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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를 한 효율 인 간호 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 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 을 제공하는 주 수발

자 152명을 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  심리사회 요구도가 가장 높았

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일반  특성  장기요양보험 수 유형과 장기요양 등 에 따라서는 신체  

간호요구와 심리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신체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과의 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부양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 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 생활수 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

며, 돌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 간호요구, 주 수발자, 부양부담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nursing needs 

of a long‐term care service user at home and the care giving burden of a primary caregiver.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52 primary caregivers in J City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 Among the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giving service 

users, the leve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quests was the highest. This study found that two 

characteristics variables(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level and long‐term care giving grade) had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hysical nursing needs and psychological nursing needs. Out of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s, physical care giving burden was found to be the highest. Out 

of factors influencing care giving burden, daily care giving hours was the factor which had strongest 

influence. Basic living recipients and female primary caregivers showed higher care giving burden. The 

more care givers there were, the less care giving burden became. 

• Key Words : Long-term care, lnsurance Grade, Nursing needs, Caregivers, Burden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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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1.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15년에는 12.9%, 

2020년에서는 15.6%, 2030년에는 24.3%로  고령 사회

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1]. 이러한 시

 상에 따라 돌 이 필요한 노인은 사회보험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분담하는 보편  공  서비스체계로 환하 다

[2]. 이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

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공  서비스를 받게 

되었으며, 노인 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의 

부양부담도 감소하리라 기 되고 있다[3].

하지만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재가 서비스가 이루

어지기 해서는 주 수발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  장기요

양서비스 제도가 시행된 다른 나라의 경우, 공식 인 서

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노인을 수발하는 주체는 계속 

가족이었다[4]. 일반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것은 노

동 강도가 매우 높으며, 장기 이라는 특성상 주 수발자

의 신체  에 지를 고갈 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 , 정신

 부양 부담을 래하게 된다[5].  가족부양자를 상으

로 한 많은 연구에서 가족은 노인부양으로 인해 부담감

이 크고,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의 붕괴까지도 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7,8]. 장기간 환자를 돌보는 수발

가족은 다 고에 시달리고 제 2의 희생자가 되며, 잠재  

환자라고 할 수 있다[9,10]. 한 부양부담감으로 인해 부

양자의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증을 증가시켜 삶의 

질이 하된다[11]. 부양부담감은 부양자가 지각하는 주

인 감정이기 때문에 부양자 스스로가 노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부양

자 자신의 개인 인 특성에 따라서도 부양부담감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12].

이와같이 부양부담감에 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상자의 등 과 간호요구도와 연 시켜 부

양부담감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기존의 재가 노

인의 간호요구도와 련된 연구로는 재가노인의 간호요

구도[13], 농 지역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

태  간호요구도[14]등이 있었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

감에 한 연구는 뇌 척추질환 노인환자 주 수발자 부양

부담[15], 장기요양노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16]등이 

있었다. 그러나 상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

양부담감을 연결지어 악한 논문은 거의 없어 재가 장

기요양 상자의 간호요구도에 따른 주 수발자의 부양부

담감을 악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자의 등 과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그 요구도에 따른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실시되었다.  특히 향요인으로 

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을 포함하여, 등 의 활

용이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어떤 향을 주는 지 검

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간호 요구도에 따른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기 하여 맞춤형 간호 재안을 개발하고 수행

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

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를 한 효율 인 간

호 재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한 구체

인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얻고자 수행하 다.

이를 한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와 주 수발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를 악한다.

• 주 수발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을 

악한다.

•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

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와 그를 간호

하는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정도를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J도에 소재하는 재가 장기요양기 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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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1등 , 2등 , 3등 )와 함께 거주하며 돌 을 제

공하는 주 수발자를 상으로 하 다.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상자 수를 산출하기 해 G * power로 간 정

도인 효과크기 0.30, 유의수  0.05에서 검정력을 95%를 

유지하기 한 표본수는 134명이 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노인을 돌보는 주 수발자의 응답률이 낮을 

것을 고려하여 1.2배의 상자 160명을 목표로 임의추출

하 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

고 참여를 수락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상자는 160명이

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152

명을 상으로 하 다.

