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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에서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수도권 7곳, 지방 11곳에 치한 주간보호센터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보호자 자녀 며느리 341명을 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6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치매노인보호자의 50.9%가 높은 부양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43.6%가 고

험의 인 계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양부담은 인 계문제에 정 인 향 계

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가족지지는 부양부담과 인 계문제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바탕으로 하여 부양부담으로 인해 인 계문제를 겪고 있는 치매노인보호자들을 한 가족 인 계 개선 로그램

도입 등의 실천 , 정책 개입 방안을 제언하 다.

주제어 : 융합, 치매, 치매노인보호자, 부양부담, 인 계문제, 가족지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egiving burden on the caregiver’s interpersonal 

problem. In addition,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was examined.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a 

total of 341 sons and daughters in law who are caregivers of dementia elderl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analysis result of dementia elderly caregiver’s symptoms showed that prevalence of caregiving burden were 50.9% 

and interpersonal problem were 43.6%.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giving burd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 Also, Family support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burden and interpersonal problem(p< .05). Based on this result, I suggested the various policies and the 

necessity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for caregivers of dementia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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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치매는더 이상 개별 가정 차원의 문제가아닌 국가의

돌 차원의 문제로 확 되고 있다. 2017년 재 65세 이

상 인구는 708만 여명으로, 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

고 있고, 2030년 24.5%로 늘어날 것으로 상되며, 2050

년에는 체의 38.1%를 차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1].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인구 한폭발 으로 증가해

2015년 노인인구의 9.8%인 64만8천명에서 2030년에는

127만2천명, 2050년에는 체 노인인구의 15.1%인 271만

명이 치매를 가지게 되어 노인 10명 1.5명이 치매를

경험할 것으로 망된다[2].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상승

은 사회 으로 떠안아야 할 경제 비용의 증가로 이어

지고 있다. 제3차 치매 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치매에

한 사회 비용은 2013년 기 인구총생산의 1%인 11조

7천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여 2030

년 23조 1천억 원, 2050년 433조 2천억 원까지 육박할 것

으로 상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2011

년 치매 치료를 해 사용된 비용이 암과 심장병을 한

비용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 다[2]. 그러나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더불어 아직까지 의학 으로 치매

를 완치할 수있는 기술이 없어치매는 ‘고령사회의 재앙’

으로 불린다[3].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치매가 사회문제

라는 인식 아래 국가에서 치매를 리하는 정책의 일환

으로 2017년 하반기,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을 통

해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 다[4]. 국가차원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장기

요양서비스를 확 하며 치매노인 의료지원 강화를 하는

등 치매에 한 극 인 개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매노인을 리하기 한 인 라확충과 경제

인 보상에 머물러 있을 뿐, 치매노인으로 인해 직

으로 격한 변화를 겪는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문제를 해소하

기 한 공 개입 확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치매노

인의 시설 입소율은 0.2%에 그치고 있으며[5], 아직까지

치매노인의 53%를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 가족구성원 1명이 담하여 부양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4]. 치매노인보호자의 경우 일반노인이나

신체장애, 암환자 보호자에 비해 더 높은 부양부담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이들을 한 개입이 시 하다[6

–9].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은 실제로 다양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노인보호자는 치매발병

후 평균 으로 4년, 최 10년 동안 직 부양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입소하기 까지 1명의 가족구성

원이 하루평균 5시간, 최 10시간동안 부양시간을 할애

하는 등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등을경험하고 있다. 한치매보호

자의 5.7%가 조기퇴직을 하는 등 부양부담에 따른 실직

으로 인한 사회 비용 한 증하고 있다[10]. 뿐만 아

니라 기존 연구에 따르면 치매노인보호자는 부양을 하는

에 치매 질환의 특성으로인해발 되는 환각, 망상, 인

지장애, 폭력 등의 이상행동 증상의 직 인 피해를 경

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긴장감, 죄책감, 분노,

자살 생각 등의 정신 어려움, 질병, 경제 인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6].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은 개인의 기뿐만 아니

라 인 계를 형성하는 데에도어려움을 수 있다. 치

매노인의 증상이 심할수록 보호자의 치매노인의 개인

생 리 등 수발 역할이 증가하고 치매노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해 일거수일투족을 찰하고 리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매노인보호자의 지인 의 제한,

이웃 계의 부정 변화, 개인 외출의 제한 등을 겪게

된다. 한 종교활동, 여가활동, 자원 사활동 등, 치매노

인보호자의 사회 역할수행제한으로 인 계에 지속

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17]. 인 계가좋을

수록 자아 성취감, 행복감, 욕구만족 등의 심리상태가 유

발되고, 인 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울, 불안, 소외 등의

부정 인 심리 문제를 가지며 부양에 도움을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지지와 같은 사회 자본을 축 하기 어려워

져 치매노인보호자가 겪는 어려움을 가 시킬 수 있다

[18].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인 계문제를 조 하기 한 보호요인

으로서 가족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

면 가족지지 등의 사회 지지가 부양부담 정도를 완화

시키고 심리상의 부정 결과를 조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 부양부담 자체를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1]. 뿐만 아니라 가족지지와 인 계는 상 계를

가지며, 가족지지는 인 계능력에 정 으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22-24], 치매노인보호자의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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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도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것으로 측할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표 인 만성질환인 치매에

한 보호자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고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향요인으로

작용하 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사

회복지 에서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융합

연구를 목 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과 인 계문제의 실

태는 어떠한가?

