013). 한편 동거조모

의 손자녀에 대한 자발적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지

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이영숙, 2010). 따라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 돌봄동기를 높이고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요인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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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중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원 정도를 파악하여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외적 자원을 가족 외 타인인 친구, 이웃, 지역사회를 포함

한 사회적 지지로 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3.4 돌봄경험 평가

돌봄경험은 돌봄 제공자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혜자에게 도움을 제

공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춘길, 권명순, 이영희, 2018). 돌봄경험 평가는 돌

봄이 안녕감에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관련이 없는 정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Kramer, 1997). 돌봄경험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 측면의 부담

감에 집중되었던 반면 Lawton, Kleban, Moss, Rovine, & Glicksman(1989)은 돌봄경

험 평가를 부정적 측면인 부담감, 긍정적 측면인 만족감, 숙련감, 중립적 측면인 요구

감, 영향감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Lawton, Moss, Kleban, Glicksman과

Rovine(1991)은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2요인 모델을 통해 가족 돌봄제공

자의 돌봄경험에 대해 부담감과 만족감 두 차원의 돌봄경험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처

럼 돌봄경험 평가는 돌봄과정에서 돌봄제공자가 느끼는 주관적 평가로 부정 및 긍정

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돌봄경험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는 주로 부담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고

통, 긴장, 걱정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Bulger, Wandersman, &

Goldman, 1993; Bull, 1990; Hatfield, & Lefley, 1993). 돌봄부담은 돌봄 활동의 결과

로 야기된 불안, 자유의 상실, 또는 기타 다른 심리적 고통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Lawton, Kleban, Moss, Rovine, & Glicksman, 1989). 반면에 긍정적 평가는 만족

(Lawton, Moss, Kleban, Glicksman, & Rovine, 1991), 보상(Picot, 1995), 이익(Walker

et al., 1992), 의미부여(Noonan, & Tennstedt, 1997)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중 만족감은 돌봄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돌봄만족으로 긍정적 측면의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적 측면의 개념인 돌봄부담과 공존하는 것으로 본다

(Kang, Shin, Choi, Sanjo, Yoon, Kim, et al., 2013). 돌봄만족은 돌봄경험으로부터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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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심리적 및 정서적 보상 등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Lawton, Moss, Kleban, Glicksman, & Rovine, 1991). 따라서 돌봄부담과 돌봄만족은

서로 공존하는 개념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 및

긍정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돌봄경험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경험 평가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제시되어 왔으나 Kramer(1997)의 연구에서는 역할

평가가 안녕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돌봄제공자가 돌봄경험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나아가 우울과 같은 심리적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조진호, 김병

수, 장성만, 2019; Clyburn, 2000).

이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thin 등(2017)의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돌봄부담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

감이 높았고, 추적조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의 질이

더 높아졌으며 치매 관련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돌봄부담과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Ainamani 등(2020)의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70%가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o, Lucidi와

Violani(2017)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이 높

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 Haverstocka, Ruthiga와 Chipperfield(2020)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킨다고 하였으

며, Quinn, Nelis, Martyr, Victor, Morris와 Clare(2019)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

의 안녕감이 낮은 것은 낮은 긍정적 면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안녕감 향상을 위해 긍

정적인 면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외 비공식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

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Maguire, Hanly, & Maguire, 2019).

따라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 및 부정적 측면에서의 돌봄경험 평가가 심

리적 안녕감이나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

수혜자 측면에서도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아졌다(백경숙, 권용신, 2008; 이혜정, 2019).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과 심리적 건강인 우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낮아졌다(김영욱, 변상해, 2020; 김재엽, 류원정, 최윤희, 2018; 유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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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홍승현, 2017).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긍정적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대상자는 다르지만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과 심리적 복지감을 설명한 윤성은과 한경혜(2002)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

인을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으로 보고하여,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부양지원 경험을 어

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고, 부양지원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대부분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돌봄부담과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하는데 그쳐 돌봄만족과 같

은 긍정적 평가를 함께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로, 이러한 돌봄부담과 만족은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돌봄의 과정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의 감정이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돌봄경험

의 긍정 및 부정적 차원이 포함된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까지 살펴

본 구조모형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awton, Kleban,

Moss, Rovine과 Glicksman(1989)의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돌봄경험 평

가 개념을 선정하여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

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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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개념적 기틀과 가설적 모형

3.1 연구의 개념적 기틀

Kramer(1997)는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은 배경 및 맥락, 중재과정, 안녕감 결과

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배경 및 맥락은 간호수혜자 특성과 잠재적 스트

레스원(예: 간호수혜자의 질병의 종류, 질병의 심각성, 인지 상태, 기능 수준, 문제행

동), 간호제공자 특성과 다른 삶의 책임들, 간호제공자의 태도 변인(예: 동기, 가치, 목

표)과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과정은 자원과 역할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원은 내적 자원(예: 대처, 개인적인 통제, 자기효능감, 건강, 지식, 강인함)과 외

적 자원(예: 사회적 지지, 실재적 자원)이 있다. 역할 평가는 역할 보상의 평가(예: 만

족감)와 역할 긴장의 평가(예: 부담감)를 말한다. 안녕감 결과는 긍정적 지표(예: 심리

적 안녕감)와 부정적 지표(예: 우울, 항정신성 약물 사용)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그림 1>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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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구성요소로는 배경 및 맥락에서 가족 간호제공

자의 태도 변인과 노력은 돌봄동기(김소영, 2013; 이영숙, 2010; 한경혜, 손정연, 2009;

Bandura, 1977 & 1986; Quinn, Clare, & Woods, 2010; Sarabia-Cobo, Pérez, Lorena,

Jalón, & Alconero-Camarero, 2020)로 하였다. 자원에서 내적 자원은 자기효능감(오

인옥, 김선아, 2015; 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으로, 외적 자원은

사회적 지지(강선경, 2008; 유승연, 2018; Au et al., 2009; Raina et al., 2003)로 하였

다. 중재과정은 돌봄경험 평가(Ainamani et al., 2020; 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로 하였는데, 돌봄경험에서 돌봄부담이 있을 때도 돌봄만족은 경험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Kang et al., 2013) 여러 차

원이 포함된 돌봄경험 평가로 구성하였다. 안녕감 결과는 안녕감 지표를 긍정적인 차

원을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좁고 제한된 정의(예: 긍정적 정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

적하면서 포괄적인 심리적 안녕감 지표의 활용을 제시하였다(Kramer, 1997). 그러므

로 안녕감 결과는 간호제공자 적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긍정 및 부정적 지

표를 모두 포함한 심리적 안녕감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 및 맥락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을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그림 2>.

<그림 2>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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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

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구성

하였다. 이 모형은 1개의 외생변수와 4개의 내생변수로, 외생변수의 측정변수는 3개, 내

생변수의 측정변수는 17개로 되어있으며, 외생변수에는 돌봄동기, 내생변수에는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으로 구성하였다<그림 3>.

1)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의 경로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고(Tan, Yuan, Devi, Wang, Ng, Goveas,

et al., 2021; Au et al., 2009),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Bandura, 1977 & 1986), 동기부여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전화 통화 중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자기효능감을 개선시켰으므로(Sarabia-Cobo, Pérez,

Lorena, Jalón, & Alconero-Camarero, 2020)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을

사회적 지지와 돌봄동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사회적 지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의 경로는 동거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자발적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았던(이영숙,

2010)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를 돌봄동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돌봄경험 평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의 경로는 돌봄만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오인옥, 김선아, 2015) 및 사회적 지지(김수영, 김진선, 윤현숙, 2004)가 높았고, 돌봄

부담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Liu, & Huang, 2018) 및 사회적 지지(유승연, 2018)와

가 낮았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돌봄경험 평가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돌봄동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로는 치매 환자 가족 부양자의 자발적 부양동기가 낮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아졌던

(김재민, 신일선, 윤진상, 2001) 선행연구에 의해 추가되었다.

4) 심리적 안녕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의 경로는 돌봄동기(Quinn, Clare, W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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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자기효능감(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 사회적 지지(Au et

al., 2009)가 높을수록, 돌봄경험 평가(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

Maguire, Hanly, & Maguire, 2019)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던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X1: 호혜성(Reciprocity) Y7: 만족감(Satisfaction)
X2: 의무감(Sense of obligation) Y8: 숙련감(Mastery)
X3: 대안의 부재(absence of alternatives) Y9: 부담감(Burden)
Y1: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rest) Y10: 요구감(Demand)
Y2: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to respond to problem behavior)
Y11: 영향감(Impact)
Y12: 불안(Anxiety)

Y3: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to control painful
thoughts about caregiving)

Y13: 우울감(Depression)

Y14: 긍정적 안녕감(Positive well-being)

Y4: 정서적지지(Emotional support) Y15: 자기통제(Self Control)
Y5: 정보적지지(Informational support) Y16: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Y6: 실재적지지(Tangible support) Y17: 활력(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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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가설

본 연구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돌봄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돌봄동기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돌봄동기는 돌봄경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은 돌봄경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지지는 돌봄경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돌봄동기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돌봄경험 평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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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경로

를 밝힘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

기 위한 구조모형 연구이다.

