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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severe ALS 
patient-caregiver couple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family caregiver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89 pairs of ALS patients using ventilators and a family caregi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S patients and care-
givers, Korean-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Zarit Burden Interview and SF-36 were mea-
sur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08 to April 2009.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
cients, and canonical correlat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physical component summary and mental com-
ponent summary of the HRQoL score for family caregivers were 147.49±31.63 and 129.09±35.83, respectively. HRQoL for 
caregivers wa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the ALS patient-caregiver couples, such as patient’s gender, caregiver’s age, gen-
der, marital status, daily time spent in caregiving and burden with one significant canonical variable. The significant variate 
showed that the lower the age, the time spent in caregiving and the burden of caregivers, the higher the HRQoL of caregivers. 
Conclusion: The support systems for caregivers considering caregiver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s and burden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HRQoL of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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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루게릭(Lou Gehrig’s disease)이라는 병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근위

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대뇌와 척수

의 상·하위 운동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심한 근력 마비

를 보이고, 점진적으로 상기도 감염, 폐렴, 환기 부전 등을 보이다가 

결국 호흡근 마비로 인해 사망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Haver-

kamp, Appel, & Appel, 1995). ALS의 발생 및 유병률에 관한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북미의 연간 발생률은 10만 명당 2.1

명에서 8.5명까지 다양하게 보고되며, 유병률 또한 1명에서 7-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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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고 있으나(Wolfson, Kilborn, Oskoui, & Genge, 2009), 우리

나라에는 현재 구체적인 유병률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ALS 환자

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해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보조, 보장구 구입

비 보조, 인공호흡기 대여, 간병비 지급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2009

년 현재 396명의 중증 희귀질환자들 중 197명의 ALS 환자만이 인공

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아(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유병자에 비해 수혜율이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타 지원책의 활용도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이들에 대

한 관심은 미미하다. 

ALS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후 3-5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Phukan & Hardiman, 2009), 65세 이하에 발병한 경우에

는 더 오랫동안 생존하며 병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중증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

며 궁극적으로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이들의 예후나 삶의 질 향상

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는 환자를 돌보는 데 하루 14.4시간을 사용

하며 수면 중 2.4회 깨어나는 것으로 나타나(Kaub-Wittemer, Stein-

büchel, Wasner, Laier-Groeneveld, & Borasio, 2003), 중증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공호흡기의 사용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환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게 하

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다. 즉, 인공호흡기의 사용은 환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는 하나, 간접적으로는 가족 돌봄제공

자의 부담감이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악화시켜 오히려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Rabkin, Wagner, & Del Bene, 2000)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가

족 돌봄 제공자 중 30%는 환자보다 낮은 삶의 질을 보고하여(Kaub-

Wittemer et al., 2003), 이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일이 보다 시급할 것

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돌봄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목해야 할 사항은 ALS 환자를 위해 부담해

야 하는 의료비 등의 직접비 지원이나 환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직접

적 중재(Gauthier et al., 2007) 등 비교적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보다는 이들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

상이 우선이라 하겠다(Roach, Averill, Segerstrom, & Kasarskis, 2009).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우리나라의 ALS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지지체계는 매

우 부족하다. 질환에 이환될 경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신

체적 요구에의 대응뿐만 아니라 돌봄 자체 혹은 질환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경제적 손실로부터 오는 정서적 부담감 등은 가족 돌봄제

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나(Roach et al., 

2009) 일반 만성질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예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의 질환은 

65세 미만인 대상에게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적용하며 가족 구성

원들을 함께 치유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ALS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유병률이 낮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뿐만 아

니라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환자 대신 그들의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소진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심리적, 신체적, 영

적 지지를 원하고 있으나 요구에 부합하는 지지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Nolan et al., 2008), 이들의 간호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지역사회 위주의 지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가족 돌봄제공자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지적 간호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 ALS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현 상황과 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ALS 환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돌봄제공자의 부담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부양부담에 차이가 있

으며, 대상자의 호흡기를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제공자의 

부담감이 높아진다고 돌봄관련 특성과 부담감에 대해 단면적으로 

보고하여 왔다(Roach et al., 2009).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ALS 이환이 환자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Winter et al., 2010). 삶