2.3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연구 상자에 한 윤리  보호를 하여 자료수집 

 연구목   내용, 언제라도 설문에 응답을 거 할 수 

있으며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 으로 로 사용

하지 않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 한다는 서면 동

의서를 받은 후에 진행하 다.

2.4 연구 도구

2.4.1 간호요구도
Rhee, Chae와 Jang[17]이 개발한 간호요구 사정도구 

48항목을 Kim[18]이 노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신체  간호요구 13문항, 심리 사회

 간호요구 11문항, 간호정보요구 5문항 등 총 29문항으

로 구성된 likert 4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간호요

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2.4.2 부양부담감
다차원 인 부양부담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연구도

구는 Lee와 Han[19]이 사용한 것이다. 도구는 신체 , 사

회 , 정서 , 경제  부양부담을 포함하는 4가지 하 차

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설문화 하고 

각 문항에 한 응답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구성했으며 체 평균

수가 높을수록 노인을 부양하는 데 따르는 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로 나타났다.

2.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부의 

비조사를 실시하 고, 본 조사는 J도 4개시에 재가노인

을 리하고 있는 해당기 의 사회복지사와 기 장에게 

연구의 목 과 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한 뒤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8월 30일

까지 설문을 실시하 다. 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상자나 보호자는 연구자가 직  읽어주고 상

자의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 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와 주 수발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 서술통계

를 사용하여 악하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 주 수발

자의 부양부담감은 평균, 표 편차 등의 서술통계

를 사용하여 요약하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자와 주 수발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 부양부담감은 t-test, 

ANOVA를 시행해 확인하 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

•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미치는 요인은 다 회

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 다.

3. 연구 결과 

3.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의 성별은 남자가 30.9% 

(47명), 여자가 69.1%(105명)이었으며, 연령은 80  이상

이 41.4%(6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 가 

39.5%(60명), 60  이하가 19.1%(29명)를 차지하 다. 노

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의 학력은 무학이 42.1%(64명)로 

가장 많았고, 졸은 39.5%(60명), 졸이상은 18.4%(28

명)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1%(77명)로 있는 경우 49%(74

명)보다 많았으며, 장기요양보험 수 유형은 일반이 

55.9%(85명)로 가장 많았고 기 생활수 자 28.3%(43

명), 차상  15.8%(24명)순이 다. 장기요양등 은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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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7 30.9

Female 105 69.1

Age(year)

≤69 29 19.1

70～79 60 39.5

≥80 63 41.4

Education level

None 64 42.1

≤Elementary 
school

60 39.5

≥Middle school 28 18.4

Spouse
Yes 74 49.0

No 77 51.0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level

General
Beneficiaries

85 55.9

Lower income 
group 

24 15.8

Basic living 
recipients

43 28.3

Care Service Grading

1 11 7.2

2 27 17.8

3 114 75.0

First grade
Decision time

<1 43 28.3

1～2 39 25.7

2～3 34 22.4

≥3 36 23.7

Period of disease 
(year)

<1 13 8.6

1～2 50 32.9

3～4 32 21.1

≥5 57 37.5

Chief disease

Dementia 70 46.1

Stroke 50 32.9

Parkinson's 
disease

14 9.2

Other 51 33.6

[Table 1]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 at Home

(N=152)

이 75%(11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등  17.8%(27

명), 1등  7.2%(11명) 순 이 다. 

최 로 요양등  정을 받은 날로부터의 기간은 1년 

미만이 28.3%(43명)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미만이 

25.7%(39명), 2-3년 미만이 22.4%(34명), 3년 이상이 

23.7%(36명)로, 평균 1.8년으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 자의 투병기간은 5년 이상이 37.5%(57명)이었

고, 1년 미만은 8.6%(13명), 1-3년 미만이 32.9%(50명), 

3-5년 미만이 21.1%(32명)으로 평균 투병기간은 6.2년이

었다. 그리고 재 주 질환은 치매가 46.1%(70명)로 가장 

많았고, 뇌졸 이 32.9%(50명), 킨슨이 9.2%(14명), 기

타가 33.6%(51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주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주 수발자의 성별은 남성 26.3%(40명), 여성 

73.7%(112명)이었으며, 연령은 40  이하가 36.9%(56명)

으로 가장 많았고, 50  32.2%(49명), 60  이상이 

31.0%(47명)을 차지하 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와

의 계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37.5%(57명)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배우자와 딸이 각각 28.3%(43명), 손자녀 

등이 5.9%(9명)으로 나타났다. 