2. 치매노인보호자가 겪는 부양부담과 인 계 문제

의 계는 어떠한가?

3. 치매노인보호자의 정 인가족 지지는 부양 부담

에 따른 인 계문제를 조 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가?

2. 론적 경

2.1 치매노 보호  양 담

치매의 퇴행 인 특성으로 환자는 근거리에서 지속

인 어를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부양자는 치매노인에

한 걱정과 동시에 타 질환 부양자에 비해 비교 장기

간 지속되는 부양으로 인한 부담[25], 치매에 수반되는

행동 , 인지 문제로 인한 극단 인 스트 스[26], 경제

부담까지도 감내해야하는 디스트 스를 경험[14]하는

등의 부양부담을 겪게 된다. 치매부양부담(Dementia

Caregiver Burden)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심리 , 신체 생리 , 사회경제 인 향을 말한다[27].

Cohen 등은 치매질환으로 인해의존성이높아지고인지

기능이 하되어 야기되는 보호자의 부담을 치매부양부

담이라 정의하 으며 보호자가 느끼는 부 감정과 신체

정신건강의 악화, 일상생활에서의 부담 등 삶의 부정

향이 있다고 하 다[28]. 치매노인에 한 부양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주목받는 부양의이슈로서 부양

에 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다[29]. 본 연구에서

는 부양부담을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의 심리 ,

신체 , 사회 부담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 까지 이루어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

이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은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

호자 본인의 특성으로 요인을 구분하여 악된다. 우선

치매의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의 특성이 부양부담에 향

을 미친다는 이다. 기본 이고 도구 인 일상생활

동작 기능 하는 부양부담을 높이는 주요인이지만

[30-32], 치매환자의일상생활기능장애가 심한 정도와 부

양부담과의 련이 없다는 연구[33] 한 상존하고 있다.

권 돈의 연구에서는치매노인의 성별, 치매정도, 문제행

동은 부양부담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노인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34,35]. 그러나 교육수 과 부양부담간

의 계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어있다[36].

한편, 보호자의 특성으로보호자가 여성일수록 부양부

담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7]. 남성의 경우에 부정 인

감정을 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남성 보호자들

은 사회 지지를 받기 해 보호자 역할을 포기하는 경

향이 더 많아 사회 개입에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시

설입소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양을 하는

데에 상 으로 많은 시간동안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며

환자를 해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보호자의 연령과 련해서는 연령

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가 된다는 연구[39]가 있으며

보호자가 자녀인 경우에 수입이 은 보호자는 환자 부

양에 한 부담을 더 많이 받는 것[40]으로 알려졌다. 이

에 더해 주 건강상태는 부양부담에 가장 큰 원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41]. 그러나 치매노인의 특성과 마찬가

지로 보호자의 성별과 부양부담과의 련이 크게 없게

나타난 연구도 있으며[42], 치매노인 보호자의 연령과

련한 국내 연구 부분에서 연령 자체가 부양부담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1].

특성에 따른 요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매노인보호자는 타 질환 부양자 보다 더 많은

긴장과 스트 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9]. 미

국의 AARP(National Association for Caregiving and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가 1,500명

의 부양가구를 상으로 부양부담에 한 조사를 한 결

과, 신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모시는 부양자보다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부양자가 더욱 여가 크고, 스트

스가 높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보호자가 느끼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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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신체 , 정신 스트 스는 치매노인에 한

어 자체를 철회하도록 만들게 하는 기제가 된다는 측면

에서 사회복지 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치매노 보호  양 담과 계문제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으로 인해 발 되는 문제

에 한 연구는 부분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개인의

정신 측면과 경제 결핍에 국한되어진행되어오고 있

다[11-16]. 그러나 치매로 인한 문제가 개인에서 사회

체로 확산되는 시 에 어 들어감에따라 사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인 계문제이다.