의 질에 대해 규명된 소수의 연구들 중에서도 환자나 가족 돌봄제

공자의 특성 각각에 대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살펴보았을 뿐, 이들

을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더

욱 드물었다.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특성들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환자-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

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별적인 상관과는 달리 각 변인 간의 유기

적인 상호작용에서 오는 통합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LS 환자-돌봄제공자의 특성과 가족 돌봄

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하위 범주들을 한꺼번에 고려한 정준

상관분석을 통해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의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

상으로 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2개의 

하위영역을 가지는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 특성변수군과 2개의 하

위영역을 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 변수 간의 정준상관성을 파악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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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재가 중증 ALS 환자-돌봄제

공자의 특성과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단면적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근접모집단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보건복

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 시행한 중증 희

귀질환자들의 인공호흡기 관리 실태 조사를 받은 대상자 중 ALS 환

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였다. ALS 환자의 선정기준은 1) 의사로부터 

ALS 진단을 받았으며, 2) 가정에 거주하며 인공호흡기를 하루 이상 

사용중인 대상이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선정기준은 1) ALS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고, 2) 본인을 ALS 간병의 주 돌봄제공자로 인지

하며, 3) 돌봄과 관련된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구성원으로, 4) 본 조

사에 참여를 동의한 자였다. 중증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396명이었고, 그중 등록된 ALS 환자는 197명이었다. 등록 후 연구시

점 사이에 사망한 자 13명, 연락이 안 되는 경우 28명, 연구에 동의하

지 않은 경우 35명, 가족이 주 돌봄자가 아니거나 주 돌봄제공자이

나 보수를 받는 경우 29명 총 105명을 제외하고 92쌍의 환자-가족 

돌봄제공자가 선정되었다.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동의정도는 참

여에 동의하는지, 전화 혹은 방문 조사에 동의하는지, 전화와 방문

조사 모두에 동의하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물었으며, 이 

중 간병 부분에 대한 충실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89쌍의 환

자 및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인 가정 중 표본 수의 선정

에 있어서는 변수당 사례 수가 10배가 될 것을 요구하는데(Lee, 

Jeong, Kim, Song, & Hwang, 2003),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변수군

은 환자 돌봄관련 특성군이 성별,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기능정도, 

돌봄제공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돌봄제공시간, 부담감으로 여

덟 가지였고,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군은 신체적 삶

의 질, 정서적 삶의 질 두 개의 변수로 총 10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에 최소 100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나, 질병의 희귀

성으로 인해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

의 대상자는 89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정준상관분석을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

성의 가정을 만족하였고, 결측치 혹은 이상값, 변수 간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들이 필수적 가정을 만족시켜 통

계적 오류가 최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로 효

과의 크기를 산정한 결과(alpha = .05, beta = .20) ƒ2 = .10 으로 나타나 

small (ƒ2 = .01) 과 medium (ƒ2 = .15) 사이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격적인 자료 수집 전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및 전화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고, 면담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는 면담시간을 정하여 

면담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관

련 챠트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주 돌봄제공자의 특성들만 전화 또

는 직접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므로 소요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면담자는 대상자를 방문하는 간호사 혹은 인공호흡기 임대업체 직

원으로, 사전에 연구자로부터 ALS 기능척도, 부담감 척도, 건강관

련 삶의 질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 질

문하는 과정을 통해 각 문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

하였는지 점검하였다. 전화설문의 경우 각 문항만 읽어주고 약 20

초 내외의 시간을 부여한 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 등의 응답만을 하게 하여 환자가 옆에 있다하더라도 비교적 정

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면담조사의 경우 환자와는 

분리된 공간에서 주 돌봄제공자가 직접 읽고 설문지에 체크하도록 

하여 면담자의 설명으로 인해 설문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환자

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나, 본래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

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로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사업으로 보고

서의 작성만을 목적으로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분

석 시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가 끝난 후에 연구자가 속

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2010년 10월 소정의 심의를 통과한 

후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승인번호: PKS-1).