주 수발자가 종교가 있는 경우는 73.7%(112명)로 종교

가 없는 경우 26.3%(40명)보다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

혼이 88.8%(135명), 미혼이 11.2%(17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35.5%(5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졸 이하 

31.6%(48명), 졸 13.2%(20명), 졸이상이 19.7%(30명)

를 차지하 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 55.9%(85명), 직업이 없는 사람이 

44.1%(67명)이었으며, 월수입은 53.9%(82명)가 100만원 

이하 으며, 100-200만원이 29.6%(45명), 200만원 이상

이 16.4%(25명)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

를 포함하여 재 동거하는 가족수는 1명이 6.6%(10명), 

2명이 38.8%(59명), 3명이상이 54.6%(83명)로 나타났다.

주 수발자가 아 거나 외출할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를 돌  사람이 있는가에 해 1명 있다고 응답

한 경우가 57.2%(87명)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5.9%(9명) 으며,  없다고 한 경우도 

36.8%(56명)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상자인 주 수발자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를 수발한 간병기간은 1년 

미만 7.2%(11명), 1-2년 미만 9.2%(14명), 2-3년 미만 

21.7%(33명), 3-4년 미만 15.1%(23명), 4-5년 미만 

3.9%(6명), 5년 이상이 42.8%(65명)로 5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간병기간은 6.2년이었다. 주 수발자가 제

공하는 1일 간병시간은 1-8시간이 53.3%(81명)로 가장 

많았고, 9-16시간이 13.8%(21명), 17-24시간이 32.9%(50

명)으로 1일 평균 11.5시간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횟

수는 1주일 동안 5회 이상이 75%(114명)로 부분을 차

지하 고 1-2회는 6.6%(10명), 3-4회가 12.5%(19명)이며 

평균 4.4회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 방문목욕을 이용하

는 경우는 체의 38.8%(59명) 으며, 월 4회 이용하는 

경우가 23.7%(36명)로 가장 높았고, 15.2%(23명)는 월 

1-3회 이용하고 있어 방문목욕은 월 평균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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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0 26.3

Female 112 73.7

Age(year)

≤49 56 36.9

50～59 49 32.2

≥60 47 31.0

Relation 

with elders

Spouse 43 28.3

Son & Daughter-in-law 57 37.5

Daughter 43 28.3

Other 9 5.9

Religion
Yes 112 73.7

No 40 26.3

Marital status
Married 135 88.8

Other 17 11.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8 31.6

Middle school 20 13.2

High school 54 35.5

≥College 30 19.7

Job
Yes 85 55.9

No 67 44.1

monthly income 

(million won)

<100 82 53.9

100～200 45 29.6

≥200 25 16.4

Number of Family

1 10 6.6

2 59 38.8

≥3 83 54.6

Number of Caregivers

None 56 36.8

1 87 57.2

≥2 9 5.9

Period of 

Caregiving (year)

<1 11 7.2

1～2 47 30.9

3～4 29 19.1

≥5 65 42.8

Time of 

care giving (hour)

1～8 81 53.3

9～16 21 13.8

17～24 50 32.9

Use of home 

care service(Week)

None 9 5.9

1～2 10 6.6

3～4 19 12.5

≥5 114 75.0

Use of Visiting 

Bath service 

(per month)

None 93 61.1

1～3 23 15.2

≥4 36 23.7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imary Caregiver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 at Home

(N=152)

3.3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도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  간호요구도를 살펴본 결

과, 장기요양보험 수 유형에 따라서는 기 생활수 자

가 3.3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차상 계층이 3.20

, 일반수 자가 2.95 로 가장 낮았는데 사후검정결과 

기 생활수 자가 일반수 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8.801, p=.001). 장기요양 등 에 따라서

는 1등 이 3.58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등 이 

3.38 , 3등 이 3.00 으로 가장 낮아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는데 사후검정 결과 1등 이 3등 보다 

신체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0.067, p=.001).

