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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for caring (ENC)
among family of elders with dementia (EW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98 family members of EWD
diagnosed by medical test at the Dementia Telemedicine Control Center of Gangwon Province,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Duncan-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4.0.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ENC was 3.24 and the factor which had the highest score was 'management of family problems'.
ENC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egree of symptoms in EWD's and with family care burden.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ing ENC were degree of symptoms in EWD's, and family care burden, income and education
level.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9.9% of the variance of ENC.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es should consider degree of symptoms of EWD and care burden of family members when planning
educational programs and/or conduc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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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져(Park, Lee, & Lee, 2008) 치매노인의 수는 2000년에서
2050년까지 4배로 증가될 것으로 본다(Yen, 2005). 우리나

1. 연구의 필요성

라의 치매 유병률은 8.4%로 현재 치매노인 수는 421,387명
이나 고령화의 급속화로 2010년 47만명, 2030년 114만 명,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어 이미 2000년에

그리고 2050년에는 2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며, 치매노인

고령화 사회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그

한명을 돌보기 위해 연 564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국가 전체

후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이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로는 연간 2조3천8백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추정된다(Statistics Korea,

(Cho et al., 2008). 비용증가 이외에 치매는 기억력 감소를

2008). 또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더욱 높아

동반하는 비가역적인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인지저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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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분 장애, 의존성 증가에 따라 기능저하를 유발하여 다

서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른 질환보다 돌봄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고, 이러한 치매

이 커진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높인다(Cho, 2007;
Gitlin et al., 2008; Oh, 2003).

그러나 주로 1990년 이후에 이루어진 치매노인 가족의
국내 연구는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에 관한 것

한편,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국적인 문제이나,

과 치매노인 가족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

강원도는 전 인구의 12.7%가 노인(Gangwondo, 2006)으로

을 다루고 있을 뿐, 실제 치매노인 가족들의 부양부담감을

전국 평균보다 높아 노인 치매인구도 많은 지역에 해당된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Cho,

다. 이와 더불어 치매노인을 집에서 돌볼 경우 병원이나 요

2007). 반면, 치매와 관련된 돌봄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는

양기관에서 보다 부양부담감이 컸다는 강원도 치매노인의

치매 환자 가족의 교육요구도 조사(Kim & Lee, 2000; Min,

연구결과(Lee, 2007)를 고려해 볼 때 강원도의 재가 치매노

2007)와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분

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돌봄 연구

석한 연구(Kim, 2000)가 있을 뿐, 돌봄 교육요구도의 영향

가 요구된다.

정도를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의 증상과 가족의 부

더욱이 치매는 진행될 경우 환자 곁에서 전적으로 돌보는

담감을 포함하여 알아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치매노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구는 노인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을

정신적, 신체적 부양부담감 역시 치매노인의 진행과 더불어

위한 기초교육자료 마련을 위해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부담감은 치매노인 가족들의 치매에

요구도를 알아보고 그 요구에 영향 정도를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 더욱 심해지

게 확인한 노인의 증상과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중심으로 알

게 된다(Min, 2007). 또한 치매의 증상은 노인마다 다르며

아보고자 한다.

같은 노인에서도 수시로 변화하므로 치매노인의 가족은 다
른 질환을 가진 노인의 돌봄보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

2. 연구목적

므로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은 시급하며 이의 일 방안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

교육이다(Cho, 1996; Gitlin et al., 2008). 이는 교육이 가족

에 치매노인의 증상과 가족의 부양부담감이 미치는 영향정

에게 자신감과 능력 등을 향상시켜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

도를 조사하여 치매노인 가족이 노인을 보다 적절히 돌볼

고 치매노인과의 상호작용 향상 및 가족기능에 도움을 준다

수 있도록 돕는 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

는 연구로 뒷받침 된다(Jo, 2002; Hirakawa, Kuzuya, Enoki,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Hasegaw, & Iguch, 2007). 특히 치매노인 가족은 노인을 위

 치매노인의 증상정도를 파악한다.