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W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윤경아, 손의

성, 조주연, 2016)

2) 치매 환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자(이윤희, 박명화, 2016)

3) 치매 환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자(접촉빈도가

최소 주 1회 이상)(이윤희, 박명화, 2016; 임경춘, 2019)

4) 만 20세 이상인 자

5) 본 연구의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

구조모형 연구에서 적정 표본크기는 모형의 복잡성, 측정 특성,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한 표본크기가 요구되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 검정력을 판단하기 위한 표본크기



- 26 -

는 변수 당 5-20배 정도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배병렬, 2007). 또한, 연구자

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키고, 표본크기가 150∼200개로 연구모형을 구축한다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의 사용이 가능하다(Hoogland, & Boomsma, 1998).

이를 근거로 관측변수가 20개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본수를 300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응답

의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총 297부(99%)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

하였다.

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매 환자 특성 44문항, 가족 돌봄제공자 특성 6문항,

돌봄동기 9문항, 자기효능감 15문항, 사회적 지지 10문항, 돌봄경험 평가 27문항, 심리

적 안녕감 22문항으로 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도구 개발자나

관련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표 1>

과 같다.

4.3.1 치매 환자 특성

치매 환자 특성은 성별, 연령, 유병기간의 3문항, 일상생활수행능력 17문항, 인지 및

문제행동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일상생활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수행은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으로 하였다. 치매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Katz, Ford,

Moskowitz, Jackson과 Jaffe(1963)가 개발한 Katz's Index를 원장원, 양금열, 노용균,

김수영, 이은주, 윤종률 등(2002)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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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훈(201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Lawton과

Brody(1969)가 개발한 도구를 원장원 등(2002)이 한국인의 생활환경 및 문화에 적합하

도록 수정한 도구를 조범훈(201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기본

적 일상생활수행능력 7문항,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어렵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어렵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원장원(2002)의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조범훈(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6으로, 하위영역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Cronbach's ⍺는 .95,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Cronbach's ⍺는 .94였다.

2) 인지 및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인지 및 문제행동은 Zarit, & Zarit(1982)가 개발한 인지

및 문제행동 개정점검표를 Teri, Truax, Logsdon, Uomoto, Zarit, & Vitaliano(1992)

가 수정한 것을 이민홍과 윤은경(2007)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우울증상 9문항, 공격증상 8문항, 기억 관련 문제 7문항의 총 24문항을 구성되었

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횟수는 ‘매일’ 1점, ‘3-4회’ 2점, ‘1-2회’ 3점, ‘지난

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다’ 4점, ‘증상이 없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적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민홍과 윤은경(2007)의 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는 .80으로, 하위영역의 우울증상 Cronbach's ⍺는 .80, 공격증상

Cronbach's ⍺는 .71, 기억 관련문제 Cronbach's ⍺는 .81이었다.

4.3.2 가족 돌봄제공자 특성

가족 돌봄제공자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유무, 환자와의 관계, 돌봄기간(개월), 돌

봄시간(하루동안)을 포함해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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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돌봄동기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는 한경혜와 이서연(2009)의 척도를 박지

영(201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호혜성 3문항, 의무감 3문항,

대안의 부재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동기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지영(2012)의 연구에서 호혜성 Cronbach's α는 .74, 의무감

Cronbach's α는 .76, 대안의 부재 Cronbach's α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는 .80으로, 하위영역의 호혜성 Cronbach's ⍺는 .72, 의무감 Cronbach's ⍺는 .60, 대안의
부재 Cronbach's ⍺는 .61이었다.

4.3.4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은 Steffen 등(2002)이 개발한 도구를 정

기정(2015)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휴식을 얻기 위한 자기효능감 5문

항,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5문항,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

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5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0-100점으로 평

가하도록 되어있고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제공자의 돌봄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기정(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는 .94로, 하위영역의 휴식을 얻기 위한 자기효능감 Cronbach's ⍺는
.91,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Cronbach's ⍺는 .92,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Cronbach's ⍺는 .92였다.

4.3.5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는 Sherbourne와 Stewart(1991)가 개발

한 MOS-SSS를 조범훈(201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MOS

-SSS 척도 중에서 치매 가족에 대한 이웃, 친구,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적합한 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실재적 지지 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는지를 5점 Likert 척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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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조범훈(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0으로, 하위영역의 정서적 지지 Cronbach's ⍺
는 .81, 정보적 지지 Cronbach's ⍺는 .72, 실재적 지지 Cronbach's ⍺는 .74였다.

4.3.6 돌봄경험 평가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경험 평가는 Lawton 등(2000)이 개정한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을 Lee 등(2007)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인

Korean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 (K-RCAS)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

담감 9문항, 만족감 6문항, 숙련감 6문항, 요구감 3문항, 영향감 3문항으로 총 2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가족 돌봄 제공자가 돌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5문

항과 돌봄경험의 수용정도에 관한 22문항으로 구분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총 점수 135점 만점이다. 이 도구를 사용했던 홍지연(2020)의 연구에서 문항 중

1, 14, 15, 16, 19번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문항을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는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강

현철, 2019) 하위영역에서 적재값의 방향이 다른 부담감, 요구감, 영향감을 역코딩하여

방향성을 통일하였다. 이로 인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지와 평가를 내리고 있

음을 의미한다. Lee 등(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하위영역의 부

담감 Cronbach's α는 .85, 만족감 Cronbach's α는 .85, 숙련감 Cronbach's α는 .52, 요구감

Cronbach's α는 .40, 영향감 Cronbach's α는 .68이었다. 홍지연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76으로, 하위영역의 만족감 Cronbach's ⍺는
.84, 숙련감 Cronbach's ⍺는 .75, 부담감 Cronbach's ⍺는 .86, 요구감 Cronbach's ⍺는
.72, 영향감 Cronbach's ⍺는 .82였다.

4.3.7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Dupuy(1984)가 개발한 PGWBI를

Mapi Research Trust의 PROQOLID (Patient-Reported Outcome and Quality of Life

Instruments Database)로 부터 제공받은 한국어 번안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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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5문항, 우울감 3문항, 긍정적 안녕감 4문항, 자기통제, 3문항 전반적 건강 3문항,

활력 4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0점에서 5점까

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Dupuy(1984)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4로, 하위영역의 불안 Cronbach's ⍺는 .82, 우울감 Cronbach's ⍺
는 .80, 긍정적 안녕감 Cronbach's ⍺는 .80, 자기통제 Cronbach's ⍺는 .73, 전반적

건강 Cronbach's ⍺는 .76, 활력 Cronbach's ⍺는 .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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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N=297)

변수 하위영역 항목수 신뢰도값(Cronbach's α)

일상생활
수행능력

17 .96
기본적 7 .95
도구적 10 .94

인지 및
문제행동

24 .80
우울증상 9 .80
공격증상 8 .71
기억관련문제 7 .81

돌봄동기 9 .80
호혜성 3 .72

의무감 3 .60

대안의 부재 3 .61
자기효능감 15 .94

휴식을 얻기 위한 자기효능감 5 .91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5 .92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5 .92

사회적지지 10 .90
정서적지지 4 .81

정보적지지 3 .72

실재적지지 3 .74
돌봄경험평가 27 .76

만족감 6 .84

숙련감 6 .75

부담감 9 .86

요구감 3 .72

영향감 3 .82
심리적안녕감 22 .94

불안 5 .82

우울감 3 .80

긍정적 안녕감 4 .80

자기통제 3 .73

전반적 건강 3 .76

활력 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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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 제출하

여 승인(CR320193)을 받은 후 2021년 4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W시에 위치한 Y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외래에서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 후 진행

되었다.

2) 강원도 W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의 책임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3) 연구대상자 방문 시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설명문을 드리고 연구의 목

적, 자료수집 내용과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

를 받았다.

4)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이 승인된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응답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

명하였다.

5) 설문지 작성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응답 후 바로 설문지를 회

수하였고, 회수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치매 환자와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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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환자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의 유의성, 직접효과, 간접효

과 및 총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Ÿ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Ÿ 구조모형검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Ÿ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가설검정은 일반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적합도 평가를 위해 표준카이자승치(χ2/df),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기초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

평균제곱잔차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표준

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부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 근사오차평균제곱근의 제곱근(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예측적합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를 이용하였다.

Ÿ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래핑을 이용하였다.

4.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CR320193)

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설문지 배부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참여 절차, 연구 참여에 대

한 이익과 위험,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어

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서면동의서에 연구 참여는 대상

자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름을 명시하였고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면 승낙을 한 경

우에만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되어 개인의 비

밀이 보장되었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연구 종료 후 3년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된 후 폐기됨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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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5.1 대상자 및 치매 환자 특성

5.1.1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는

여자가 196명(66%)이었고, 평균연령은 60.70세(범위: 31-83세)였다. 직업 유무는 직업

이 있다가 151명(50.8%)이었으며, 환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155명(52.2%)이었다. 돌봄

기간은 37개월 이상이 117명(39.4%), 돌봄시간은 10시간 이상이 158명(53.2%)이었다.