4. 연구 도구

1) ALS 환자-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

(1) 환자의 특성

환자의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진단 후 유병기간, 인공호흡기 사

용일 수의 네 문항과, 기능정도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지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월수입’은 초기 조사문항에는 포

함되어 있었으나, 응답률이 1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이를 분석할 경

우 실제와는 다른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LS 환자의 기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K-ALSFRS-

R (Korean-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Functional Rating Sc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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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ed)을 이용하였다. K-ALSFRS-R은 일상 생활 수행에 필요한 신체

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된 척도로서 질병 상태와 장애 정도

가 서로 잘 반영되어 임상 시험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07). 그 내용으로는 말하기, 침흘리기, 삼키기, 쓰기, 식사하기

(위루술 설치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어 조사), 옷입기와 위생, 

누운자세에서 몸돌리기와 침대모포 정리하기, 걷기, 계단오르기, 호

흡곤란, 좌위호흡, 호흡부전의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 0점에서 3점

까지를 부여하고, 정상인 경우 4점을 주는 총 5점 Likert 척도를 활

용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총 0-48점의 범위를 가지도록 점수화하

였다.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ALS 환자들의 기능이 정상수준

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를 한글화하는 과정에서의 신뢰도

는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이 .99로 원 도구와 매우 유의한 

일치도를 보였으며(Kim et al.),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60으로 나타났다.

(2)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결혼

여부, 직업, 환자와의 관계, 돌봄제공시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

항과 부담감을 묻는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 돌봄제공자의 간병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Burden interview (BI)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

는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도록 Zarit, Reever와 Bach-Peterson 

(1980)이 개발한 척도이고, 국내에서는 Lee 등(2004)이 표준화한 것

으로 ALS 환자 간병인의 간병 부담에 대해서 활용할 만한 다른 척

도를 찾기 힘들어 이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내용은 건강, 재정,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부담을 측정하

는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아주 가

끔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거의 항상 그렇다 

4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

에서 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0이었다. 

 

2) 건강관련 삶의 질

주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RAND 36-

Item Health Survey version 2를 이용하였다(http://www.sf-36.org/

demos/SF-36.html).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설문지 1매당 

비용을 지불하였다(License No.: H1-101908-38382). SF-36 (version 1)

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로 Ver-

sion 1과 2와의 차이는 반응척도 일부에 차이가 있었으나 문항의 내

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8개 영역에서 36개의 문항으로 신체적 기능

상태(Physical Function, PF), 사회적 기능상태(Social Function, SF), 신

체적 역할제한(Role limitations due to physical health problems, RP), 

신체적 통증(Bodily Pain, BP), 정신건강(Mental Health, MH), 정서적 

역할제한(Role limitations due to emotional problems, RE), 활력(Vital-

ity, VT), 일반적 건강(General Health, GH)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의 점수화는 미국의 18세 이상의 일반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기준으로 특정 연구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norm 

based scoring (NBS) 을 이용하였다. NBS 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1

단계가 각 영역별 문항의 합산, 2단계가 0-100점 scoring 과정, 3단계

가 norm based scoring으로 미국 일반시민의 수준을 평균 50, 표준편

차 10으로 전환되어 점수가 산출된다(Ware, Kosinski, & Dewey, 

2000). 모든 하위영역의 점수는 해당 사이트에서 계산되어 산출되

나, 두 개의 큰 범주인 신체적 삶의 질(PCS)과 정서적 삶의 질(MCS) 

값은 자동계산된 값이 아닌 단순 합산점수를 분석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도 영역별 합산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Kim, Kim, Yoo와 Won (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간호학 교

수 1인과 의학과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아 사용하

였고, 설문결과를 연구보조원이 관련 사이트에서 각 문항의 값을 

입력하여 계산된 값을 각 영역별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4 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826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신체활동 .894, 사회적 기능

상태 .812, 신체적 역할제한 .941, 신체적 통증 .886, 정신건강 .911, 정

서적 역할제한 .906, 활력 .852, 일반적 건강상태는 .931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변수들의 서술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 연

구 목적인 변수군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MANOVA

를 이용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정준

상관분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선행요건이 되는 정규성, 선형성, 등

분산성 등을 확인한 후 Pearson correlation을 활용하여 다중공선성

을, 산점도를 이용하여 다변량 이상값을 확인한 후 정준상관분석

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ALS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9.1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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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0대가 전체의 31.5% (28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8.1% (25명)

이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대상자들 중 64명(71.9%)이 남성이었고, 

ALS를 진단받은 지는 1년을 초과하나 3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초과 10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23. 

