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만성퇴행성 뇌질환인 치매

도 증가하고있으며, 2017년 65세이상치매노인은 약 70

만 명으로 12분마다 1명씩 치매노인이발생하고, 향후 20

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41년에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

격히 증가하는 치매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

닌 사회문제로서 가족이 지는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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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함이다. 상자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배우자 160명이다. 자료는 일반 특성과 자살생각 향요인을

조사하기 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하 다. 자료분석은 SPSS win version 24.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에 향을 주는 요인은

속박감(β= .452), 치매상태정도(β= .273), 그리고 처 략(β= -.199)으로 설명력은 55.7%이었다(F=19.199, p<.001). 그러므

로 치매노인의 치매상태에 맞추어 배우자의 속박감을 낮추고 처 략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 소외되어 있는 치매노인 배우자에 한 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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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in spous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Living in the Commun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spouse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ho use dementia support centers and long-term care service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related factor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version 24.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were entrapment(β =. 452), SDAP(β =. 273), coping 

strategies(β= -.199), it were explained 55.7%(F=19.199, p<.001). Therefore, counseling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help reduce the entrapment and enhance coping strategy with the dementia condi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Measures also need to be mad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a spouse with dementia that are left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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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14년 7월부터는 경증치매 노인에게도 장기요양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 하 다. 장기요양 서비스

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은 약 21만 명이며, 이 재가 여

는 약 11만 3천명, 시설 여는 약 10만 1천명으로 재가

여이용자가 더많지만 시설 여에 3배 이상많은비용을

소요하고 있다[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

가서비스 이용률을 행 69%에서 75%까지 확 하여 치

매 리비용을 억제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지역사회 돌

을 강화하고 치매노인이 재가생활(aging in place)을 유

지하도록 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3].

치매는 뇌의 기질 병변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손상

으로 인해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인격변화를 나타내는 표 인 퇴행성 질환이다[4].

질병의 특성상 독립 인 생활을 하기가 차 어려워

져 24시간 감시와 돌 이 요구되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신체, 심리, 정서 으로 부양스트 스가 증가된

다[4]. 이러한 부양 스트 스의 증가는 자살생각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시도

행동에까지 악 향을 주고 있다[5]. 자살생각은 자살

시도, 자살행동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일상생활 에

자살에 해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것을 의미한다[6].

자살은 암, 심장 질환, 뇌 질환, 폐렴에 이어 체

사망원인의 5 로 노인자살은 20 자살률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곧 경제 력

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7]. 자살에 한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에서

는 ‘자살 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고 험군을 발

굴하고 극 인 개입과 리를 통해자살을 발시키는

험요인을 제거하고자 한다. 치매가족을 한 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노인 가족을 한휴식지원 서

비스를 제공할 정이나 이벤트성 도움이아닌 지속 인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8].

지 까지 노인의 자살생각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

지만 독거나 소득 노인 는 일반 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부분이었다[9-12]. 한 치매와 자살생

각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치매노인 당사자의자살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자살생각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치매노인의 증상정도

[13]와 부양 스트 스[14], O'Dwyer 등의 질 [15], 양

연구[16] 정도이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련된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

르면 치매노인을 수발하던 배우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체의 66.7%로 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가족의

자살 이유는 치매 증상으로 인한 스트 스와 신체 부

담 등으로 나타났다[17].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나 자살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을 통하여 자

살행동을 측하고 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18] 본 연

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스트 스 상황에 놓여 있는

배우자에게 을 맞추었다. 노인이 노인을 수발할 수

밖에 없는 노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배우

자로부터의 돌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병

원이 아닌 재가에서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상으로 자살생각 향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한편, 속박감은 자살을 측하는 험변인으로 측되

어 왔다[19]. 속박감은 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나 고

통스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다고 느

끼는 주 인 지각이다[20]. 치매노인의 가족 부양자 역

시 장시간에 걸친 수발과 같은 스트 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속박감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21]. 속박감과 자살생각과의 계

에 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었지만, 치매노인 부양가족

을 상으로 하는 속박감에 한 연구는 Cheon[21]과

Martin 등[22]의 연구 정도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매

노인 부양가족은 다른 연구 상보다 속박감이 높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치매노인

부양자의 속박감과 자살생각에의 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부양자의 자살생각 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를살펴보면일반 특성 요인으로는성별,