표 2. 대상자 특성
(N=297)

1: 형제자매, 사위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별 여자 196(66.0)
남자 101(34.0)

연령(세) ≤49 45(15.2)
60.70±10.86
(31-83)

50-59 116(39.0)
60-69 67(22.6)
≥70 69(23.2)

직업유무 있다 151(50.8)
없다 146(49.2)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83(27.9)
며느리 49(16.5)
자녀 155(52.2)
기타1 10(3.4)

돌봄기간(개월) ≤12 24(8.1)
13-24 76(25.6)
25-36 80(26.9)
≥37 117(39.4)

돌봄시간(하루동안)
≤3 54(18.2)
4-6 67(22.6)
7-9 18(6.0)
≥10 15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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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치매 환자 특성

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 특성은 <표 3>과 같다. 치매 환자는 여자가 182명(61.3%)

이었고, 평균연령은 80.52세(범위: 58-96세)였으며. 80세 이상의 치매 환자가 가장 많

았다. 유병기간은 37개월 이상이 114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균 3.56±0.86점이었고, 인지 및 문제행동의 평균은 3.72±0.45점이었다.

표 3. 치매 환자 특성
(N=297)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별 여자 182(61.3)

남자 115(38.7)

연령(세) ≤69 12(4.0)
80.52±5.81
(58-96)

70-79 109(36.7)

≥80 176(59.3)

유병기간(개월) ≤12 16(5.4)

13-24 74(24.9)

25-36 93(31.3)

≥37 114(38.4)

일상생활수행능력 기본적(ADL) 3.02±0.99 3.56±0.86
(1-5)도구적(IADL) 3.93±0.84

인지 및 문제행동 우울증상 4.27±0.62
3.72±0.45
(1-5)

공격증상 4.51±0.48

기억관련문제 2.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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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자 및 치매 환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5.2.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

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40대 이하, 50-60대는 70대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F=19.20, p<.001). 직업 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직업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4.97, p<.001). 환자와의 관계에 따른 심리

적 안녕감의 차이에서도 자녀가 배우자, 기타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F=20.78, p<.001). 돌봄기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12개월 이하가 25-36개월, 37개

월 이상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F=4.51, p=.004). 돌봄시간에 따른 심

리적 안녕감은 3시간 이하가 10시간 이상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F=10.54, p<.001).

표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N=297)

1: 형제자매, 사위, * Scheffé test

특성 구분 실수
심리적 안녕감

평균±표준편차 t/F p
성별 여자 196 2.96±0.74

.17 .867
남자 101 2.94±0.74

연령(세)* ≤49a 45 3.24±0.56

19.20 <.001
(d<a,b,c)

50-59b 116 3.16±0.64
60-69c 67 2.93±0.83
≥70d 69 2.44±0.65

직업유무 있다 151 3.16±0.67
4.97 <.001

없다 146 2.75±0.75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a 83 2.50±0.69

20.78
<.001
(a,d<c)

며느리b 49 2.99±0.60
자녀c 155 3.21±0.69
기타1,d 10 2.64±0.61

돌봄기간(개월)* ≤12a 24 3.36±0.80

4.51
.004
(c,d<a)

13-24b 76 3.07±0.67
25-36c 80 2.92±0.74

≥37d 117 2.82±0.73

돌봄시간*
(하루동안)

≤3a 54 3.29±0.65

10.54
<.001
(d<a)

4-6b 67 3.14±0.66
7-9c 18 3.09±0.69
≥10d 158 2.7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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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치매 환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의 치매 환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92, p=.004) 여자 환자일 때가 남자일 때

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표 5. 치매 환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N=297)

5.2.3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 및 문제행동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치매 환자 특성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 및 문제행동과 심리적 안녕감

은 상관관계로 확인하였다<표 6>.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질

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아졌다(r=-.296, p<.001).

표 6.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 및 문제행동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N=297)

***p<.001

특성 구분 실수
심리적 안녕감

평균±표준편차 t/F p

성별 여자 182 3.05±0.72
2.92 .004

남자 115 2.30±0.75

≤69 12 2.87±0.83연령(세)
0.14 .86770-79 109 2.94±0.73

≥80 176 2.97±0.75

유병기간(개월) ≤12 16 3.26±0.82

2.69 .046
13-24 74 3.09±0.68
25-36 93 2.94±0.80
≥37 114 2.84±0.70

변수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 및
문제행동

r(p) r(p) r(p) r(p)

심리적 안녕감 -.296*** -.265*** -.297*** .0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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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측정변수의 수준을 보면,

5점 만점에 돌봄동기는 평균 3.09±0.88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2.69±0.80점, 돌봄경험 평가

는 평균 2.70±0.57점,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2.95±0.74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100점 만

점에 평균 55.66±18.02점이었다.

비정규성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으로 나타난다. 그 중 일변량 정규성은

개별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는데, 분포가 비정규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왜도와 첨도

의 두 가지가 있다. 일변량 왜도와 첨도 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방법은 절대값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큰 경우,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큰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21).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분

석 결과,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이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큰

경우가 없어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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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증
(N=297)

변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외생변수

돌봄동기 1-5 3.09±0.88 1.00 5.00 -.02 -.47

호혜성 3.50±1.05 1.00 5.00 -.44 -.47

의무감 2.90±1.15 1.00 5.00 -.44 -.90

대안의 부재 2.87±1.05 1.00 5.00 .03 -.64

내생변수

자기효능감 0-100 55.66±18.02 8.00 100.00 .09 -.47

휴식을 얻기 위한
자기효능감 50.92±23.98 0.00 100.00 -.11 -.65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59.40±19.31 4.00 100.00 .12 -.63

돌봄에 대한 고통스
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56.67±17.58 12.00 100.00 .17 -.27

사회적지지 1-5 2.69±0.80 1.00 4.92 .05 -.27

정서적지지 2.86±0.87 1.00 5.00 .15 -.15

정보적지지 2.78±0.85 1.00 5.00 .02 -.24

실재적지지 2.41±0.95 1.00 5.00 .44 -.33

돌봄경험평가 1-5 2.70±0.57 .93 4.21 .05 -.10

만족감 3.01±0.83 1.33 5.00 .25 -.14

숙련감 3.08±0.70 1.33 5.00 .11 -.01

부담감 2.40±0.78 .22 4.00 -.16 -.26

요구감 2.43±0.80 .00 4.00 .04 -.21

영향감 2.59±1.16 .00 4.00 -.55 -.75

심리적안녕감 0-5 2.95±0.74 1.00 4.74 -.08 -.51

불안 3.05±0.80 .80 5.00 -.16 -.14

우울감 2.73±0.86 .25 4.50 -.17 -.60

긍정적 안녕감 3.41±0.95 .67 5.00 -.44 -.26

자기통제 3.01±0.96 .33 5.00 -.37 -.33

전반적 건강 3.11±0.87 .67 5.00 .01 -.36

활력 2.41±0.84 .50 4.50 .1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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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의 검증에 앞서 살펴본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8>. 대상자의 돌봄동기는 자기효능감(r=.509,

p<.001), 사회적 지지(r=.514, p<.001), 돌봄경험 평가(r=.526, p<.001), 심리적 안녕감

(r=.63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돌봄경험 평가

(r=.633, p<.001), 심리적 안녕감(r=.74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r=.598, p<.001), 돌봄경험 평가(r=.583, p<.001), 심리적 안

녕감(r=722,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돌봄경험 평가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625, p<.001). 측정변수의 각 하위영역

은 돌봄동기의 호혜성과 돌봄경험 평가의 영향감, 돌봄경험 평가의 숙련감과 영향감

사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9>.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표 10>

과 같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 절대값 .9이상, 공차한

계(tolerance) .1 이하,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10 이상일 경우 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된다(강현철, 2019; 곽재민, 2013). 본 연구에서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7이하, 공차한계 .5이상, 분산확대인자 1.985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

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N=297)

***p<.001

변수
돌봄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돌봄경험평가 심리적안녕감

r(p) r(p) r(p) r(p) r(p)

돌봄동기 1

자기효능감 .509*** 1

사회적지지 .514*** .598*** 1

돌봄경험평가 .526*** .633*** .583*** 1

심리적안녕감 .637*** .747*** .722*** .6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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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측정변수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N=297)

*p<.05, **p<.01, ***p<.001

변수
돌봄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돌봄경험평가 심리적안녕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1. 호혜성 1

2. 의무감 .54*** 1

3. 대안의부재 .45*** .46*** 1

4.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

.34*** .43*** .30*** 1

5. 문제행동대응
자기효능감

.29*** .42*** .34*** .68*** 1

6. 돌봄생각통제
자기효능감

.35*** .46*** .38*** .60*** .77*** 1

7. 정서적지지 .40*** .49*** .33*** .53*** .48*** .46*** 1

8. 정보적지지 .33*** .44*** .30*** .49*** .49*** .49*** .79*** 1

9. 실제적지지 .35*** .42*** .32*** .49*** .46*** .41*** .68*** .70*** 1

10. 만족감 .37*** .48*** .23*** .34*** .40*** .42*** .35*** .39*** .33*** 1

11. 숙련감 .35*** .45*** .27*** .26*** .29*** .34*** .40*** .39*** .34*** .57*** 1

12. 부담감 .27*** .43*** .29*** .55*** .51*** .47*** .46*** .50*** .52*** .37*** .26*** 1