6%로 다음을 차지하여 진단 후 평균 4.5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제공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평균 52.6세였고, 이들

의 경우도 50대가 27% (2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24.7%)로 

나타났다. 주 돌봄제공자 76.4%가 여성이었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

력을 가진 경우가 37명으로 41.5%를 차지하였고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자도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이혼·사별을 포함

한 기혼이 80명으로 89.9%를 차지하였고,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

우가 75명으로 84.3%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15.7%에 해당하는 주 돌

봄제공자가 자영업이나 전문기술직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4.2%가 환자의 배우자

로 나타났으며 아들(6.7%)이나 딸(6.7%)인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돌

보는 경우도 5.6%가 있었다. 하루에 대상자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

한 결과 동거하면서 하루종일 돌본다는 응답이 83.1%에 달하였고, 

다음이 13-18시간 정도(6.7%)로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주 돌봄제

공자를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및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 건강  

 관련 삶의 질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일수와 기능정도,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

담감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Table 2). 우선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사

용한 기간의 범위는 1개월부터 93개월간이었고, 사용기간이 12개

월 이하인 경우가 29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을 초과하고 

24개월 이하 사용중인 경우가 25명으로 28.1%를 차지하였다. 대상

자들의 기능정도를 살펴본 결과 척도자체의 범위는 0점에서 48점

인데 반하여 실제 대상자들의 점수범위는 0점에서 22점 사이로 기

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0점에서 5점 이하인 경우가 

52명으로 58.4%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의 기능정도가 

매우 나빴고, 6점에서 10점 사이의 대상자가 22명으로 24.7%로 약 

83%의 대상자가 10점 이하의 낮은 기능을 보였다.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은 22점에서 85점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54.1점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인 영

역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의 

합산은 147.5 ± 31.6점이었고, 정서적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의 합산은 

129.1± 35.8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 중에서 신체 

활동(PF)은 44.2 점, 신체적 역할제한(RP)이 34.1점, 신체적 통증(BP)

은 37.6점, 일반적 건강상태(GH)가 31.6점이었다. 정서적 건강관련 삶

의 질 중에서는 활력(VT)이 36.8 점, 사회적 기능(SF)이 31.3점, 정서

적 역할제한(RE)이 27.2점, 정신 건강(MH)이 33.7점으로 나타났다. 

 

3. 환자 돌봄관련 특성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성

정준상관분석은 각 군이 최소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포함할 때 변

수 간 관계를 측정하는 통계방법(Lee et al., 2003)이며, 본 연구에서 

Table 1. Characteristics of ALS Patients and Caregivers        (N=89)

Category Characteristics n % (M±SD)

Patient Age in years below 39  4  4.5 59.1±11.2

40-49 18 20.2

50-59 28 31.5

60-69 25 28.1

above 70 14 15.7

Gender M 64 71.9

  F 25 28.1

Years since 
  diagnosis 

≤1 10 11.2 4.6±3.7

≤3 30 33.7

  ≤5 20 22.5

≤10 21 23.6

>10  8  9.0

Caregiver Age in years below 39 17 19.1 52.6±12.7

40-49 22 24.7

50-59 24 27.0

60-69 20 22.5

above 70  6  6.7

Gender M 21 23.6

F 68 76.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6  6.7

Middle school 15 16.9

  High school 31 34.8

College and above 37 41.5

Marital status Single  9 10.1

  Married 80 89.9

Employment
  status

None 75 84.3

Self-employed  3  3.4

Officer  2  2.2

Technician  4  4.5

  Others  5  5.6

Relationship to Spouse 66 74.2

  patient Son  6  6.7

  Daughter  6  6.7

Parent  5  5.6

Daughter-in-law  3  3.4

Others  3  3.4

Time spent below 6  4  4.5

  caregiving 7-12  5  5.6

  (hours/day) 13-18  6  6.7

19-24 74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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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변수 중 정준상관분석에 투입된 10개의 변수(대상자의 성