연령, 종교, 경제수 , 부양자 직업유무, 장기요양등 , 유

병기간, 치매노인 증상등이 확인되었다[13]. 정신건강 요

인으로 스트 스 등이 있으며[14], 신체 요인으로는 부

양자의 주 건강등이 확인되었다[13,14]. 주 건강

상태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요하게 향을 미치는 련

요인으로서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을 많

이 하게 된다고 보고 된바 있으며,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주 건강상태를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평가

하고 있다[5]. 한, 일반 노인의자살생각에 한 연구에

서는 사회 지지의 결여와 처 략이 낮으면 자살생각

이 많다고 보고되었지만 치매노인 부양자의 자살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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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배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

자들이 가족과 주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 지지

와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의 응을 돕는 처 략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

주하며 재가에서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배우자를 상으

로 자살생각 향요인을 악하고, 이를 통해 재가치매

노인 배우자의 자살을 방하는 융합 정책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과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과 배우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치매노인의 치매상태정도와 치매노인 배우자의

속박감, 주 건강상태, 사회 지지, 처 략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치매노인 배우자의 속박감, 주 건강상태, 사

회 지지, 처 략 자살생각간의 상 계

를 확인한다.

넷째,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요인

을 확인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 정도를

악하고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료수집

본 연구는 S 학교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

후(2-1040781-AD-N-01- 2017006HR) 서울시 치매지원

센터 5개, 장기요양기 10개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치매노인을 돌보는 배우자 160명을 상으로

의도표집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G*power 3.1.9.2을 이

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출한결과 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power .80을 용할

때 최소 상자수는 135명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

상자는 160명으로이를 충족하 다. 상자 모집은각 기

에 연구의 조를 요청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

자로 명단을 확보한 후 연구자가 화하여 연구수행에

해 설명하 으며, 상자의 집이나 집근처에 가서 직

면하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자가 직 설문을 진행

하 다.

2.3 연 도

2.3.1 치매노  우   특

치매노인과 치매노인 배우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은

남녀, 연령은 75세 미만, 76-84세 미만, 85세 이상으로 3

단 로 구분하 다. 종교의 유무, 교육정도, 배우자를 제

외한 동거가족의 유무,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도움,

동반질환수, 돌 시간, 돌 기간, 수입, 돌 비용을 포함

하 다. 이용 서비스에서는 요양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치매지원센터로구분하 고, 장기요양등 은 1·2등 ,

3·4등 5·무 등 으로 3단계로구분하 고, 유병기간

은 2년 미만, 3-5년, 6년 이상으로 구분하 다.

2.3.2 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하여 Harlow 등[23]이 개발한

Suicidal Ideation Scale을 Kim[24]이 번안한 도구 자

살시도문항을제외한 4가지문항(죽고싶다는 생각, 자살

에 한생각, 군가에게 자살하고싶다고말한경험, 인

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

용하 다.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1이었다.

2.3.3 감

속박감은 Gilbert와 Allan[19]이 속박감 측정도구를

Cheon[19]이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 다. 총 16문항의

Likert 5 척도로 외 속박(10문항), 내 속박(6문항)

2개의하부 요인으로 구성되며, ‘ 그 지 않다’ 1 에

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속박감이 높

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Cronbach's α = .971 이었다.

2.3.4 주  건강상태

주 건강상태는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로서

Lawston 등[25]의 건강상태 자가 평가 측정도구를

Shin[26]이 이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총 3문항

( 반 인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정도, 동년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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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상태) Likert 5 척도로 ‘매우 나쁘다’ 1 , ‘매우

좋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36이었다.

2.3.5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Sherbourne과 Stewart[27]가 개발한

Medical Social Support Scale (MOS-SSS) 20문항을

Lim[28]이 19문항으로 수정,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수

를 의미한다. 각 하부 역은 정서 지지, 정보 지지, 애

정 지지, 물질 지지 사회 교류로 구분되

고 Likert 5 척도로 ‘매우 나쁘다’ 1 , ‘매우 좋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정도가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83이었다.

2.3.6 대처 략

처 략은 McCubbin 등[29]이 개발한 Family,

Crisis-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F-COPES)

을 Kim[30]가 30개 문항으로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각하부 역은 크게 내면 처 략과 외면 처

략으로 구분되고 Likert 5 척도로 ‘매우 나쁘다’ 1 ,

‘매우 좋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처 략 정도가

높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 Cronbach's α = .907이었다.

2.3.7 치매상태평가

치매상태평가는 서울시 역치매센터에서 치매노인

의 상태를 다차원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구

이다[30]. 평가항목은 인지기능 4문항, 문제행동 6문항,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 9문항, 도구 일상생

활 수행능력(IADLs) 7문항의 4 역으로 총 26문항이다.