13. 요구감 .22*** .31*** .30*** .33*** .38*** .39*** .33*** .31*** .36*** .23*** .19*** .44*** 1

14. 영향감 .10 .19** .19*** .34*** .38*** .36*** .26*** .26*** .28*** .160** .01 .54*** .35*** 1

15. 불안 .49*** .49*** .43*** .56*** .56*** .57*** .62*** .56*** .58*** .36*** .25*** .54*** .39*** .32*** 1

16. 우울감 .31*** .43*** .44*** .61*** .57*** .57*** .51*** .53*** .50*** .30*** .18*** .50*** .34*** .35*** .66*** 1

17. 긍정적안녕감 .48*** .49*** .48*** .51*** .54*** .51*** .58*** .56*** .54*** .36*** .34*** .52*** .36*** .28*** .74*** .56*** 1

18. 자기통제 .39*** .48*** .43*** .53*** .50*** .51*** .55* .54*** .55*** .26*** .25*** .54*** .35*** .28*** .69*** .67*** .61*** 1

19. 전반적건강 .39*** .47*** .43*** .57*** .56*** .58*** .58*** .54*** .52*** .33*** .22*** .49*** .32*** .36*** .69*** .69*** .59*** .60*** 1

20. 활력 .32*** .42*** .41*** .64*** .60*** .58*** .54*** .51*** .55*** .33*** .20*** .55*** .36*** .39*** .67*** .77*** .50*** .62*** .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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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측정변수 간 다중공선성

*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well-being

변수 공차한계 분산확대인자

돌봄동기 .637 1.569

자기효능감 .504 1.985

사회적지지 .543 1.840

돌봄경험평가 .50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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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구조모형 분석

5.5.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평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x2=504.577, DF=160, CMIN/DF=3.154, GFI=.837, AGFI=.786, CFI=.906,

NFI=.869 TLI=.888, SRMR=.058, RMSEA=.085로 나타나 GFI와 AGFI는 최적모형의

기준인 ≥.9에 미치지 못하였다.

신뢰도는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즉, 신뢰성이 낮다는 것은

그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이외의 오차를 많이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계수, 2011). Cronbach's ⍺값이 최소한 .6이상(Nunnally, 1978), 개념신뢰도는 .7이상

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계수, 2011; 배병렬, 2021).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

의 Cronbach's α값은 .76-.94였고,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는 .70-.92로 기준에 충족한

수치로 나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표 1>.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에 잘 수렴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집중타당도 검증을 위한 기준은 각 요인에 대한 표준화계수

.5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p<.05),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7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5이상이었다(배병

렬, 2021;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본 연구에서 돌봄동기와 돌

봄경험 평가의 AVE가 각각 .485, .332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AVE가 .5미만이

더라도 CR이 기준을 충족하면 CR값만으로도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므로

(Fornell, & Larcker, 1981) CR값이 모두 .7이상으로 나와 적절하다고 본다. 표준화계

수는 숙련감(.471)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5이상이며 p<.001로 유의하여 이상을 종합

하여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에 측정치에 있어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는 것으로 개념을 측정했을 때 측정값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잠

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 이상이면 잠재변수 간의 상이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 측정모



- 44 -

형의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50∼.74 범위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표 8>.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이용한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는 돌봄동기에

호혜성 3문항, 의무감 3문항, 대안의 부재 3문항, 자기효능감에 휴식을 얻기 위한 자

기효능감 5문항,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5문항,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

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5문항, 사회적 지지에 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실재적 지지 3문항, 돌봄경험 평가에 만족감 6문항, 숙련감 6문항, 부담감

9문항, 요구감 3문항, 영향감 3문항, 심리적 안녕감에 불안 5문항, 우울 3문항, 긍정적

안녕감 4문항, 자기통제 3문항, 전반적 건강 3문항, 활력 4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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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평가

X1: 호혜성(Reciprocity) Y7: 만족감(Satisfaction)
X2: 의무감(Sense of obligation) Y8: 숙련감(Mastery)
X3: 대안의 부재(absence of alternatives) Y9: 부담감(Burden)
Y1: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rest) Y10: 요구감(Demand)
Y2: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to respond to problem behavior)
Y11: 영향감(Impact)
Y12: 불안(Anxiety)

Y3: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to control painful
thoughts about caregiving)

Y13: 우울감(Depression)
Y14: 긍정적 안녕감

(Positive well-being)
Y4: 정서적지지(Emotional support) Y15: 자기통제(Self Control)
Y5: 정보적지지(Informational support) Y16: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Y6: 실재적지지(Tangible support) Y17: 활력(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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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확인적 요인분석
(N=297)

잠재변수/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임계비
유의

확률(p)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돌봄동기

.737 .485
의무감 1.000 .781

호혜성 .785 .674 .075 10.397 <.001

대안의 부재 .729 .626 .075 9.709 <.001

자기효능감

.874 .699

휴식을 얻기 위한
자기효능감

1.000 .778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914 .883 .057 16.131 <.001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
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795 .843 .052 15.393 <.001

사회적 지지

.888 .726
정서적지지 1.000 .879

정보적지지 .983 .879 .050 19.649 <.001

실재적지지 .993 .795 .059 16.837 <.001

돌봄경험평가

.706 .332

만족감 .796 .566 .088 9.054 <.001

숙련감 .564 .471 .075 7.511 <.001

부담감 1.000 .758

요구감 .739 .539 .086 8.616 <.001

영향감 .993 .501 .124 8.005 <.001

심리적안녕감

.921 .661

불안 .899 .855 .054 16.567 <.001

우울감 .935 .821 .060 15.717 <.001

긍정적 안녕감 .955 .761 .067 14.241 <.001

자기통제 1.000 .786

전반적 건강 .933 .809 .061 15.412 <.001

활력 .904 .810 .058 15.44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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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에 대한 경로와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것으로 측정모형을 고려한 가설적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가설적 모형의 경로 

X1: 호혜성(Reciprocity) Y7: 만족감(Satisfaction)
X2: 의무감(Sense of obligation) Y8: 숙련감(Mastery)
X3: 대안의 부재(absence of alternatives) Y9: 부담감(Burden)
Y1: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rest) Y10: 요구감(Demand)
Y2: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to respond to problem behavior)
Y11: 영향감(Impact)
Y12: 불안(Anxiety)

Y3: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to control painful
thoughts about caregiving)

Y13: 우울감(Depression)
Y14: 긍정적 안녕감

(Positive well-being)
Y4: 정서적지지(Emotional support) Y15: 자기통제(Self Control)
Y5: 정보적지지(Informational support) Y16: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Y6: 실재적지지(Tangible support) Y17: 활력(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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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우

도 추정법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표 12>

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 시 CMIN/DF (≤3), GFI (Goodness of Fit Index, ≥.90),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9), CFI (Comparative Fit Index, ≥.9), NFI (Normed Fit

Index, ≥.9), TLI (Tucker & Lewis Index, ≥.9),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8),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8),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0에 가까울수록 적합) 등의 지표를 모형의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배병렬,

2021).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CMIN/DF 2.911, GFI .837, AGFI .786,

CFI .906, NFI .869, TLI .888, SRMR .058, RMSEA .085로 나타났다. 그 중 GFI와

AGFI가 최적모형의 기준인 ≥.9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표 1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N=297)

DF=Degree of Freedom,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적합
도
지수

CMIN (χ2) CMIN/
DF

GFI AGFI CFI NFI TLI SRMR RMSEA AIC
x2 DF P

기준 >.05 ≤3 ≥.9 ≥.9 ≥.9 ≥.9 ≥.9 ≤.08 ≤.08

가설
모형 504.577 160 <.001 3.154 .837 .786 .906 .869 .888 .058 .085 6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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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가설적 모형의 수정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 간에 측정오차의 연관성이 높은 요인 내 측정오차항을 연결

한 수정모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수정모형의 경로 

X1: 호혜성(Reciprocity) Y7: 만족감(Satisfaction)
X2: 의무감(Sense of obligation) Y8: 숙련감(Mastery)
X3: 대안의 부재(absence of alternatives) Y9: 부담감(Burden)
Y1: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rest) Y10: 요구감(Demand)
Y2: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to respond to problem behavior)
Y11: 영향감(Impact)
Y12: 불안(Anxiety)

Y3: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to control painful
thoughts about caregiving)

Y13: 우울감(Depression)
Y14: 긍정적 안녕감

(Positive well-being)
Y4: 정서적지지(Emotional support) Y15: 자기통제(Self Control)
Y5: 정보적지지(Informational support) Y16: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Y6: 실재적지지(Tangible support) Y17: 활력(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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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절대적합도지수 및 증분적합도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적

합도를 판단한 결과, GFI, AGFI의 중요 지수들이 최적모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 모형 제시를 위한 모형 수정을 시행하였으며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13>과 같다.