일반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간호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보험 수 유형에 따라서는 기 생활수

자가 3.50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차상 계층이 

3.43 , 일반수 자가 3.27 으로 가장 낮았는데 사후검

정결과 기 생활수 자가 일반수 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082, p=.019). 장기요양 등 에 

따라서는 1등 이 3.69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등

이 3.48 , 3등 이 3.29 으로 가장 낮아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는데 사후검정 결과 1등 이 3등 보다 

심리사회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F=5.228, p=.006)[Table 3].

Character
istics

Categori
es 

Physical Needs
Psychological 
and Social 

Needs

M SD t or F(p)
Scheffe M SD t or F(p)

Scheffe

long‐

term 

care

insurance

benefit

level

general

beneficiari

es

2.95 .53

8.801

(.001)

a<c

3.27 .47

4.082

(.019)

a<c

Lower

income

group 

3.20 .57 3.43 .39

basic 

living 

recipients

3.36 .56 3.50 .43

Care 

Service 

Grading

1 3.58 .46 10.067

(.001)

a>c

3.69 .31 5.228

(.006)

a>c

2 3.38 .49 3.48 .43

3 3.00 .56 3.29 .56

[Table 3]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r at Home

(N=152)

3.4 주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부

양 부담감

신체  부양부담감을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3.59 으로 남자 3.20 보다 신체  부담감이 더 높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160, p=.03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와의 계가 배우자인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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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담감이 3.8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딸이 3.67

, 손자녀 3.22 , 아들 며느리가 3.11  순이었는데 배

우자와 딸이 아들, 며느리보다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13, p=.001).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66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 2.99 보

다 더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693, 

p=.011)[Table 4].

 

Charact
eristics Categories Physical Burden

M 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20 1.15 -2.160
(.032)Female 3.59 .90

Relation 
with 
elders

Spouse 3.86 1.10

6.213
(.001)

Son & Daughter 
-in-law

3.11 .76
a,c>b

Daughter 3.67 .93

Other 3.22 1.11

Job
Yes 3.41 1.04 -1.022

(.309)No 3.57 .89

monthly 
income 
(million 
won)

<100 3.66 1.01
4.693
(.011)

a>c 

100～200 3.44 .92  

≥200 2.99 .82

[Table 4]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s

(N=152)

β  t sig. Adjusted R2 F (p)
Daily care
giving hours

.540 3.600 .001

.208
7.206
(.001)

Care Giving
Service Cost

10.509 3.053 .003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level

6.582 2.351 .020

Number of
Caregivers

-5.817 -2.802 .006

Primary
Caregivers
Gender

6.481 2.221 .028

First grade
Decision time

.177 2.010 .046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Giving Burden

(N=152) 

3.5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을 악하기 해 부양부담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에 기본가정인 잔차의 등분

산성, 정규분포성, 다  공선성진단결과 공차한계의 범

가 0.962-0.979로 0.3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1-1.063로 기 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결과는 1.908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

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합도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하 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한 측변수로 간호요구

도, 수발자의 성별, 연령, 종교 유무, 1일 간병시간, 투병

기간, 보험 여 유형, 장기요양등 , 배우자 유무, 간병비

용, 월수입 등을 포함시킨 결과 부양부담감의 측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206, p=.001), 유의

한 측요인은 1일 간병시간(β=.540, t=3.60, p=.001), 간

병비용(β=10.509, t=3.053, p=.003), 보험 여유형(β

=6.582, t=2.351, p=.020), 돌  제공자 수(β=-5.817, 

t=-2.802, p=.006), 주 수발자 성별(β=6.481, t=-2.221, 

p=.028), 등 받은 기간(β=.177, t=2.010, p=.046)으로 나

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에 한 이들 변수의 설

명력은 20.8%이며,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 여 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 생활수 자가, 주 수발자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  제공자의 수가 많

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여성

의 사회진출, 노인 부양체계 붕괴  치매, 풍과 같은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한 

다수의 요양기 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핵가족화로 노인 

부부만 생활하는 세 가 늘었으며 더불어 홀로 사는 노

인의 수가  늘고 있다[20].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수

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수가 증가하여 노인의 남은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체계와 사회의 뒷

받침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사회연 의 원리

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분담하자는 취지하

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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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고 요양서비스의 질  수 을 향상시키기 해 서

비스 이용자의 간호요구를 악하고 이러한 요구에 련

된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상자의 간

호요구 사정은 인간호의 주요 심사이며 질 인 간호

제공에 필수 인 요소이다[20].