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치매노인의 합당한 관리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파악한다.

를 위해 가족에게 정보제공, 상담 및 심리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치매노인과 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야 한다(von Gunten & Kohler, 2008).
이외에도 치매노인 돌봄에서 가족의 부담감은 치매의 증
상(Kim & Lee, 2000; Cho, 2007)과 치매노인 및 가족의 특
성에 따라 달라짐(Etters, Goodall, & Harrison, 2008)을 고
려할 때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치매가족의 돌봄교육 요구

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와 부양부담감, 그리
고 치매노인의 증상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에 부양부담감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증상과 노인 및 가족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치매노인 가족의 돌

연구방법

봄에 대한 영향은 주관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다
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므로(Kim,

1. 연구설계

1999), 치매노인 가족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
족들의 실제적인 돌봄교육 요구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과 부양가족이 느끼는 부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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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감 및 돌봄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고, 돌봄 교육 요구도에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 배회, 환각, 수면장애, 망상, 우

증상과 부양부담감이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는 서술적

울, 불안행동, 기분이 뜸, 무관심, 부적절한 행동, 식습관 변

조사연구이다.

화, 식욕변화, 의존적 행동, 인격변화), 인지적 증상 8문항
(기억력 장애, 돈 관리 못함, 대화가 안 됨, 시장보지 못함,

2. 연구대상

교통수단 이용 못함, 문제해결능력 저하, 집안 소일거리 못
함, 기구사용 못함), 신체증상 8문항(대소변 실금, 식사 혼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원격치매관리센터에서 2006

자 못함, 체중변화, 세수 못함, 머리 빗질 못함, 양치질 못함,

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치매 환자 조기검진

면도 혹은 화장 못함, 목욕 못함)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MMSE, CERAD, MRI, CT)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2008년

된다. 문항 별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1점, 증상이 없는 경우

10월 자료수집 당시, 원격진료로 아리셉트 투약 등의 관리

에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많음을 의

를 받고 있는 60세 이상 치매노인의 가족이다. 치매노인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MMSE-K 점수는 10~22점으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인지기능

⍺=.93이었고 요인별 Cronbach's ⍺=.81~.94였다.

정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
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을

2)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감

60세 이상에서 가능하도록 한 점과 강원도 원격치매관리센

부양부담감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터의 시범사업 대상이 60세 이상이었던 점에 근거하여 60세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 사회 및 재정적 어려

이상을 대상자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1) 강원도 춘천시와

움의 정도를 말하며(Zarit, Rever, & Bach-Peterson, 1980),

양양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홍

본 연구에서는 Kwon (1994)의 한국치매노인 주 수발자의

천군의 8개 군에 거주자, 2)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부양부담감 측정도구 28문항, 5점 Likert형 도구를 사용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 가족, 3) 설문에 참여를 서

였다. 28개 문항은 6개 요인인 치매노인과 부양자 관계의

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다중회귀분석을 적

부정적 변화, 가족 관계의 부정적 변화, 사회적 활동제한, 심

용하는 영향변수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수의 5배 이상 자료

리적 부담,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건강상의 부담으로

가 필요함(Yang, 1998)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구성되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음을 의미한

21개의 5배수인 105명에 탈락률을 25%로 하여 최소 132명

다. 도구의 범위는 28~140점으로 Kwon (1994)의 연구에서

을 조사하고자 처음대상은 치매관리센터의 원격진료를 받

도구의 요인별 Cronbach's ⍺=.87~.95이었다. 본 연구에서

고 있는 치매노인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152명의 가

전체 도구의 Cronbach's ⍺=.97이었으며 요인별 Cronbach's

족 전수로 하였다. 이중 연구참여를 중도에 그만 둔 23 가족

⍺=.90~.96이었다.