모형의 수정은 잠재변수의 측정지표의 오차항을 공분산 관계로 연결하는 ‘요인 내

측정오차상관기법을 이용하였으며(배병렬, 2021), 모형의 수정지수(MI)가 수정기준인

5-10을 초과하는 관계를 확인하였다(김계수, 2010). 그에 따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

하면서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과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

능감(e4↔e6, MI=8.210), 만족감과 숙련감(e10↔e11, MI=56.336), 불안과 긍정적 안녕감(e15↔

e17, MI=13.136), 우울과 자기통제(e16↔e18, MI=9.348), 우울과 전반적 건강(e16↔e19,

MI=6.226), 우울과 활력(e16↔e20, MI=37.538), 긍정적 안녕감과 활력(e17↔e20, MI=18.457)의

오차항을 연결하여 양방향 관계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GFI는 .900, AGFI는 .862로 개선되었고, AGFI는 적합도 기준을 ≥.8(Bagozzi, &

Yi, 1988)로 보는 경우에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정모형의 모든 적

합도 지수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

였다.

표 13. 수정모형의 적합도
(N=297)

DF=Degree of Freedom,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적합
도
지수

CMIN (χ2) CMIN
/DF

GFI AGFI CFI NFI TLI SRMR RMSEA AIC
x2 DF P

기준 >.05 ≤3 ≥.9 ≥.9 ≥.9 ≥.9 ≥.9 ≤.08 ≤.08

가설
모형

504.577 160 <.001 3.154 .837 .786 .906 .869 .888 .058 .085 604.577

수정
모형 324.034 153 <.001 2.118 .900 .862 .953 .916 .942 .058 .061 43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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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를 추정하여 그 유의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14, 표 15>와 같다. 수정모형의 회귀계

수의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표준화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를 제시하

였고 외생변수에 따른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치의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Regression

Weight), 표준화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임계비(Critical Ratio),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배병렬, 2021).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총 10개 중 9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동기에서 돌봄경험 평가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β=.175,

p=.055).

자기효능감은 돌봄동기(β=.361, p<.001), 사회적 지지(β=.420, p<.001)로부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 변인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50.1%였다. 이는 재

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돌봄동기(β=.640, p<.001)로부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돌봄

동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명력은 40.9%였다. 이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

자의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돌봄경험 평가는 자기효능감(β=.443, p<.001), 사회적 지지(β=.283, p<.001)로부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 변인들의 돌봄경험 평가에 대한 설명력은 63.1%였

다. 이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돌봄경험 평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

봄동기는 돌봄경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175, p=.055).

심리적 안녕감은 돌봄동기(β=.269, p<.001), 자기효능감(β=.311, p<.001), 사회적 지

지(β=.302, p<.001) 및 돌봄경험 평가(β=.185, p=.015)로부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

았다. 이 변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85%였다. 이는 재가 치매 환자 가

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돌봄경험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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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수정모형에서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N=297)

잠재변수 관찰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유의
확률(p)

다중상관
자숭(R2)

돌봄동기 의무감 1.000 .767 .588

호혜성 .810 .683 <.001 .466

대안의 부재 .752 .634 <.001 .402

자기효능감 휴식을 얻기위한 자기

효능감
1.000 .826 .683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834 .856 <.001 .733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

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779 .878 <.001 .771

사회적지지 정서적 지지 1.000 .881 .777

정보적 지지 .978 .876 <.001 .768

실제적 지지 .991 .796 <.001 .633

돌봄경험

평가

만족감 .592 .478 <.001 .229

숙련감 .370 .351 <.001 .123

부담감 .963 .829 <.001 .688

요구감 .661 .549 <.001 .301

영향감 1.000 .574 .329

심리적

안녕감

불안 .900 .846 <.001 .715

우울감 .888 .771 <.001 .595

긍정적안녕감 .983 .776 <.001 .602

자기통제 1.000 .777 .604

전반적 건강 .935 .801 <.001 .642

활력 .908 .808 <.001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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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수정모형에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297)

 

내생변수 외생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임계비
유의
확률(p)

다중상관
자숭(R2)

자기효능감 ← 돌봄동기 8.097 .361 1.863 4.347 <.001
.501

← 사회적지지 10.860 .420 1.973 5.505 <.001

.409사회적지지 ← 돌봄동기 .554 .640 .064 8.683 <.001

.631

돌봄경험

평가

← 돌봄동기 .132 .175 .069 1.920 .055

← 자기효능감 .015 .443 .003 4.874 <.001

← 사회적지지 .246 .283 .075 3.304 <.001

.850

심리적

안녕감
← 돌봄동기 .227 .269 .055 4.407 <.001

← 자기효능감 .012 .311 .003 4.663 <.001

← 사회적지지 .295 .302 .059 4.992 <.001

← 돌봄경험평가 .208 .185 .086 2.427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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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본 연구는 수정모형에서 내생변수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로 분석하였으며, 직·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트스트래

핑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수정모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경로 중 직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9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6

개, 총 효과는 10개에서 유의했으며, 돌봄경험 평가에 대한 돌봄동기의 직접효과를 제

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6>.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에 대한 돌봄동기(β=.361,

p<.001)와 사회적 지지(β=.420, p<.001)의 직접효과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돌봄동기(β=.640, p<.001)의 직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돌봄경험 평가에 대한 자기효능감(β=.443, p<.001)과 사회적 지지(β=.283, p=.002)의

직접효과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돌봄동기의 직접효과(β=.175, p=.113)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돌봄동기(β=.269, p=.002), 자기효능감(β=.311, p<.001), 사회

적 지지(β=.302, p=.001), 돌봄경험 평가(β=.185, p=.042)의 직접효과는 각각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한 수정모형의 최종 경로 효과분석 결과는 <그

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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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수정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297)

* 표준화 추정치를 제시함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p)* 간접효과(p)* 총효과(p)*

자기효능감 돌봄동기 .361(<.001) .268(<.001) .630(<.001)

사회적지지 .420(<.001) .420(<.001)

사회적지지 돌봄동기 .640(<.001) .640(<.001)

돌봄경험

평가

돌봄동기 .175(.113) .460(<.001) .635(<.001)

자기효능감 .443(<.001) .443(<.001)

사회적지지 .283(.002) .186(<.001) .469(<.001)

심리적

안녕감

돌봄동기 .269(.002) .506(<.001) .775(<.001)

자기효능감 .311(<.001) .082(.041) .393(<.001)

사회적지지 .302(.001) .217(.001) .519(<.001)

돌봄경험평가 .185(.042)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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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정모형의 최종 경로 효과분석 결과

X1: 호혜성(Reciprocity) Y1: 휴식을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rest) Y9: 부담감(Burden)
X2: 의무감(Sense of obligation) Y2: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to respond to problem behavior) Y10: 요구감(Demand)
X3: 대안의 부재

(absence of alternatives)
Y3: 돌봄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 통제를 위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to control painful thoughts about caregiving)
Y11: 영향감(Impact)
Y12: 불안(Anxiety)

Y4: 정서적지지(Emotional support) Y13: 우울감(Depression)
Y5: 정보적지지(Informational support) Y14: 긍정적 안녕감 (Positive well-being)
Y6: 실재적지지(Tangible support) Y15: 자기통제(Self Control)
Y7: 만족감(Satisfaction) Y16: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Y8: 숙련감(Mastery) Y17: 활력(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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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가설 중 9개의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1개의 가설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 ‘돌봄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361, p<.001), 간접효과(β=.268, p<.001)와

총 효과(β=.630,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420,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돌봄동기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설 검

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640,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

되었다.

가설 4. ‘돌봄동기는 돌봄경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

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간접효과(β=.460, p<.001)와 총 효과(β=.635,

p<.001)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β=.175, p=.1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은 돌봄경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

가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443,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

여 지지되었다.