본 연구결과 간호요구도는 장기요양보험 수 유형에 

따라서 기 생활수 자가 3.3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차상  계층이 3.30 , 일반수 자가 3.14 로 가장 낮

았는데 사후 검정결과 기 생활수 자가 일반수 자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간호요구도와 

심리사회  간호 요구도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

온 반면 정보  간호요구도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 생활수 자를 상으로 한 양승희 등[21]은 간호

요구에 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 으며, 구종

[22]의 연구 한 신체  간호요구는 낮았으나 심리  간

호요구와  간호요구가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나타냈다.

기 생활 수 자가 경제 으로 부족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요구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심리 인 불안정이 간호의 필요성을 더 가 시키면

서 주 인 간호요구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

로 일반 수 자에 비해서 간호 리가 무엇보다 더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심리사회  간호요구도가 평균 3.36 으로 

신체  간호요구도, 정보  간호요구도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이혜경 등[23]의 연구 결과 상자의 체 

간호요구도는 체로 높았으며 이  정서 , 사회  간

호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신체  간호요구도, 정

보  간호요구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 으며, 정서 사회  간호요구도 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문항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승희 등

[2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가정간호요구에 한 연구에

서 노인의 간호요구도는  요구, 심리  요구, 가정환

경요구, 신체  요구 순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

과를 보고하 다. 이는 노인의 신체 인 불편감은 노화

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외로움, 

고독감 같은 , 심리  상황은 노화로 인해 더 크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 생활수 자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은 

국가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심리  지지를 

더욱 필요로 하고 노화과정과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신

체  간호요구도를 더 크게 인식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상자들을 간호함에 있어서 심리  신체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극 인 간호 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장기요양 등 에 따라서는 1등 이 3등 보다 간호요

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신체  간호요구

가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은 문정욱[24]의 연구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의 신체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과 

일치하 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로 범

를 정하 으므로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감으로 

신체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은 좀 더 등 이 높은 1등

에서 그 필요성이 더 많았으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등

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다른 연구가 없으므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정된 등 에 따라서 구체

인 간호요구도를 조사하는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주 수발자가 느끼는 신체  부양부담감에

서 여자가 남자일 때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윤지 [25], 

박윤경[26]의 연구와 일치하 다. 여성일 경우 남성 부양

자에 비해 더 큰 부양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여

성 부양자의 경우 남성 부양자보다 신체  부담이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  여건

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더 취약하고, 부양의 일차 인 책

임이 여성에게 있고, 여성은 이로 인하여 정신 인 우울

이나 속박, 스트 스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

어 여성은 부양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살

림까지 함께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함이 신체 인 부양부담감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 주 수발자를 해 외부에서 제공

되는 사회  지지자원을 풍족하게 하는 동시에 효과 으

로 조직화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수발기간이 장기화되면

서 주 수발자가 외부와 할 기회가 차 으로 감소하

게 되기 때문에 우선 으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정기

인 상담이나 스트 스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하

여 부양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와의 계가 배

우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딸이나 손자녀, 아들 며느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인경[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나 박희경[15]의 며느리일 때 부양부담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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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과는 상이하게 나와 추후 보다 다양한 연구 상

과 지역으로 확 하는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

다. 이 듯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이유는 며느리의 부양

부담감이 크게 나온 문헌들은 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

러 온 상이나 입원하고 있는 상 는 성기의 상

자이므로 경제 인 부양부담감과 함께 나타났으리라고 

사료되므로 며느리의 부담감이 컸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지속 인 수발을 하는 