각 항목은 4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0∼78 으로 수

가 높을수록 치매상태가 증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 .96이었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연구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고, 치매노인 배우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자살생각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

석하 다. 치매상태평가, 자살생각, 속박감, 주 건강

상태, 사회 지지 처 략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에 향 요인을 악하

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치매노  우   특

치매노인 배우자는 여성 64.4%, 남성 35.6%로 평균연

령은 75.58세이며, 종교가 있는 상자는 48.8% 다.

등학교 이하 학력이 38.1%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동거

하는 경우 21.3%,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배우자는38.8%로

나타났다. 동반 질환이 평균 2.05개이며, 치매노인을 돌

보는 시간은 하루평균 11.48시간이고 돌 기간은 38.87

개월이다. 월수입은 평균 152.58만원이며 배우자를 돌보

는데 소요되는 부담은 평균 38.87만원으로 나타났다. 치

매노인의 성별은 남성이 64.4%이고 평균 연령은 77.24세

이며, 종교가 있는 치매노인은 28.1% 다. 평균 학력은

8.97년이며, 장기요양등 은 4등 이 47.5%로 가장 많았

고, 평균 4.11년의 유병기간을 나타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Caregiver

Gender
female 103 65.3

-
male 52 34.7

Age(year)

< 75 68 44.4

75.58±6.6476-84 72 48.0

≥85 10 6.7

Religion
yes 78 48.8

-
no 82 51.3

Education(year)

≤elementary 61 38.1

8.41±3.96
middle 50 31.3

high 39 24.4

≥college 10 6.3

Living together

(spouse excluded)

yes 34 21.3
-

no 126 88.7

Help from other

family members

yes 64 38.8
-

no 96 58.2

Caregiving time (hour/day) 11.48±3.46

Duration of caregiving (month) 38.87±21.31

monthly income (10,000 won) 152.58±57.74

Care expenses

< 50 144 90.0

35.38±21.6150-99 14 8.8

≥ 100 2 1.3

Type of service used

home-visit care 93 60.4

-day care center 21 13.3

dementia center 57 38.0

Number of

diseases

≤1 62 38.8

2.05±1.262-4 81 50.6

≥5 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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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 변수에 대한 결과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 문항 평균 수는

2.06±0.80이었고, 자살생각이 ‘있다’라고 답한 배우자는

72명(45.5%), 자살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배우자는 88

명(55.5%)으로 나타났다. 속박감의 문항 평균 수는

3.18±0.80이었고, 주 건강상태의 문항 평균 수는

3.04±0.85 , 사회 지지의 문항 평균 수는 3.05±1.01 ,

처 략의 문항 평균 수는 2.53±0.47 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치매상태평가 수는 1.60±0.69 으로 나타

났다.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160)  

Variables
Total Item

Range
Mean±SD Mean±SD

Suicidal ideation 8.25±3.20 2.06±0.80 1-5

Entrapment 47.90±12.30 3.18±0.80 1-5

Perceived health status 9.15±2.55 3.04±0.85 1-5

Social support 58.06±19.34 3.05±1.01 1-5

Coping strategies 76.8±14.36 2.53±0.47 1-5

SDAP 41.80±18.08 1.60±0.69 0-12

Cognitive impairment 7.58±2.99 1.88±0.74 0-3

Behavior problem 5.63±3.40 0.93±0.56 0-3

ADL dependency 11.75±10.33 1.30±1.15 0-3

IADL dependency 16.44±5.86 2.36±0.82 0-3

* SDAP: Seoul Dementia Assessment Packet;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3.3  특 에 따  살생각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은 종교(t=-3.718, p<.001),

동거가족(t=-3.634, p=.001), 가족도움(t=-2.668, p=.008),

돌 기간(F=3.167, p=.045) 방문요양서비스(t=-2.12,

p=.03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치매노인

은 종교(t=-3.845,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Suicidal ideation scor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caregiver 

and patient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al Ideation
Mean±SD t or F(p)

Caregiver

Gender
Female 2.04(0.83) -0.449(.654)

Male 2.10(0.74)

Age(year)

< 75 3.09(0.74) 1.226(.221)

76-84 3.11(0.83)

≥85 3.14(1.05)

Religion
Yes 1.83(0.76) -3.718(<.001)

No 2.28(0.77)

Education(year)