가설 6. ‘사회적 지지는 돌봄경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

구가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283, p=.002), 간접효과

(β=.186, p<.001)와 총 효과(β=469,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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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돌봄동기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269, p=.002), 간접효과(β=.506,

p<.001)와 총 효과(β=.775,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8.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

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311, p<.001), 간접효과(β=.082,

p=.041)와 총 효과(β=.393,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9.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

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302, p=.001), 간접효과(β=.217

p=.001)와 총 효과(β=.519,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0. ‘돌봄경험 평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연구가

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효과(β=.185, p=.042)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 59 -

제 6 장 논의

본 연구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재가 치

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적합도와 가설

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

녕감 구조모형의 타당성과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6.1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본 연구는 Kramer (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이 우리나라의 재가 치매 환

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을 활용한 대부분 연구는 일부 개

념만을 활용하여 관련요인을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Kramer(1997)가 제시한 적

응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으며 분석한 결과 총 10개 중 9개의 경로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85%였다. 이는 설문조사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모형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결정계수가((R2)가 0.5이상이면 충분

히 설명력이 높다(곽재민, 2013)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돌봄경험 평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은 모델을 활용한 다른 연구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을 활용하면서 그

외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모델, Lawton, Moss, Kleban,

Glicksman과 Rovine(1991)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2요인 모델을 토대로

정신장애 보호제공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김연수(2006)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

력은 긍정적 차원이 51.8%, 부정적 차원이 36.6%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일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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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대상자의 연구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의 설명력

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연수(2006)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모델

에서 사회적 지지 변인의 구성에 있어 정신보건서비스체계로부터의 공식적 지지가 포

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제공받는 모든 지지체계를 포함한

점과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보호제공 가족원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포함하지 않

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기통제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같은 모델의 적용은 아니지만 Pearlin, Mullan,

Semple과 Skaff(1990)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근거로 같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

자를 대상으로 한 Raina 등(2003)의 연구에서는 44%의 설명력을 보여 본 연구에 비

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Lawton 등(1991)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의 2요

인 모델을 토대로 정신지체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Smith(1996)의 연구에서의

설명력은 긍정적 차원이 29%, 부정적 차원이 38%로 나타났다. 이렇듯 같은 모델을

적용하지 않아 비교에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은

Raina 등(2003)과 Smith(1996)의 연구 모형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태도 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

응 개념모델에서 특히 이러한 개인 태도 변인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연

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본 연

구의 최종 모형은 적합도 권장기준을 충족하였고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고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에서 설명

하는 모든 개념을 적용하여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

감을 설명함으로써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은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

델이 우리나라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이렇게 검증된 경로는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와 상대적 중요성을 제시함

으로써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시

중재 변인과 중재의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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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효과를 미치

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돌봄동기, 돌봄경험 평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돌

봄동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 크기 순으로 선행연

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관련요인

은 자기효능감으로,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직접효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연구(Park, Tolea, Arcay, Lopes, &

Galvin,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치매 환자, 인지장애 노인, 장애 노인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Grano, Lucidi, & Violani, 2017; Khan, Hirschman, McHugh, & Naylo,

2020; Zhong, Wang, & Nicholas, 2020)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개인의 자기효능

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과 관련되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며(Bandura, 1986),

돌봄 상황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자신의 믿음으로 완화시키도록 해준다(최은숙, 김경

숙, 2010). 자기효능감이 돌봄경험 평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은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돌봄

경험 만족감이 높아졌고(오인옥, 김선아, 2015), 돌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심

리적 안녕감을 강화시켰던(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돌봄경험의 긍정적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높은 돌봄동기와 사회적 지지에 의해 높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의 돌봄동기(Bandura, 1977 & 1986)

와 사회적 지지(Tan et al., 2021; Au et al., 2009)에 의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또한 건강 코칭과 동기부여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전화 통화 중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자기효능감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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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Sarabia-Cobo, Pérez, Lorena, Jalón, & Alconero-Camarero, 2020)와 일부 일치하

였다. 반면에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최은숙과 김경숙(2010)의 연구에서는

돌봄에 대한 부양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돌봄제공자가 며느리인 경우가 41.3%로 배우자, 아들, 딸 순이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

가 52.2%이고 배우자, 며느리 순으로 대상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며느리는 의

무나 책임감과 같은 부양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1995) 이러한 자발적이

지 못한 의무적인 돌봄으로 인해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돌봄동기와 사회적 지지를 함

께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은 사회적 지

지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효과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아져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Au et al., 2009)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결과(엄태림, 최보영,

2018; 이해정, 서지민, 안숙희, 2003)와 일부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적응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돌봄경험의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

복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Cobb, 1976)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변수로 설

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

해 가족과 타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각각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

지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효과에 유의한 것은 치매 환

자, 장애 노인의 가족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지지가 돌봄 부담을 통해 우울 증상에 간

접영향을 미쳤던 연구(남일성, 2013; Zhong, Wang, & Nicholas, 2020)와 일부분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돌봄경험 평가 개입의 필요성을 확

인해 주는 결과로써 중재 시 사회적 지지와 함께 고려해야겠다.



- 63 -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거조모의 자발적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주위로

부터 제공받는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았던 연구 결과(이영숙, 2010)와 일부 일치한다.

이는 돌봄동기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

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

각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뿐만 아

니라 돌봄경험 평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있는 중요한 외적 자

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공유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동기도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이었는데,

돌봄동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경로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한 간접효

과가 확인되었다. 즉,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가 높을수록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Quinn, Clare, & Woods, 2010), 효의 규범적 동기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던(Cox, & Monk, 1993)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돌봄동기는 가

족 돌봄제공자가 스스로의 흥미나 즐거움으로 자발적인 돌봄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심

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Cox, & Monk, 1993). 돌

봄동기가 돌봄경험 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영향이 유의했던 것은

선행연구를 찾을 수는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치매 환자 가족

부양자의 자발적 부양동기가 낮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았고(김재민, 신일선, 윤진상,

2001), 돌봄의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던(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 연구 결과에 의해 추론이 가능했던 관계에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돌봄동기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돌봄경험 평가의 간접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동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돌봄동기는 개인의 감정으로 사회나 문화적 차이

에 따른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Pruchno, Burnat, &

Peters, 1997)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돌봄동기의 함양에 힘써야 한다.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으로 돌봄경험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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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도 확인되었다. 즉, 돌봄경험에 대해 만족하고 숙련되며 요구와 부담이 줄어

들수록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긍정적으로 활력을 찾고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되어 전반

적으로 건강을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이 낮을수록(백경숙, 권용신, 2008; 이혜정, 2019; Lethin et al.,

2017),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 심리적 안녕

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돌봄경험의 긍정적인 평가는 가족 돌

봄제공자의 돌봄 적응과정에서 돌봄 수혜자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써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Haverstocka, Ruthiga, &

Chipperfield, 2020). 본 연구에서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오인옥, 김선아, 2015)과 사회적 지지(김수영, 김진선, 윤

현숙, 2004)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돌봄경험의 긍정적인

평가가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함양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됨이 또한 확인되었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 개발 시 개별

요인들에 대한 단편적인 중재를 시도하기보다는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자기효능감

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 돌봄경험의 긍정적 인지와 평가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심

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변인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돌봄경험 평가에 대한 돌봄동기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확인되었다. 돌봄동기가

돌봄경험 평가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는 남성 배우자의 정서적 동기가 높을수

록 돌봄경험의 보상의 지각 정도가 높았으나 여성 배우자는 부양동기가 보상과 유의

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던(한경혜, 손정연, 2009)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가족 돌봄제공자의 66%가 여성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은 일생을

통해 가족을 위해 기여해 왔기 때문에 환자의 돌봄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족 돌봄의

연장선으로 당연하게 여기면서(Pruchno, & Resch, 1989) 돌봄경험 평가와는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 자녀 돌봄제공자의 자발적 부양동기는 부양부

담에 유의하지 않았고 비자발적 부양동기는 부양부담에 유의했던 연구결과(류소희,

2012)와도 일부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52.2%가 자녀이고 돌봄

동기의 하위영역 중 호혜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볼 때, 돌봄을 의무가 아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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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돌봄경험 평가와 유의하지 않게 나

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재가 및 입원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발적 부양동기가 낮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았던 연구(김재민, 신일

선, 윤진상, 2001)와 노인의 여성 주부양자의 부양동기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감이 낮

았던 연구 결과(백성희, 김애정, 김선화, 임승규, 이은희, 최용득, 2006)와는 일부 차이

가 있었다. 따라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동기와 돌봄경험 평가 간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돌봄동

기가 돌봄경험 평가로 가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돌봄동기가 자기효능감이

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돌봄경험 평가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돌봄경험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 개발 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고려해야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효능감, 사회

적 지지, 돌봄동기, 돌봄경험 평가 순으로 직접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중재 방안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단순히 심

리적 안녕감에 대한 중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봄경험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를 함께 포함하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 돌봄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의 가족을 표집함에

따라 집단의 특수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으므로 연

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에서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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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경로를 밝힘으로써 Kramer의 간호제공자

적응이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간호학 이론을 토대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요인들의 경로와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추론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에서 전 과정에

해당되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을 토대로 향후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

녕감의 관련요인들의 효과크기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는 주요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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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7.1 결론

본 연구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련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

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 개발 시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Kramer(1997)의 간호제공자 적응 개념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간호제공자 태도 변

인과 노력은 돌봄동기로, 내적 자원은 자기효능감으로, 외적 자원은 사회적 지지로,

중재과정의 역할 평가는 돌봄경험 평가로, 안녕감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설정하

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x2, GFI, AGFI, NFI, TLI, RMSEA가 다소 낮게 나오며 최적

모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정지수 값이 크게 나타난 자기효능감, 돌봄경험 평

가, 심리적 안녕감에서 7개의 요인 내 측정오차항 연결로 수정모형을 구축하여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χ2=324.034(p<.000), CMIN/DF=2.118,