을 제외하고 129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이 불
충분한 31명의 가족을 제외하고 98명이 최종 대상이었다.

3)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
돌봄 교육요구도는 치매노인을 돌봄에 있어 가족이 겪게

3. 연구도구

되는 문제로 인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Kim & Lee,
2000)로, 본 연구에서는 Min (2007)의 치매노인을 가족이

1) 치매노인의 증상

돌볼 때 가족의 요구를 측정하는 23개 문항의 도구를 같은

치매로 인해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인성이 불

문항에서 다른 내용 2~4개를 한 번에 질문하는 것을 문항 별

가역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손상됨에 따라 사회적 기능, 작업

로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연구자가 수정 ․ 보완한 32문항을

기능,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복합적인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은 정신행동 문제관리, 일상생활 문

증후군(O'Shea & Reily, 2000)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제관리, 신체적 문제관리, 가족 문제관리에 대한 교육요구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개

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형태이다. 각 문

발한 후 치매 관련 간호학 교수 2명과 치매간호사로서 노인

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를 5점, 대체로 필요하다 를 4점,

전문병원의 간호부서장 1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정 받았

그저 그렇다 를 3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를 2점, 전혀

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내용은 정신행동증상 14문항

필요하지 않다 를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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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in (2007)의 연구에서 도구

연구결과

의 Cronbach's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Cronbach's ⍺=.98이었고 요인별 Cronbach's ⍺=.95~.97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이었다.
치매노인의 성별은 여자가 63.3%로 남자 36.7%보다 1.7

4. 자료수집

배 많았으며 연령은 60~93세의 범위로 평균 79.2세였다. 결
혼 상태는 기혼 55.1%, 사별 41.8%였으며 교육정도는 무학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이 57.1%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59.2%에서 없었다. 치매

28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전에 자료수집방법을 기술한 유인

이외의 다른 질병은 54.1%가 고혈압, 당뇨 등을 가지고 있

물을 가지고 연구자 1인이 자료수집 지역을 영역별로 직접

었으며 치매의 이환기간은 3년 이내가 63.2%로 평균 이환

방문하여 자료수집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일 사

기간은 39.9개월이었다(Table 1).

례를 중심으로 간호사들의 설문 체크 기준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에 자료수집방법을 교육받은 해당 시군 보

2. 치매노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

건소의 치매담당간호사를 통하여 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에 적합한 치매노인 가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연구참여

치매노인 가족의 성별은 여자가 73.5%로 남자 26.5%보

에 서면 동의한 가족에게 스스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다 약 2.7배였으며, 연령대는 61세 이상이 44.9%로 가장 많

수거하였다. 스스로 설문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았고 다음이 40대로 26.5%였으며 평균연령은 59.4세였다.

담당간호사가 설문을 읽어 주고 그 대답을 설문지에 표시하

결혼 상태는 기혼이 91.8%로 대부분이었다. 교육정도는

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족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없음이

설문에 응답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렸다. 총 설

58.1%로 제일 많았다. 직업은 없음이 57.1%로 있음 42.9%

문에 소용된 시간은 30~40분이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

보다 많았다.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34.7%로 가장

은 해당 시군 보건소 간호사에게 알려 대상자 관리에 반영

많았고 며느리, 딸, 아들 순이었다. 가계 월수입은 100만원

하도록 하였다.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노인과의 동거 여부는
78.6%가 현재 같이 살고 있었다. 치매 교육을 받은 적이 있

5. 자료분석

는지에 대한 개방식 물음에서는 전혀 없다가 90.8%로 대다
수를 차지하였고 10회를 받은 부양가족도 2명이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평균 교육 횟수는 0.3회였다(Table 2).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치매노인과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3.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

석하였다.
 치매노인의 증상정도, 가족의 부양부담감과 돌봄 교육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치매노인의 증상정도는 0~30점의 범위에서 평균 14.26
점(평균 평점 0.48점: 이하 평균 평점 기재를 생략함)을 나