별, 기능,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돌봄제공자의 연령, 성별, 결혼여부, 

돌봄제공시간, 부담감)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되어져 온 것들만 선택하였다. 이 

통계방법으로 분석할 때 우선 충족되어야 할 가정은 정규성, 선형

성, 등분산성이었다. 돌봄관련 특성군의 정규성 검정결과, 환자의 

기능정도와 인공호흡기 사용기간에서 극명한 왜도(skewness)가 관

찰되어 두 변수에 대해서는 로그변환을 시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외엔 결측자료와 이상값은 없었으며, 두 군 간에는 선형관계와 

등분산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상관행렬을 통해 변수 간 다중공

선성을 검정한 결과(Table 3), 돌봄관련 특성 변수 간에는 r= .21-.51 

수준의 상관성이, 건강관련 삶의 질 변수 간에는 r= .68 수준의 상관

성이 관찰되어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분석결과 확인된 2개의 정준상관 중 한 개의 정준상관만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개는 그 효과가 미약하였다. 유의한 

정준상관의 계수는 .57 (33%의 공유분산)이었고, 이들의 정준상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N=89)

Variables (number of items)
n (%) or 
M±SD

Actual range 

Patient Months since starting to use  
  ventilator  

25.8±20.7 1-93

Less than 12 months 29 (32.6)

13-24 months 25 (28.1)

25-36 months 12 (13.5)

37-48 months 10 (11.2)

More than 49 months 13 (14.5)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function (12)

5.6±5.5 0-22

0-5 52 (58.4)

6-10 22 (24.7)

11-15 7 (7.9)

Above 16 8 (9.0)

Caregiver Burden (22) 54.1±14.3 22.0-85.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36)

Subtotal PCS (22) 147.5±31.6 87.6-222.1

PF (10) 44.2±11.3 14.9-57.0

RP (4) 34.1±13.2 17.7-56.9

BP (2) 37.6±10.0 19.9-62.1

GH (6) 31.6±7.5 18.6-55.0

Subtotal MCS (14) 129.1±35.8 51.1-223.3

VT (2) 36.8±8.9 20.9-58.3

SF (3) 31.3±11.4 13.2-56.8

RE (4) 27.2±15.1 9.2-55.9

MH (5) 33.7±11.0  7.8-58.5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PF=physical functioning; RP= role limitations due to physical health prob-
lems; BP=bodily pain; GH=general health; VT=vitality; SF=social function-
ing; RE= role limitations due to emotional problems; MH=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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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Wilk’s Lambda 값은 .60으로 유의하였고(F =2,86, p <  

.001), 첫 번째 정준상관관계가 배제된 정준상관관계에 대한 Wilk’s 

Lambda 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에서 제시된 유의한 한 개의 

정준상관관계에서 구해진 구조계수(structure coefficients)는 정준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 계수가 .30 이상일 때 9% 이상의 설명력을 

갖고 의미 있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부하

정도를 해석하였다(Lee et al., 2003). 환자관련 변수군 중에서는 환자

의 성별(.47) 외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가족 돌봄제공자 특성

변수군 중 돌봄제공자의 연령(-.38), 성별(-.38), 결혼여부(-.52), 돌봄

제공시간(-.46), 부담감(-.72)이 모두 의미 있게 부하되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변수군에서는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97)과 정서적 건강

관련 삶의 질(.84)이 모두 의미 있는 정준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즉, ALS 환자의 기능정도나 인공호흡기 사용기간과는 관련없이 

환자가 여성이고, 돌봄제공자의 연령이 낮으며, 돌봄제공자가 남성

일 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루 중 돌봄시간이 짧을 경우, 부담

감이 낮을 경우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과 상관

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복성(redundancy)을 평가한 결과 돌봄제공특성 변수군에서는 

.06이었고, 건강관련 삶의 질 변수군에서는 .26으로 나타나 낮은 것

을 볼 수 있었고, 유의한 정준상관 변량 간 정준상관계수는 .57로 중

간정도로 연관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ALS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 및 돌봄제공자

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관련성을 살펴보아 ALS 환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가족 