상을 심으로 연구조사 하 으므로 주 부양자가 배우

자인 경우가 많았고 그 만큼 수발의 역이 넓어서 부양

부담감이 크게 나왔으리라고 사료되며 배우자가 주 수발

자인 경우, 수발자 자신이 고령이여서 차 으로 노화

로 인한 신체기능이 하되어 가고 있는데다가 장기간의 

수발로 인한 근육통, 피로감, 수면부족 등의 신체  불편

감을 많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신체  부양부담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상보다 신

체 인 부양부담감이 크게 나타난 것은 윤지 [25]의 연

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재 소득, 재산이 일정 액 이

하인 소득 가구에 한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에서는 장기요양 여비용 에 본인 부

담 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비용에 한 부담이 클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더구나 타 서비스 이용료에 비하여 렴한 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부담은 자녀에 한 보육과 교

육 부담과는 달리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은 가

계 부담을 감수 하고서라도 선택할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에 한 부담이 없는 고소득층의 

이용률을 폭 높여 제도의 혜택이 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역으로 실제 공 제도가 필요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이용료 지불 비용부담으로 인해 선택사항인 재가 서비스

와 같은 재가 여를 사용하지 않는 역기능 상이 나타

날 수 있다. 수입이 어서 부양하는데 있어 성기나 부

양부담감이 크다 하더라도 의료기 이나 기타 다른 시설

에 의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혼자서 해결해야 함으로 

신체  부양부담감이 더 컸으리라고 본다.

의 연구결과들을 토 로 부양부담감은 경제 인 부

분과 많은 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들과 주수발자들을 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체 , 심리  부양부담감과 더불어 경제 인 

부양부담감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

이며 노인의 특성에 부합되는 체계 이고 포 인 간호

계획과 재개발이 요구된다.

5. 결과 및 제언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를 수발하는 주 수발자를 

상으로 간호요구와 부양부담감을 조사한 본 연구의 조

사결과를 토 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의 간호요구도  심

리사회  요구도가 3.36 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  요

구가 3.23 으로 나타났고 신체  요구가 3.11 으로 가

장 낮았다.

둘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의 일반  특성  장

기요양보험 수 유형에 따라서 기 생활수 자가 3.36

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수 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8.801, p=.001). 장기요양 등 에 따라서

는 1등 이 3.58 으로 가장 높았고 1등 이 3등 보다 

신체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0.067,p=.001). 심리  간호요구도 한 기 생활 수

자가 3.50 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수 자에 비해 유의

하게 나타났다(F=4.082, p=.019). 장기요양 등 에 따라서

는 1등 이 3.6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등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228, p=.006).

셋째,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신체  부양부담감

이 3.48 으로 가장 높았고, 주 수발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에서 신체  부양부담감은 여자가 3.59

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160, p=.032).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와의 계가 배우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3.8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딸이 3.67 , 손자녀 3.22 , 아들 

며느리가 3.11  순이었는데 배우자와 딸이 아들 는 며

느리보다 부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213, p=.001). 월 수입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3.66

으로 200만원 이상의 경우 2.99 보다 더 높아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693,p=3.011).

넷째, 부양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

고, 특히 보험 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 생활수 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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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론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를 수

발하는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자나 주 수발자를 상으로 하는 간호

요구도나 부양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각의 독립변수에 한 지속

인 연구를 시행하여 설명력 높은 향요인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홀로 가족만이 수발하던 

체제에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에게 받게 됨으로서 타인

과 교류하면서 정서 심리 인 서비스의 충족은 일부 만

족된 부분이 있지만 여 히 신체 인 요구도인 개인 생

에 높은 간호요구도를 가지고 있음은 제 로 된 신체  

서비스의 부족이 아닐까 사료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개인 생부분  신체  간호 서비스를 철 히 시행할수 

있도록 지속 인 교육  방안을 제도 으로 마련하여 

상자 뿐 아니라 주 수발자가 느끼는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이 가족 내에

서 노인을 보호하는 재가 여 심의 서비스를 제공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한 정책과 제도라는 것을 감안한다

면, 가족의 노인수발과 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부양부

담감의 문제를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가족들을 상으로 한 정보제공  교육과 함께 가족상

담, 가족치료 등의 문  근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구

성원 상호가 주 수발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

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가족구성원들 간의 효과

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복지 

차원의 효과 인 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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