≤elementary 2.22(0.75) 2.284(.081)

Middle 1.99(0.90)

High 2.01(0.74)

≥College 1.57(0.52)

Living together

(spouse excluded)

Yes 1.68(0.64) -3.634(.001)

No 2.16(0.81)

Help from other

family members

Yes 1.85(0.73) -2.668(.008)

No 2.19(0.81)

Caregiving time(hour/day) 2.06(0.80) 2.055(.132)

Duration of caregiving(month) 2.06(0.80) 3.167(.045)

monthly income (10,000 won) 2.06(0.80) 2.366(.097)

Care expenses

< 50 3.08(0.80) 0.652(.522)

50-99 3.25(0.86)

≥ 100 3.60(0.14)

Home-visit care
Yes 1.96(0.73) -2.121(.035)

No 2.24(0.88)

Day Care Center
Yes 1.86(0.68) -1.188(.236)

No 2.09(0.81)

Dementia Center
Yes 1.90(0.75) -1.882(.062)

No 2.15(0.81)

Number of diseases

≤1 2.03(0.79) 0.060(.942)

2-4 2.08(0.79)

≥5 0.05(0.91)

Patient

Gender
Female 2.10(0.74) 0.449(.654)

Male 2.04(0.83)

Age(year)

< 75 1.96(0.74) 1.305(.274)

76-84 2.10(0.80)

≥85 2.34(1.00)

Religion
Yes 1.68(0.71) -3.845(<.001)

No 2.20(0.78)

Education(year)

≤Elementary 3.27(0.79) 1.348(.261)

Middle 3.08(0.73)

High 2.99(0.90)

≥College 2.91(0.81)

Patient

Gender
female 57 35.6

-
male 103 64.4

Age(year)

< 75 66 41.3

77.24±6.0976-84 83 51.9

≥85 11 6.9

Religion
yes 45 28.1

-
no 115 71.9

Education(year)

≤elementary 52 32.6

8.97±4.07
middle 54 33.8

high 37 23.1

≥college 17 10.6

Long-term

care rate

1,2 23 14.4

-3,4 55 53.2

5,none 52 32.5

Number of

diseases

≤1 9 5.6

3.06±1.532-4 76 47.5

≥5 75 46.9

Disease duration

(year)

≤2 34 22.7

4.11±2.043-5 88 58.7

≥6 28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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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 주  건강상태, 사회 지지, 대처

략  살생각 간  상 계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모든 연구 변수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자살생각과 속박감은

(r=.693, p<.001) 유의한정 상 계가 있었다. 자살생

각과 주 건강상태(r=-.305, p<.001), 자살생각과사회

지지(r=-.405, p<.001), 자살생각과 처 략(r=-.567,

p<.001), 속박감과 주 건강지각(r=-.274, p<.001), 속

박감과 사회 지지(r=-.469, p<.001), 속박감과 처 략

(r=-.552, p<.001), 주 건강상태와 처 략(r=.320,

p<.001) 사회 지지와 처 략(r=-.650, p<.001)은 유

의한 부 상 계가 있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60)

Variables 1 2 3 4

2
.693
(<.001)

1.00

3
-.305
(<.001)

-.274
(<.001)

1.00

4
-.405
(<.001

-.469
(<.001)

.133 1.00

5
-.567
(<.001)

-.552
(<.001)

.320
(<.001)

-.650
(<.001)

1. Suicidal Ideation; 2. Entrapment; 3. Perceived Health Status;
4. Social Support; 5. Coping Strategies

3.5 살생각에 향  미치는 

상자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자살생각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인 측정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 다. 모형1은 치매노인의 종교와 치매상

태정도를 포함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17.5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7.2%이었다. 따라서 치매노인

의 종교가 없고, 치매상태정도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치매노인 배우자의 특성

으로 종교, 동거가족, 가족도움, 돌 기간, 요양서비스를

포함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9.47, p<.001),

Adjusted R²는 0.272로 모형의 설명력은 27.2%로 나타났

다. 즉, 치매노인의 종교가 없고, 치매상태정도가 심할수

록, 동거가족이 없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자살

생각이 높게나타났다. 모형3은 속박감, 주 건강상태,

사회 지지 처 략을포함하 고, F=19.199(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Adjusted R²는 0.557로 모형

의 설명력은 55.7% 다. 따라서 상자의 속박감이 높을

수록 치매노인의 치매상태정도가 나쁠수록 처 략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4. 논

본 연구는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여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을 방하