 치매노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 돌봄

타내어 중정도의 치매증상을 보였다. 요인별로는 인지적

교육요구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

증상이 5.56점(0.70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행동

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증상으로 5.87점(0.42점)이었다. 신체적 증상은 2.83점

 치매노인의 증상, 가족의 부양부담감 및 돌봄 교육요구
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0.35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Table 3).
문항별 증상으로는 기억력 장애 가 92%를 나타내어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능력 저하 , 반복행동이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나 반복질문 , 장보기 못함 등으로 나타났다. 덜 겪고 있는

인과 영향정도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

증상으로는 지나치게 기분 좋아하거나 들뜸 이 가장 낮게

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나타났으며 이어서 식습관변화 , 체중변화 , 식욕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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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ducational Caring Needs of Fami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s with Dementia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N=98)
t or F

p

Gender

Male
Female

36 (36.7)
62 (63.3)

101.50±27.28
105.19±34.88

-0.55

.587

Age (year)
(M±SD: 79.20±8.83)

60~70
71~80
＞80

18 (18.4)
37 (37.7)
43 (43.9)

98.93±34.22
97.97±35.03
110.12±28.88

1.09

.359

Marital status

Marriedab
a
Divorced
Bereavedc

54 (55.1)
3 (3.1)
41 (41.8)

98.19±33.07
69.33±35.23
113.80±27.72

4.88

.010

Education level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56
21
12
7
2

(57.1)
(21.4)
(12.2)
(7.2)
(2.1)

101.04±33.96
105.95±29.02
105.08±35.74
111.43±26.70
126.00±02.83

0.46

.767

Religion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None

25
11
4
58

(25.5)
(11.2)
(4.1)
(59.2)

113.48±25.22
82.64±45.12
91.25±47.39
104.57±29.70

2.68

.051

Other disease

Yes (hypertension, diabetes etc.)
No

53 (54.1)
45 (45.9)

109.49±32.19
97.18±31.26

1.91

.059

20
21
21
16
6
14

86.30±32.85
104.67±34.96
97.95±32.15
124.00±18.25
101.33±24.03
114.50±30.42

3.23

.010

Duration of illness (month) ≤12a
(M±SD: 39.90±37.69)
13~24abc
25~36ab
37~48c
49~60abc
＞60bc

(20.4)
(21.4)
(21.4)
(16.4)
(6.1)
(14.3)

a,b,c= Duncan test.

이 낮게 나타났다.

괴롭다 가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
었다 , 가족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와 나는 미래에 대해 불

4.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감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감 정도는 평균 82.34점(2.94

안하다 등이었다.

5.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

점)으로 중정도의 부담감을 나타내었다. 부양부담감이 가
장 높은 요인은 재정 및 경제 활동 변화(3.45점)이었다. 다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는 평균 103.84점(3.24

음은 건강상 변화(3.43점),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점)으로 중상정도의 돌봄 교육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요인

변화(3.06점), 사회적 활동제한(2.97점), 가족관계의 부정

중 돌봄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요인은 가족 문제관리

적 변화(2.57점) 순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은 심리

(3.45점)였다. 이어서 일상생활 문제관리(3.37점), 정신행

적 변화(2.41점)이었다(Table 4).

동 문제관리(3.27점) 그리고 신체적 문제관리(3.03점) 순으

문항별로는 나는 피로를 자주 느낀다 가 가장 높았고, 다

로 돌봄 교육요구도를 나타내었다(Table 5).