돌봄제공자들을 위한 다면적 지지체계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환자의 

71.9%가 남성환자로 여성의 약 2.5배에 달하였고, 이는 Phukan과 

Hardiman (2009)의 연구에서 남성 유병률이 여성의 1.3에서 1.6배라

고 보고한 결과보다 높았다. 진단을 받은 지는 평균 4.5년(54.7개월)

이 지났고 진단연령은 평균 54세로, 국외연구에서 58.3-59.8세(Rab-

kin, Albert, Rowland, & Mitsumoto, 2009)로 나타난 것에 비해 4-5세 

정도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족 돌봄제공자 중 80%가 기혼이고, 84.3%가 직업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며 74.2%가 환자의 배우자라는 특성은 이들의 가정이 ALS 

질환의 유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

을 가능하게 한다. 일 연구에 따르면, ALS 환자의 비용부담은 경증

에 비해 중증 환자들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비용

은 돌봄 제공 자체와 조기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투약 및 각종 

보장구의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보고되며, AIDS나 치매, 뇌

졸중과 같은 질환자들에 비해 높다고 지적된다(Lopez-Bastida, Per-

estelo-Perez, Monton-Alvarez, Serrano-Aguilar, & Alfonso-Sanchez, 

2009). 또한 본 연구결과 가족 돌봄제공자 중 83.1%는 환자와 함께 

거주하며 24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체감하는 

부담감이나 삶의 질 저하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요약

하자면, 본 연구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 ALS 환자를 대상

으로 하므로 이들에게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돌봄제공시간이 길

어짐에 따른 돌봄제공관련 부담증가 및 삶의 질 저하가 있을 것임

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므로 이러한 특성만으로도 ALS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호흡기를 사용

한 기간은 평균 25.8개월로 나타났고, 진단받은 지가 54.7개월이므

로 진단 후 약 2년 5개월여 만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Park 등(2006)의 연구에서 평균 3년이 지나면 인공호흡기

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보다는 7개월여 짧은 기간으로 나타

났다. 환자의 기능점수가 평균 5.6점이고, 0점에서 5점 이하를 보인 

대상자가 전체의 58.4%로 나타나 총점이 48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4.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Care-related Characteristics 
and Caregivers’ HRQoL (N=89)

Canonical variate

Coefficient Correlation

Set 1: Characteristics

  Patients' characteristics

    Gender  0.43  0.47

    Function  0.33  0.24

    Years since starting to use ventilator -0.07 -0.09

  Caregivers' characteristics

    Age  0.00 -0.38

    Gender -0.32 -0.38

    Marital status -0.11 -0.52

    Time spent caregiving -0.16 -0.46

    Burden -0.64 -0.72

  Percent of Variance 0.20

  Redundancies 0.06

Set 2: Caregive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PCS 0.75 0.97

    MCS 0.33 0.84

  Percent of Variance 0.82

  Redundancies 0.26

Canonical correlation 0.57

Significance test: F (p) 20.86 (<0.001)

Variance explained 0.33

HRQo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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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kin 등(2009)의 연구에서 21.3점에서 22.3점 사이로 나타난 것과 

침습적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ALS 환자를 대상으로 한 Lo Coco, 

Marchese, La Bella, Piccoli와 Lo Coco (2007)의 연구에서 중위값이 11

점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증

의 대상자만을 선정하였으므로 낮은 기능정도를 보이는 것이라 사

료되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기 힘들어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려웠다. 이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들의 기능정도가 보

다 면밀히 파악되어야 하며 반복연구를 통해 표준화하는 것도 향

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ALS 환자의 기능점수는 

환자의 중증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입원기간과 

생존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인자이며(Lo Coco et al., 2007), 가

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을 예측하게 하므로(Phukan, & Hardiman, 

2009; Rabkin et al., 2009) 예후나 가족 부담감 등의 판단에 준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환자의 기능정도가 낮고 가족

의 부담감이 높았던 결과 간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은 평균 54.1점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한 뇌졸중 환자 배우자의 부담감(13.1점) (Schölzel-