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기존 치매

노인의 자살생각과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부양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자에 포함하 으나[13-17] 배우

Long-term care

rate

1,2 3.19(0.82) 1.461(.235)

3,4 3.18(0.82)

5,None 2.95(0.76)

Disease duration

≤2 2.86(0.81) 2.303(.103)

3-5 3.19(0.76)

≥6 3.13(0.88)

Table 5. Influencing of suicidal ideation                                                           (N=16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206 .156 7.740 <.001 .752. .198 3.809 <.001 1.474 .495 2.976 .003

Patient: Religion (0:have) .351 .134 .198 2.623 .010 .282 .140 .159 2.016 .046 .078 .112 .044 .702 .484

SDAP .375 .087 .326 4.319 <.001 .414 .099 .360 4.188 <.001 .314 .081 .273 3.883 <.001

Caregiver:Religion (0:have) .225 .120 .141 1.875 .063 .000 .105 .000 .002 .998

Living together (0:have) .353 .144 .180 2.449 .015 .174 .115 .089 1.518 .131

Help from other family members (0:have) .247 .120 .151 2.050 .042 -.015 .108 -.009 -.135 .893

Duration of caregiving -.077 .078 -.082 -.983 .327 -.110 .061 -.119 -1.801 .074

Home-visit care (0:have) .186 .117 .112 1.587 .114 -.035 .095 -.021 -.374 .709

Entrapment 0.448 .070 .452 6.432 <.001

Perceived Health status -.093 .056 -.099 -1.675 .096

Social Support -.038 .066 -.048 -.568 .571

Coping Strategies -.333 .147 -.199 -2.266 .025

F(p) 17.544 (p<.001) 9.468 (p<.001) 19.199 (p<.001)

R² .183 .304 .588

Adjusted R² .172 .272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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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돌 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배우자만을 상으로

하여 자살생각 향요인을 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자살생각에 향을 주는 일반 특성 요인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이 치매노인과 가족 부양자의 일반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연구마다 치매노인 부양자의 자살

생각 련 특성이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종교가 치매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서자살생각에 유

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체 으로 경증치매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으로 자살

을 부정 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으로 사료된다. 한, 동거가족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과 같이 다른사람에게서의 도움은

자살생각에 유의하지만 자살생각 향요인으로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일부 치매노인 배우자는 가족인 요양보호

사로서 치매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된 방문요양기 에 의해 일정한 여를 받는 형태를 유

지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로서 배우자를 돌 과 함께

보상을 받는 형태인데, 장기요양 제도의 취지인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는 여 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양자가 여성일수록, 치매노인과 부양

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양

자의 직업이 없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는 부양자와 치매노인과의 계가구분되지 않

은 연구 다. 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배우자가 남편일

경우에 자살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어치매노인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에 한 연구가필요하다고 사료된

다[16].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문항 평균 수는 2.0 으

로, 치매노인 부양자를 상으로 한 Kim 등[13]의 연구

3.01 보다 낮고, Jeong[14]의 연구 1.39(4 척도)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일반 노인에게서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

인 상황일 때 자살생각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상자는 배우자로 한정된 만큼 직 인 비

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9-12]. 그러나 자살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봤다고 답한 치매노인 배우자는

45.5%로 Kim 등[13]의 연구 21.0%와 O'Dwyer[16] 등의

연구 26%보다 높게 나타나 배우자를 상으로 한 자살

생각에 한 반복 연구와 자살생각 향요인에 한

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간의 상 계를 비교해보면

자살생각과 속박감(r=.693)은 강한 양 상 계로, 속

박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주 건강상태(r=-.305), 자살생각과 사회

지지(r=-.405), 자살생각과 처 략(r=-.567)과는 부

상 계로, 주 건강상태와 사회 지지 처

략이 나쁠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

은 본인의 건강에 한 43.7%가 부정 으로 평가하며,

만성질환율이 89.2%로 노화로 인해 부분의 노인들이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32]. 치매노인 배우자

는 지속 인 수발로 건강을 더 챙기기가 어려운 실정으

로.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신체 부담을 더 많이

느끼며[5] 신체 부담은 배우자 자살의 이유로도 보고

된 바 있다[17]. 신체 부담을 감소시키기 해 치매노

인 배우자와 같은 노인들이 사회 돌 체계인 장기요

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심이 필요하

다. 실제로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83.9%는 장기요양제도

에 해 알고 있고, 67.8%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40.6%에 불과

한 것으로나타났다[32]. 2018년 확 되는 치매가족을

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나 최 장기요양 등 을 받은

모든 치매수 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등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생각에 미치