인 계(interpersonal relation)란 어느 조직 내 업무

수행과 목 달성을 한 구성원간의상호작용 과정이다

[43]. 흔히 일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간 계(human

relation)와 다르며 개개인의 계를 제로 한다는 에

서 심리 사회학의 성향을 갖는다. 인 계문제는 이러

한 인 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계를 만

들지 못하거나 계를 유지·발 시키는 사회 기술의

부재 는 결함, 왜곡을 의미한다[44]. 개인은 인 계를

형성하는데 정서 으로 심한 불안, 두려움, 거 에 한

민감성 등을 가지고, 인지 으로그 상황에 한 통제 불

안의 왜곡된 생각을 하며, 행동 으로는 더욱 경직되고

미숙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인해 인 계에 문

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45].

치매노인보호자의 경우 신체 ·정서 ·경제 부담으

로 인해 인 계문제를 겪을 수 있으나 재까지 보호

자의 인 계와 련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

에 부양부담의 하 차원을 구분하여 인 계문제와의

인과 계를 악하고자 한다. 부양부담의 측정도구를 검

증한 권 돈은 사회 활동제한, 노인-주부양자 계의

부 변화, 가족 계의 부 변화, 심리 건강상의 부

담, 경제활동상의 부담등 6개의 하 차원으로 나 어 부

양부담을 구분하 다[46]. 우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보

호자의 경우, 개인 인 시간을 가지기 힘들며, 지인들을

만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어렵다

[47,48]. 따라서 사회 활동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는 인 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의 활동

수 과 인 계의 상 성을 연구한 김희정 외[49]의 연

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하게 수행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일수록 인 계만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치매노인보호자의 연령이 비교

고령임을 감안할 때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보호자의 경우 인 계만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 치매노인보호자는 부양 노인과 가족 계

에 있어 부정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의 건강성

은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50]. 원상숙[51]

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건강성은 인 계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와 같은 심리 어려움과 신

체 건강문제도 마찬가지로 인 계능력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52.53], 경제 어려

움은 인 계문제의 주요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54].

이처럼 부양부담을 구성하는 하 척도 모두 인 계문

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보고되고 있어, 이를 모두 포

하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은 인 계문제에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

까지 그 요성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3 가족지지  조절효과

개인이 처음 인 계를 맺게 되는 곳은 가족체계이

다. 이러한 가족의 역할은 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여 타

인과 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인 계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친다[23]. 인 계문제에 있어 가족지지

가 보호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상 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으로 설명된다. 상 계이론은 재의

인 계는 과거에 이루어진 계로부터 향을 받는다

는 이론으로서[55], 타인을 하는 행동양식은 가족체계

로부터 형성되어진 인 계능력의 연장 혹은 반 행동

으로 보고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 간의 계의 요성을

강조하 다[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보호자

에 한 가족의 지지에 주목하여 가족지지가 인 계문

제의 보호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 지지란개인이 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

자원이다[57]. 김효순과 하춘 [58]은 사회 지지를

가족, 친척, 친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도움을

의미하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계로부터 신체

·정서 ·물리 욕구를 충족하기 한 행 로 정의하

다. 가족지지는 이러한 사회 지지의 한 부분으로서

욕구 충족을 해 개인이 가족에게 얻는 정신 ․ 경제

도움을 뜻한다.

가족 구성원이 치매를 정받은 사건은 가족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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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매노인에게 집 하게 되어 치매노인을 심으로 움

직이는 가족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새로운 가족체

계에 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치매노인 가족은 기존에

유지해오던 가족 간 상호작용 유형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항상성을 생성시키도록 요구받는다. 이 때 정 인

가족항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부정 변화를 경험하는 치매노인가족은 가족갈등

으로 이어져 가정환경 내 가용할 수 있는심리 , 정서

자원이감소하게 되고 인 계문제 등보호자의정신 ,

신체 , 사회 어려움을 가 받게 된다[59]. 그러나 가

족의 지지기능이 하게 작동되어진다면 개인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함으로

서 자신이 구인지를 인식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인 계문제에 있어서도 가족

지지는 스트 스 상황을 완화시키는 요한자원으로

인 는 사회 불안을 감소시킨다. 가족지지 에서도

정서 지지 기능은 인 계 형성에 많은 향을 주며

사회와 자신을 원만하게 연결시키는 인 계기술 한

가족을 토 로 형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24]. 더욱이

부분 가족이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우리나라의 부양

체계를 볼 때 특히 사회 지지체계 가족지지가 요

하게 작용할 수 있다[60].

이처럼 가족지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요함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치매노인보호자의 인 계문제에

한 가족지지의 향 검증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하

지만 다른 상자에 한 연구를 통해 가족지지가 인

계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

족지지와 아동의 인문제해결행동과의 계에 해 연

구한 박 애와 황옥경[22]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지지는

인문제해결행동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29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한 손정주[23]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인 계능력

이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 학생을 상으로

한 송정애, 장정순[61]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과 인

계능력은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부양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경험하는 치매노인

보호자의 인 계문제 한 가족지지가 조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상된다. 김재엽, 최선아, 이유진[62]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보호자의 일상생활 경제 부담

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 자녀와의 계갈등 의 계

에서 정 의사소통 등의 정서 가족지지는 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보호자가 경험하는 가족지

지가 그들이 겪는 인 계문제에 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통해 실증 인 검증을 하고자

한다.