GFI=.900, AGFI=.862, CFI=.953, NFI=.916, TLI=.942, SRMR=.058, RMSEA=.061,

AIC=438.03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실제 자료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검증되어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모형 분석 결과 총 10개 가설 중 9개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가

되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돌봄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돌봄경험 평가의

설명력은 85%였다. 따라서 최종 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높은 설명력을 보여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고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

형으로 판단된다.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돌봄동기,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강력한 직접효과를 보

여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 우선시 되어야 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동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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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평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접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심리

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돌봄경험 평가의 중재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내생변수들의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돌봄동기와 사회

적 지지에 의해, 사회적 지지는 돌봄동기에 의해, 돌봄경험 평가는 자기효능감과 사회

적 지지에 의해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

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 시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개별 요인들에 대한 단편적인 중

재를 시도하기보다는 관련 변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7.2 제언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가장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 시 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를 보였

던 변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특성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모형을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3) 가족 외 타인인 이웃, 친구,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유의한 직⋅간접효과가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족 돌봄제공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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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설 문 지
               
   연구과제명: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조모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재가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

재 전략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얻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며, 또한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도중

에 중단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응답한 설문지는 코드화하여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점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파쇄방법으로 폐기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오직 순수한 학문

적인 연구로만 사용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 김 기 연

                                                 연 구 자 : 한 영 애 

                                                 연 락 처 : 010- ****-****

                                                 E-mail :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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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어르신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1. 어르신의 성별은?
1) 여자 2) 남자

2. 어르신의 연령은? 만 세

3. 어르신이 치매를 앓은 기간은?

1) 12개월 이하 2) 13-24개월 이하 3) 25-36개월 이하 4) 37개월 이상

Ⅱ. 다음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1) 여자 2)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직업의 유무는?

1) 있다 2) 없다

4. 어르신과의 관계는?

1) 배우자 2) 며느리 3) 자녀 4) 기타

5. 귀하의 돌봄 기간은?

1) 12개월 이하 2) 13-24개월 3) 25-36개월 4) 37개월 이상

6. 귀하가 어르신을 돌보는 하루 총 시간은?

1) 3시간 이하 2) 4-6시간 3) 7-9시간 4) 10시간 이상

 Ⅰ-Ⅱ. 어르신 및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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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돌보시는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수행 정도에 대하여 묻는 것입
니다. 아래 내용에서 어르신의 상태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어럽지
않다

어럽지
않다

보통
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1. 옷 벗고 입기

2. 세수하기(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등)

3. 목욕하기

4. 식사하기

5. 걷기(이동, 보행하기)

6. 화장실 사용하기

7. 대소변 조절하기

8. 집안일 하기

9. 식사 준비하기

10. 빨래하기

11. 금전 관리

12. 물건 사기

13. 전화 사용하기

14. 교통수단 이용하기

15. 근거리 외출하기

16. 몸단장하기

17. 약 챙겨먹기

다음은 돌보시는 어르신의 치매와 관련되어 인지 혹은 문제행동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어르신의 상태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문 항 매일
주
3-4회

주
1-2회

가끔
있다

증상이
없다

1. 같은 말이나 질문을 반복한다.

 Ⅳ. 어르신의 인지 및 문제행동

Ⅲ. 어르신의 일상생활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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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일
주
3-4회

주
1-2회

가끔
있다

증상
이
없다

2.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TV프로그램등).

3.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4.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놓는다.

5.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6. 일은 시작하지만 마무리하지 못한다.

7.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8. 집안 물건을 부순다

9. 당황스럽게 하는 일을 한다.

10. 밤에 어르신이나 다른 가족을 깨운다

11. 말을 시끄럽게 하거나 급하게 한다.

12. 불안하거나 근심스러워 보인다.

13. 다른 사람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

14. 어르신을 다치게 하는 조짐(우려)들이 있었다.

15.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조짐(우려)들이 있었다.

16.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말한다.

17. 우울하거나 슬퍼 보인다.

18.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희망이 없다거나 괴롭다고 한다.

19. 울거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20. 어르신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예: “살 가치가 없다”, “죽는 게 더 낫다”).

21. 외롭다고 말한다.

22. 어르신이 가치가 없다고 하거나 남에게 짐이 된다고
말한다.

23. 어르신이 실패했다고 하거나 어르신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24. 말싸움, 짜증 또는 불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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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르신을 돌봐드리게 된 동기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어르
신을 돌봐드리게 된 동기와 부합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다음은 귀하가 어르신을 돌볼 때 가족 이외 친구, 이웃,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필요할 때 병원에 동행해 줄 사람이 있다.

2.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귀하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
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 나의 문제나 어르신의 문제에 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르신 간호를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 내가 정말로 조언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
7. 내가 아플 때, 일상 가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있다.

8. 나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책임감 때문에

2. 어르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3. 어르신을 잘 모셔야 가족이 화목해질꺼 같아서

4. 이전에 어르신에게서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할꺼 같아서
5. 어르신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6. 예전에 어르신에게 잘 못해드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7.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흉볼 것 같아서

8. 내가 힘들더라고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
기 위해

9.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Ⅴ. 돌봄동기

 Ⅵ.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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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르신을 돌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모
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르신을 돌보아 주면서도, 내가 필요한 대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2.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내가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
게 한다.

3. 나는 어르신을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4. 나는 어르신을 돌보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어르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낸다.

다음은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아
래 내용에서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어르신을 돌보는 것 때문에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 어르신을 돌보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3.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당신의 사회생활(예: 친구만
나기, 종교 활동 등)이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십니까?

5. 더이상 어르신을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
십니까?

6.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내가 홀로 고립되었다는 생각
이 드십니까?

7.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어르신을 돌봄으로써 어르신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
각하십니까?

9.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0.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Ⅶ. 돌봄경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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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9.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십니까?

10. 어르신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작은 일에 대해 어르신이 기뻐할 때 당신도 즐거워

집니까?

12.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나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준

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내가 어르신을 돕는 한, 어르신은 적절한 돌봄을 받

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내가 어르신께 무엇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5. 내가 어르신께 무엇인가 더 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16. 내가 어르신을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17. 어르신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8. 내가 무엇을 해도 어르신을 기쁘게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9. 내가 어르신을 돌본 것에 대하여 어르신이 진심으로

감사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방해 받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21. 어르신 때문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22.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집의 방(공간)을 뜻대로 사

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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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어르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

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으로서 생길 수 있는 행동과 생각에 대해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점수에 ∨ 표 해 주세요.

* 귀하가 예전에 행해왔던 정도나 귀하가 바라고자 하는 정도가 아닌,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귀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를 점수로 매기십시오.

자신감의 정도는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해 아래에 표시해 주십시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어느정도 확실히

할 수 할 수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문 항
전혀
할수
없다

어느
정도
할수
있다

확실
히
할수
있다

1. 내가 진료를받기위해병원에가야할때, 하루동
안어르신과함께있어주도록친구나가족에게도
움을요청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 내가 해야할심부름이있을때, 하루중어르신
과함께있어주도록친구나가족에게요청할수
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나를 위한심부름을하도록친구나가족에게요청
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 내가휴식이필요할때, 하루중어르신과함께있
어주도록친구나가족에게요청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5. 내가자신을위한시간이필요할때, 일주일동안
어르신과함께있어주도록친구나가족구성원에게
요청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Ⅷ. 자기효능감



- 95 -

문 항
전혀
할수
없다

어느
정도
할수
있다

확실
히
할수
있다

6. 어르신과나의일상적인생활을잊어버려내가점
심식사를한후에도나에게점심식사는언제냐고
물을때언성을높이지않고대답해줄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 나는 어르신이같은질문을여러번되풀이해서
내가화가났을때, 나는스스로에게말하여자신
을진정시킬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8. 내가 어르신을대하는방법에대해어르신이불평
할때, 언쟁하지않고대답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9. 어르신이점심식사직후한시간동안나에게 4
번의요청사항이있었을때, 나는언성을높이지
않고대답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내가 저녁식사를준비하는동안어르신이 4번이
나당신을방해했다면, 언성을높이지않고반응
할수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 어르신을돌보는상황이불쾌하다는생각을조절

하는것에얼마나자신감이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 어르신을돌보는것을견뎌야하는내가불공평
하다고느끼는생각을조절하는것에얼마나자신
감이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3. 어르신이아프기전에내가누렸던좋은삶과그
것을잃어버린것에대한생각을조절하는것에
얼마나자신감이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4. 어르신으로인해내가놓치거나포기해야할것
에대한생각을조절하는것에얼마나자신감이
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 어르신과더불어앞으로올수있는미래의문제
들에대해걱정을조절하는것에얼마나자신감이
있습니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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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기분이 어떠한지와 귀하께 일어났던 일들에 대

해 묻는 것입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1.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기분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2.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어떤 질병이나 신체장애 혹은 고통 등으로 얼마나 자주 괴

로웠습니까?