는 향요인은 속박감, 치매상태정도 처 략으로

나타났으며 처 략은 음의 방향으로 즉, 속박감이 높

을수록, 치매상태정도가 나쁠수록, 처 략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은높게 나타났다. 특히 3개의 향요인 속박

감이 가지는 설명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나 배우자의 속박감은 자살생각에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치매노인을 상으로 속박감과 자살생각에

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Cheon[21]의 치매노인의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속박감 정도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속박감 수 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한, Martin[22] 등의 외국의 연구와 비교하여도 우

리나라 치매노인 가족의 속박감 수 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치매는 질병의 특성상 장기 이고 집 인 돌 이

필요함에 따라 치매노인을 돌보는 역할이 다른 연구 상

들보다 속박감이 더 높을 것이며,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가족의 책임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 가치 이 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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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가치매노인 배우자

가 느끼는 속박감을 제고하기 해서는 문상담원이 가

정을 방문하여 상담 돌 교육을 제공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에 치매노인 배우자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속박감 다음으로 치매상태정도가 치매노인 배우

자의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의 증상정도가 심할수록 주부양자는 부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더욱 가 되어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하지만 일반 으로 노인의 자살생각 향요인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제한을 측정할 수 있는 일

상생활 수행능력(ADL)만을 포함하고 있으며[11],

Kim[13] 등은 치매노인의 증상정도를 문제행동 증상으

로 한정지었다. ADL은 치매노인에게 매우 요한 요소

로 기본 으로 자기 신체 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비교 치매 말기까지 유지된다. IADL은 좀더 복잡한인

지능력을 필요로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기술과 행 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매 기단계부터 감소한다. 증치매

환자에게는 ADL로 평가를 했을 때 이미 ADL 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반 하기 어렵다

[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상태를 인지기능,

문제행동, ADL IADL을 포함하는 다차원 인 평가도

구를 사용하 다. 지역사회 재가 치매노인의 인지장애와

문제행동이 ADL과 IADL 하의 측요인이며 ADL

하는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삶의 질을 하시키며, 시

설 입소 사망률 증가와 련이 있는 만큼 치매노인의

상태를 다차원 으로 악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33]. 한 치매노

인에게서 최 한 오랫동안 ADL을유지시켜배우자의삶

의 질을 증진시키고 자살생각을 방하도록 치매노인의

상태에 한 정확한 사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처

략이 확인되었다. 국내의 치매노인과 자살생각 련

연구에서는 처 략을 연구변수에 제외하 으나

O'Dwyer[15,16] 등의 연구에서는 처 략이 간 으

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처 략은

내면 과 외면 형태로 분류되고, 내면 처 략은

스트 스 상황에 한 회피 반응과 확신 재정의 하

는 능력인 반면, 외면 처 략은 종교, 가족, 이웃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을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에서 종교, 동거가족,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요양보

호사로부터의 도움이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

와 외면 처 략은 같은 맥락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재까지 장기요양 제도에서 방문요양 서비스가 부분

을 차지함에 따라 배우자의 부양스트 스를 완화하고 치

매노인이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치매노인 배우자의 처기술의 습득 정

처 략방법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 제도 으로 치매

가족 부양자에게 부양 부담 완화를 해 마련된 치매가

족휴가제나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이용에서도 치

매노인 배우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언

본 연구는 재가치매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자살생각

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배우

자의 자살을 방하는 융합 정책 연구의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속박감, 치매상태정도

처 략이 자살생각에 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을 방하기 하

여 치매노인의 정확한 상태에 한 사정이 필요하며, 속

박감을 낮추고 처 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

라를 이용하여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되어야 한다.

한 돌 에서 소외되고 있는 치매노인 배우자에 한

근성을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도시 지역의 연구 상자 표집으로

하 고, 재가치매노인의 배우자를 상자로 하여 자료수

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지원센터와 노인장

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배우자를 상으로 하여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추후 다양한 지역과

근성이 떨어지고 소외되어 있는 재가에 있는 배우자들

을 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선행연구들은 단면 연구임을 고려할 때 종단 연구를 통

한 치매노인의 유병기간에 따른 치매노인 배우자의 자살

생각의 변화와 련 요인들 간의 계에 한 인과 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치매노인과 배우자가 시

설입소나 극단 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다학제 인 근 방

법의 융합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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