음으로 노인부양은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준다 , 노인의 치료

문항별로는 기억력 장애관리 문항이 가장 높은 돌봄 교

와 간호비용은 가계에 부담을 준다 , 나는 개인 시간이 부족

육 요구를 보였으며 이어서 반복질문이나 반복행동관리 ,

하다 ,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순으로 나타났

인격변화 와 문제해결능력저하에 대한 관리 , 그리고 대

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안 됨에 따른 관리 순으로 돌봄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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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ducational Caring Needs of Fami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of Elders with Dementia

(N=98)

t or F

p

94.42±32.27
107.24±31.71

-1.76

.082

9 (9.2)
26 (26.5)
19 (19.4)
44 (44.9)

117.11±17.31
105.81±37.02
115.89±33.70
94.75±28.68

2.74

.048

Marriedb
Divorceda
Bereavedb

90 (91.8)
4 (4.1)
4 (4.1)

105.86±31.12
46.00±24.25
108.00±26.39

3.88

.012

Education level

Uneducateda
Elementary schoola
Middle schoola
High schoolab
Universityb

17 (17.3)
30 (30.6)
12 (12.3)
24 (24.5)
15 (15.3)

89.00±29.43
97.23±31.45
99.25±35.55
109.21±32.67
128.93±17.15

4.22

.003

Religion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None

23 (23.5)
13 (13.3)
5 (5.1)
57 (58.1)

113.87±27.23
95.00±44.73
106.20±29.50
102.27±30.65

1.24

.300

Occupation

Yes
No

42 (42.9)
56 (57.1)

106.29±35.31
102.00±29.85

-0.65

.517

Relationship

Spousea
Sona
Daughter in lawab
Daughterb

34 (34.7)
15 (15.3)
29 (29.6)
20 (20.4)

93.00±31.69
90.29±33.65
109.29±28.94
122.55±28.10

2.89

.013

Income (10,000 won)

＜100a
100~300ab
301~500b
＞500b

45 (45.9)
36 (36.7)
10 (10.2)
7 (7.2)

94.07±33.96
105.39±29.42
127.40±14.74
125.00±27.37

4.68

.004

Living with elderly

Yes
No

77 (78.6)
21 (21.4)

102.96±32.78
107.05±30.50

-0.51

.609

Education of dementia (time)
(M±SD: 0.30±1.46)

None
1
2
10

89 (90.8)
4 (4.1)
3 (3.1)
2 (2.0)

102.89±32.83
111.50±35.52
118.67±08.33
108.50±27.58

0.32

.8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26 (26.5)
72 (73.5)

Age (year)
(M±SD: 59.4±15.17)

31~40b
41~50b
b
51~60
＞60a

Marital status

M±SD

a,b,c= Duncan test.

Table 3. Levels of Symptom of Elders with Dementia
Factors

(N=98)

No of items

Range

M±SD

Item mean

14

0~14

5.87±3.45

0.42

Physical symptoms

8

0~8

2.83±3.17

0.35

Cognitive symptoms

8

0~8

5.56±2.75

0.70

30

0~30

14.26±7.78

0.48

Psycho-behavioral symptom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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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ing Burden of Family of Elders with Dementia
Caring burden

(N=98)

Item

Range

Social activity-related responsibility

6

6~30

17.85±7.93

2.97

Demented elderly' supporting

7

7~35

21.39±8.82

3.06

Families' supporting

5

5~25

12.83±6.11

2.57

Psychological responsibility

4

4~20

9.64±4.59

2.41

Financial responsibility

3

3~15

10.34±3.96

3.45

Health care-related burden

3

3~15

10.30±3.58

3.43

28

28~139

82.34±28.8

2.94

Total

M±SD

Item mean

Table 5. Educational Caring Needs of Family of Elders with Dementia
Educational caring needs

(N=98)