Dorenbos, Draskovic, Vernooij-Dassen, & Olde Rikkert, 2009),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27.2점) (Carod-Artal, Fer-

reira Coral, Trizotto, & Menezes Moreira, 2009)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치매와 같이 행동문제를 유발

할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가 ALS 환자 돌

봄제공자보다 부담감을 높게 인지한다고 보고하며(Hecht et al., 

2003), ALS 환자의 부양부담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병기가 상당히 진행

된 대상자였으므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는 ALS 환자의 일상생활을 거의 모두 도와야 한다

는 점,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조를 받을 수 없

다는 점 등이 이들에게 가져다주는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부담감과 연속선상에서 가족 돌봄제공자들에게 주요 문제가 되

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치매환자

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Kim et al., 2007)보다 낮은 건강관련 삶

의 질을 나타내었다. 하위범주별로는 정서적 역할제한, 사회적 기능, 

일반적 건강상태가 비교적 낮은 영역에 속하여 뇌졸중 환자 돌봄제

공자에 대한 연구(Morimoto, Schreiner, & Asano, 2003)와 유사한 양

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전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은 늘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치매보다도 낮고, 

뇌졸중 환자 돌봄제공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더욱 위협받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만성질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근간으로 

한 가족 돌봄제공자들 간의 정보공유나 학습, 정서적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자조집단의 운영,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Kim et al.) 등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

가 ALS 질환의 특성에 맞게 돌보미 바우처 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

험의 대상으로의 단계적 편입 등과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 차

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환자와 돌봄제공자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돌봄제공

의 특성은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어떤 관련성

이 있는지, 또 그러한 관련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

하게 되면 길게는 15년 이상도 생존할 수 있다는 보고(Mitsumoto & 

Rabkin, 2007)에 기초할 때 기능저하에 따른 인공호흡기의 사용과 

사용기간은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을 상당히 침해할 것이라 예측되

었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던 하나의 변량을 분석해보면,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환자의 기능이나 인공호흡기의 

사용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변수와 만이 유

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 즉, ALS 질환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거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속한 문화적 특성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일 가능

성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Gauthier 등(2007)의 연구에서도 확

인된 바와 같이, ALS 환자들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공호흡기를 지속

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

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ALS 질환의 특성상 이들은 예측이 불가

능한 행동문제 등을 유발하지 않고 예견이 가능한 대로 병이 진행

하므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특히 정서적인 영역

에서의 삶의 질은 질환의 진단 시 수준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서양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동양적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

문을 가져볼 수 있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문헌을 검색한 결

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아 직접 비교는 불가능

하였다. 다만, 돌봄제공자 삶의 질의 근원은 개인의 성격, 사회적인 

관련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Mitsu-

moto와 DelBene (2000)의 연구결과나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난 Roach 등(2009)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ALS 환

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에 기인하기보다는 돌봄 제공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차이라고 규

명하고 있었다. 즉, 환자를 돌보는 데 대한 힘겨움을 부담감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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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거나(Bremer, Simone, Walsh, Simmons, 

& Felgoise, 2004), 뒷받침 되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경우(Goldstein, 

Atkins, Landau, Brown, & Leigh, 2006)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는 매우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였다. 최근에

는 돌봄제공자의 신앙심 혹은 영적인 측면이 환자를 돌보는 돌봄제

공자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와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Calvo et al., 2011) 부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보다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ALS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환자의 진단 시 가장 낮고 이 수준이 지속된다고 볼 때 지역사회 지

지체계는 환자의 진단 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가

족 돌봄제공자의 개인적 성향이 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좌우

한다고 볼 때 사회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시 돌봄제공자의 개인적 

특성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ALS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특성과 가족 돌봄제공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정준상관성을 규명하고자 실시한 단

면적 조사연구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국의 재가 ALS

환자 중 인공호흡기 사용자 89명의 환자 및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

상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canonical correlation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의 성별, 돌봄제공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

부, 돌봄제공시간, 부담감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

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

자면, ALS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보다는 

자신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부담감 등에 의해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를 보다 긍정적

으로 여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에

는 전반적인 ALS 환자 기능정도의 표준화 및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른 유형의 만성질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와 ALS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이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

는 연구를 수행하여 ALS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열악한 실태

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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