3.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우울함을 느꼈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최상의 상태 5

매우 좋음 4

대부분 좋음 3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등 상당히 변화가 심함 2

대부분 나쁜 상태 1

매우 나쁜 상태 0

내 용 점수 표시

매일 0

거의 매일 1

전체 시간의 절반 정도 2

가끔씩 – 전체 시간이 절반 이하 3

드물게 4

전혀 없음 5

내 용 점수 표시

예 – 죽고 싶을 정도로 0

예 – 아무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1

예 – 거의 매일 매우 우울했음 2

예 – 수차례 꽤 우울했음 3

예 – 가끔씩 약간 우울했음 4

아니오 – 전혀 우울하지 않았음 5

 Ⅸ.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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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행동이나 생각, 감정 혹은 기분을 잘 조절해 왔다고 생각하

십니까?

5.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신경이 날카롭거나 예민해서 힘들었습니까?

6.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원기 왕성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극도로 – 일을 할 수 없거나 어떤 것들을 보살피지 못할 정도로 0

매우 많이 1

상당히 2

어느 정도 – 힘들 정도만큼 3

약간 4

전혀 아님 5

내 용 점수 표시

매우 활력이 넘침 – 활기가 많음 5

대부분 상당히 활력적임 4

활력적인 기분의 변화가 심했음 3

일반적으로 활력이나 활기가 적음 2

활력이나 활기가 대부분 매우 적음 1

활력이나 활기가 전혀 없음 – 매우 지쳤다고 느꼈음 0

내 용 점수 표시

예 – 확실히 조절할 수 있었음 5

예 – 대부분 조절할 수 있었음 4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음 3

그렇게 잘 조절하지는 못했음 2

아니오 – 그래서 어느 정도 괴로왔음 1

아니오 – 그래서 아주 괴로왔음 0



- 98 -

7.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낙담하거나 슬펐던 적이 있었습니까?

8.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긴장감을 어느 정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혹은 기

뻤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없음 5

드물게 4

가끔 3

자주 2

매우 자주 1

항상 0

내 용 점수 표시

극도로 행복함 – 이보다 더 만족스럽거나 기쁠 수는 없음 5

대부분 매우 행복함 4

일반적으로 만족함 - 기쁨 3

가끔 상당히 행복하기도 하고, 가끔 상당히 불행하기도 함 2

일반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함 1

대부분 혹은 언제나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함 0

내 용 점수 표시

늘 항상 혹은 대부분 긴장감을 느꼈음 0

대부분의 시간에 매우 긴장감을 느꼈음 1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수차례 긴장감을 느꼈음 2

가끔씩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음 3

대부분은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음 4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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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만큼 건강하다는 느

낌이 들었습니까?

11.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슬픔, 의욕 저하, 절망 등을 느꼈거나 인생이 살 만한 가치
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했던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12.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잠에서 깼을 때 정신이 맑아지고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드셨

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예 – 확실히 그랬음 5

대체로 4

어떤 중요한 점에서는 건강 문제로 한계가 있었음 3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을 정도만 건강했음 2

내 자신을 돌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했음 1

내가 해야만 했던 일 대부분이나 전부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음

0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없음 0

드물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항상 5

내 용 점수 표시

극도로 – 거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0

매우 많았음 1

상당히 2

어느 정도 – 괴로울 정도만큼 3

약간 4

전혀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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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근심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불안했습니까?

14.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나 기억에 대한
조절능력을 잃고 있었다거나 혹은 미쳐가고 있었다고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
니까?

15.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매일 매일이 귀하에게 흥미를 주는 일들로 가득했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없음 5

약간만 4

어느 정도 – 하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할 정도는 아님 3

어느 정도 그리고 약간 걱정했음 2

어느 정도 그리고 꽤 걱정했음 1

예, 아주 많이 그랬고 매우 걱정했음 0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아님 0

드물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항상 5

내 용 점수 표시

극도로 그랬음 0

매우 많이 그랬음 1

상당히 2

어느 정도이긴 하지만 많이는 아님 3

거의 아님 4

전혀 아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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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활동적이고 기운차다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둔하고 굼뜨다

고 느꼈습니까?

17.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불안하거나, 걱정스럽거나, 또는 심란했습니까?

18.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매일 매우 활동적이고 기운찼음 5

대부분 활동적이고 기운찼음 – 결코 둔하고 굼뜨지 않았음 4

상당히 활동적이고 기운찼음 – 좀처럼 둔하고 굼뜨지 않았음 3

상당히 둔하고 굼떴음 – 좀처럼 활동적이고 기운차지 않았음 2

대부분 둔하고 굼떴음 – 결코 활동적이고 기운차지 않았음 1

매일 매우 둔하고 굼떴음 0

내 용 점수 표시

극도로 그랬음 – 병이 나거나 혹은 거의 아플 정도로 0

매우 많이 그랬음 1

상당히 2

어느 정도 – 힘들 정도 만큼 3

약간 4

전혀 아님 5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아님 0

드물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항상 5



- 102 -

19.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매우 긴장하고 신경질적

이고 흥분해 있었습니까?

20.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21.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피로하거나 지치거나 기진맥진 하거나 혹은 녹초가 되었습

니까?

내 용 점수 표시

마음이 편하고 안심했음 5

대부분 마음이 편하고 안심했음 4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했으나 가끔씩 상당히 매우 긴장하는 것을 느꼈음 3

일반적으로 매우 긴장하는 것을 느꼈으나 가끔씩은 마음이 상당히 편
한 것을 느꼈음

2

대부분 매우 긴장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혹은 흥분했음 1

매우 긴장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혹은 흥분했음 0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아님 0

드물게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항상 5

내 용 점수 표시

전혀 아님 5

드물게 4

가끔 3

자주 2

매우 자주 1

항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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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난 4주 동안 귀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을 받았거나 혹은 그렇게

느꼈습니까?

내 용 점수 표시

예 – 거의 참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임 0

예 – 상당히 많은 압박감 1

예 – 어느 정도 – 평상시보다 많음 2

예 – 어느 정도 – 하지만 대략 평상시 수준임 3

예 – 약간 4

전혀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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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at Home

Han, Young A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s the aged population over 65 is rapidly increasing, the estimated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over the age of 65 is expected to exceed 3 million by 2050

from about 790,000 as of 2019 (Central Dementia Center, 2021). Dementia gets

gradually worse over time, limiting the ability to perform independent daily

activities and requiring long-term caring (Park, Park, 2015), which is mainly

provided by families at home (Central Dementia Center, 2016; Andreakou,

Papadopoulos, Panagiotakos, & Niakas, 2016). The burden of caring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caring lower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Baek, & Kwon, 2008; Lee, 2019), which leads to affect the quality of caring for

dementia patients (Lethin, Renom Guiteras, Zwakhalen, Soto Martin, Saks,

Zabalegui, et al., 2017). Therefore, based on Kramer's conceptual model of

caregiver adaptation (1997) an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onstructed a

hypothetical model that comprehensively explains psychological well-being as a

whole and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model by identify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at home and

discovering the pathways between the variables.

This study constructed a hypothetical model using caregiving motivation as an

exogenous variable, and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endogenous variables by collect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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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7 famil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at home who have been visiting the outpatient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neurology at Y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W city, Gangwon-do, and they

are recruited through the Convenienc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14 to August 16, 2021 by visiting the institution for data collecting

after obtaining cooperation from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written consent. The

questionnaire can be filled in by self-report, and a total of 300 copies were

collected after distribution, but a total of 297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3 copies that responded insincerel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WIN20.0 and AMOS 20.0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test of hypothesis model, and hypothesis test.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the fit test of the hypothetical model, It did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optimal model as follow: χ2=504.577(p<.001), χ2/df= 3.154, GFI=.837,

AGFI=.786, CFI=.906, NFI=.869, TLI=.888, SRMR=.058, RMSEA=.085, AIC=604.577.

Therefore, in the Modification Index (MI) of the model, a total of 7 measurement

error terms within the factors of self-efficacy,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xceeding the criteria were linked to allow and correct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fit test of the modified model,

the result of χ2=324.034(p<.001), χ2/df=2.118, GFI=.900, AGFI=.862, CFI=.953,

NFI=.916, TLI=.942, SRMR=.058, RMSEA=.061, AIC=438.034 satisfies the criteria

and conforms well to the actual data, being confirmed to be a the final model.

2) Nine out of a total of 10 paths of the final model were supported.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giving motivation, and caregiving appraisal in the order of effect

size, and the explanatory power by these variables was 85%.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caregiving appraisal wer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nd the explanatory power by these variables was 63.1%.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on social support was caregiving motivation,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40.9%.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self-efficacy

were caregiving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and the explanatory pow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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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variables was 50.1%. Also, caregiv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directly effect the path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caregiving

appraisal, which is a result showing that the intervention process of caregiving

appraisal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famil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can be increased if they

increase their caregiv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nd if they

can mak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ir caring experience. Therefore, giving

priority to self-efficacy, which is the strongest related factor for famil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social support from friends,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caregiving motivation, and caregiving appraisal should be made. As a

result, the improved psychological well-being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aring

for dementia patients in the long term as it is also involv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aring for dementia patients.


Key Words: dementia, family caregivers, caregiving appraisal, psychological well-be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