No of items

Range

M±SD

Item mean

14

14~70

45.80±14.47

3.27

Management of physical problems

8

8~40

24.21±9.48

3.03

Management of daily living problems

8

8~40

26.93±8.45

3.37

Management of family problems

2

2~10

6.90±2.63

3.45

32

32~160

103.84±32.2

3.24

Management of neuropsychiatric behavior problems

Total

타났다. 돌봄 교육요구도가 낮은 문항으로는 체중변화에

이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 군에서 그 미만군보다, 그리

대한 관리 가 제일 낮았으며, 다음으로 지나치게 기분이 좋

고 결혼 상태에서는 이혼군이 기혼 군과 사별 군보다 교육

거나 들뜸에 대한 관리 , 식사를 혼자 못해 보조해 주기 와

돌봄요구도가 낮았다. 교육정도에서는 대학 졸업 군이 중

세수 못함에 대한 관리 순으로 요구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학교 이하군보다,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딸이 배우자와
아들군보다 돌봄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월수입에서는 300

6.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의 차이

만원보다 많은 군이 100만원 미만군보다 돌봄 교육요구도
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치매노
인의 일반적 특성은 결혼상태(F=4.88, p = .010)와 치매 이
환기간(F=3.23, p = .010)이었다. 결혼 상태에서는 사별 노

8. 치매노인의 증상정도, 가족의 부양부담감 및 돌봄 교육
요구도 간의 관계

인군에서 돌봄 교육요구도가 기혼 및 이혼 노인의 경우보다
높았다. 치매 이환기간은 37~48개월인 경우가 12개월 이하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는 부양부담감과 강한

및 25~36개월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보다 돌봄 교육요구도

순 상관을 보였으며(r=.617, p <.001), 치매노인의 증상정

가 높았다(Table 1).

도과도 강한 순 상관을 나타내었다(r=.635, p <.001). 따라
서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는 가족의 부양부담감

7. 치매노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별 돌봄 교육요구도의 차이

이 커질수록 그리고 치매노인의 증상정도가 심할수록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Table 6).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F=2.74, p = .048), 결혼

9.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

상태(F=3.88, p = .012), 교육정도(F=4.22, p = .003), 치매노
인과의 관계(F=2.89, p = .013) 및 월수입(F=4.68, p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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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 변수인 가족의 부양부담감과 치매노인의 증상정도,

던 본 연구의 결과는 44~97세로 평균 76.7세의 노인병동 입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치매노인의

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상 지역 연구(Min, 2007)에서

결혼상태, 치매의 이환 기간과 가족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

노인 질병률 54.7%와 59%가 3년 이내의 치매기간을 보였

정도, 노인과의 관계, 월수입을 독립변수로 하고 명목변수

던 결과, 그리고 65세 이상이며 MMSE-K 점수가 20점 이하

는 가변수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

이었던 서울시 치매노인에서 73.4%가 다른 질병을 가지고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

있었던 Oh (2003)의 보고와 상통되어 국내 치매노인에서

팽창인자를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56~0.66으로 모

치매이외의 만성질환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값이 1.53~1.79로 모두 10

들 연구 대부분이 연구대상자들의 인지기능정도를 제시하

이하로 나타나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Song, 2008). 회귀

지 않았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정도

분석결과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매노

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인의 증상정도(β=.357, p <.001), 가족의 수입(β=.150,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p <.001), 부양부담감(β=.377, p <.001)과 가족의 교육정

있는 노인의 가족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60대 연령층

도(β=.220, p = .009)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9.9%였다

과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가장 많아 치매노인의

(F=33.82, p <.001) (Table 7).

선정기준이 유사한 선행연구(Cho, 2007; Min, 2007; Lee,
2007)와 성별은 같았으며 부양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많

논

았던, 그리고 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와 딸이 가장 많았던

의

이들 국내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평균 79세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은 평균 79.2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로 MMSE 점수가 24점 미만(평균 11.6점)이며 기본적 일상

많았고 80대가 가장 많았던 결과는 Cho (2007)의 65세 이상

생활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치매 환자와

평균 77.4세의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와 60세 이상 평균

8개월 이상 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21세 이상(평균 65세), 일

80.3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 (2000)의 연구

4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치매 돌봄자를 연구대상으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노인 치매 유병률은 연령이 높아

한 Gitlin 등(2008)의 결과에서 돌봄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

짐에 따라, 그리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았던 점과 일치하여 국내, 외적으로 치매노인의 돌봄은 주

을 고려할 때(Park et al., 2008)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

로 중년이후의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나 주 돌봄자는 배우

성보다 긴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 이외의 다른 질

자, 딸, 며느리 등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의

병 유무에 대해서는 54.1%가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있

총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90.8%

었으며, 치매의 이환기간은 3년 이내가 63.2%를 나타내었

에서 치매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위 국

Table 6. Correlations among Educational Caring Needs, Caring Burden and Degree of Symptom
Variables
Educational caring needs

(N= 98)

Caring burden

Symptom

r (p)

r (p)

.617 (＜.001)

.635 (＜.001)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Education Caring Needs among Family of Elders with Dementia

(N = 98)

B

β

R2

Adjusted R2

t

p

F

p

Degree of symptoms of elders

1.475

.357

.434

.429

4.173

＜.001

33.82

＜.001

Family's income

5.369

.150

.512

.502

1.833

＜.001

Caring burden

0.422

.377

.569

.555

4.440

＜.001

Family's educational level

5.178

.220

.599

.581

2.658

.009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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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선행연구에서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었던 비율이 9.8%,

들의 소득이 낮았던 점이 가족문제 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를

11.1%, 9.1%로 낮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체적 문제관리를 가장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대상자는 도시 거주자로 병원, 보건

낮게 요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이 가장 낮았

소,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원

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Kim (2000)의 치매노인 부양가

도 농어촌 지역 거주자 중 원격 치매관리자가 대상이었던

족의 교육 내용 요구도에서 가족원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치매교육의 횟수에 대해서는 선

관리방안영역은 요구도가 낮은 편이었고 치매노인을 돌보

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

는데 필요한 의학적 정보 영역의 요구도가 높았던 결과와

직까지 국내 치매노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은 미비하다고 생

가정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부족한 점

각된다.

(Gitlin et al., 2008)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본 연구에서 MMSE-K 점수가 10~22점이었던 치매노인
의 증상정도는 중 정도였으며 이 중 인지적 증상이 가장 많

돌봄 교육요구도에 대해서는 연구도구를 비롯하여 보다 다
각적인 접근을 통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았고 정신행동 증상, 신체적 증상 순을 나타내었다. 이러

돌봄 교육요구도는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특성 중 사별

한 결과는 유사한 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

군과 치매 발병 3년 이상 군에서 높게 나타나 Min (2007)과

로 치매노인에서는 인지적 증상과 정신행동증상이 먼저

Cho (2007)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이 없었던

발생하고 신체적 증상이 나중에 발생함(Illiffe & Drennan,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치매노인의 개인

2001)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인지정도는

적 특성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증-중등도였으며 뇌기능 개선제인 아리셉트를 모두 복용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는 가족의 연령, 결혼상

하고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태, 교육정도, 노인과의 관계, 월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감은 본 연구에서 중상정도를

본 연구결과는 Min (2007)의 결과와 유사하여 60세 미만 군

보여 국내치매가족의 부담감이 중상(Lee, 2007; Min, 2007)

과 300~500만의 수입 군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나 아직

이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부양부담 요인 중 본 연구에서

까지 이의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

재정 및 경제 활동 변화가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변화가 가

요하다.

장 낮았던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수입이 적었던 점과 치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는 그들의 부양부담감

매노인의 증상 중 인지적 증상이 많았고 정신행동증상과 신

과 치매노인의 증상정도와 강한 순 상관을 보였던 본 연구

체증상이 적었던 점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의 결과는 치매가족의 교육요구도와 부양부담감 간에 중정

Cho (1996)의 연구에서 치매노인 가족은 인지능력저하보

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던 Min (2007)의 결과보다 높은 상관

다는 일상생활 능력저하와 정신과적 증상 및 이상행동을 가

을 보였으나, Cho (2007)의 연구에서 문제행동이 심할수록

장 참기 힘들었다는 결과로도 미루어 볼 수 있겠다.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요구는 낮아진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

본 연구의 돌봄 교육요구도에서는 중상정도를, 그리고

였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과 조사도구가 다른 점이 영향을

가족문제관리에 대한 돌봄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신체

미쳤을 것이나,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을 위해 전

적 문제관리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요구도 정도는 Min

국규모의 연구가 요구된다.

(2007)과 Cho (2007)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요

과는 Lee (2007)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다

인은 치매노인의 증상정도, 가족의 수입, 부양부담감과 가

른 곳에 있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보다 부양부담이 컸

족의 교육정도로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59.9%였다. 이러한

던 점,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들은 다른 가족원들이 자

결과는 Oh (2003)의 연구에서 치매가족 간호 요구도를 결

발적으로 지원과 협조 등의 역할 분담을 원한다는 점(Kim,

정하는 요인 중 치매증상이 가장 컸던 결과와 일부 상통된

2002), 저소득층 치매노인 가족은 노인 부양 시 발생하는 문

다. 그러나 Cho (2007)의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 요구는 지

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대처 방법도 사용하나

역사회 자원 연결에 관한 도움 요구가 가장 컸던 결과와는

노인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체념,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부정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를 치매노인 가족은 치매와 관련된

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던 점(Choi, 2005)을 감안해 볼 때 본

지식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기술 익히

연구가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기를 원한다(Kim & Lee, 2000)는 보고로 미루어 본다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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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인의 가족은 증상관리에 대한 기술 익히기를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는 가족의 부양부담감 및 치매노

돌봄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추정된다. 반면, 치매

인의 증상정도와 유의하게 강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가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교육요구는 노인의 진행단계, 즉

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의 증상정

단계별 반응인 의구심, 좌절과 우울, 갈등, 분노-폭발, 포기

도, 가족의 수입, 부양부담감, 그리고 가족의 교육정도였고

순응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Cho, 1996), 이후 치

이들의 설명력은 59.9%였다. 그러므로 치매노인 가족의 돌

매노인의 단계를 구분하여 가족의 돌봄교육요구를 파악할

봄 교육에서는 가족들의 돌봄 교육요구도와 이에 영향을 미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다학제 및 다양한 요소로 통합된 기

쳤던 변수들, 그리고 노인 및 가족의 특성 중 교육요구도와

술위주의 치매돌봄 교육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관리 및 가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사정, 중재 및 평가를 실

족의 건강 향상에 효과적임(Chien & Lee, 2008; Farran et

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al., 2007; Gitlin et al., 2008; Kim, Kim, & Lim, 2005; Oh,

본 연구에서는 경증-중등도 인지기능정도의 치매노인을

2008)을 고려해 볼 때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쳤던 요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노인의 치매정도를 구체

인들을 근거로 하여 추후 다학제 간의 협력으로 치매노인

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이다. 반면, 본 연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평가가 필요하다.

구는 치매노인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 변인과 그

이상으로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교육에서는 돌봄 교

정도를 확인하여 치매가족의 돌봄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쳤던 치매노인 증상정도를 고려하고

확장하였음에 연구적 의의를 둔다. 이후 본 연구의 제한점

이와 더불어 가족의 부양부담감, 수입 및 교육정도의 요인

을 보완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전국규모의 연구가 필요하

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과 가족의 특성 중

다. 또한 치매노인의 단계별로 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 및

차이를 보였던 노인의 결혼상태, 치매 이환기간 그리고 가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본 연구에서 돌봄 교육요구도

족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치매노인과의 관계 및 월수

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고려하여 돌봄 교육의 효과를

입과 같은 변수들을 사정하여 합당한 중재 및 평가가 이루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입증하

어져야 할 것이다.

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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