3. 연

3.1 연 상  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수도권지역 지방에

치한 노인 주간 보호 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보호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방법의 단표집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각 지

역 치한 기 에 조문을 보내고 승인을 받는 차를

거쳐 기 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 다. 수도

권지역 기 7개, 지방 기 11개에서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수도권(서울 경기도)은 강동, 강서, 강남, 강북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기 을선정하 다. 지방의 경

우, 각 도에 해당하는 도시에 치한 기 에서 실시하고

자 하 고 구, 부산, 주, 주, , 청주, 횡성 등 7

개 도시에서 설문을 진행하 다. 선정 후 각 센터기 장

의 동의하에 치매환자 가족 보호자를 상으로 설문참여

에 한 홍보를 실시하 다. 이후 설문에 참여의사를 보

인 치매노인보호자 자발 으로 설문에 응답한 자녀와

며느리를 상으로 한정하여 참여하 다. 설문을 해

조사원이 각 센터에 방문하여 설문의 목 과 방법을 사

에 설명하 고, 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 조사

는 2016년 6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41명의자료를 수집하 다. 이들 해당문항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결측값이 있는 등 응답이 부실한 15명을

제외한 326명을 최종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

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로그램을 이용해 Cohen

의 power analysis 방법을 용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될

통계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통계방법에 따라 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선형회귀

분석에 필요한 표본 정크기는 간효과크기 F=0.15, 유

의수 (α)=0.05, 검정력(1-β) 80%, 측변수=13을 가정

하여 양측검정 하 을 때 189명으로 나타나 정 수 의

표본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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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 형

의 연구목 을 바탕으로 검증할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3 측정도

3.3.1 양 담

부양부담을 측정한 도구는 권 돈[46]이 Zarit[63]의

부담면 척도(BI)를 참고하여 개발한 한국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내 일 성,

내용 구성타당도,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46]. ‘나는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이 이 시 에서

다른 것을 하기를 기 한다’ 등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

으며, 부양부담의 하 차원을 한국의 특성에 맞게 구성

하 다. 6개의 하 차원은 ① 사회 활동제한, ② 노인-

주부양자 계의 부정 변화, ③ 가족 계의 부정 변

화, ④심리 부담. ⑤ 건강상의부담, ⑥재정 경제활

동상의 부담으로 구분된다. 조사 상자들은 부양부담에

한문항에 하여 ‘ 그 지않다’는 1 , ‘그 지 않

다’는 2 , ‘보통이다’는 3 , ‘그 다’는 4 , ‘매우그 다’

는 5 에 표시하 다. 역문항은 없으며 높은 수일수록

부양부담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권 돈[46]의 연구에서

의 척도신뢰도는 Cronbach's α= .90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부양부담 척도신뢰도는 Cronbach's α=

.974로 나타났다.

3.3.2 계문제

인 계문제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 Horowitz 등

[64]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us[65]가 재구성

한 인 계문제척도를 홍상황 등[66]이 한국 으로 표

화한 한국형 인 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Shortform of the KIIP Circumplexs cales, KIIP-SC)을

사용하 다. 인 계문제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① 통제지배, ② 자기 심성, ③ 냉담, ④ 사회 억

제, ⑤ 비주장성, ⑥ 과순응성, ⑦ 자기희생, ⑧ 과 여

등 각각 5문항씩 8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상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해 묻는 질문

에 ‘ 그 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1 , ‘그 지 않

다’의 경우 2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 5

으로 응답하 다. 평균 수가 높을수록 인 계문제

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인 계문제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992로 높은 수 을 보 다.

3.3.3 가족지지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해, 최 희[67]

가 개발하고 강 숙[7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

다. 가족지지 척도는 정 문항 9개, 부정 문항 2개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 척도

에 의하여 측정하 다. 조사 상자들은 가족지지에 하

여 ‘가족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가족은 나에게 헌신

인 도움을 다’등에 응답하 고, 척도는 ‘ 그 지

않다’에 1 , ‘약간그 다’에 2 , ‘보통이다’에 3 , ‘자주

그 다’에 4 , ‘항상그 다’에 5 으로 구성되었다. 부정

문항은 역문항화 하여 계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유

경남[68]의 연구에서의 척도신뢰도는 Cronbach's α=

.8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족지지척도신뢰도

Cronbach’s α는 .930이다.

3.3.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치매노인보호자에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된 인구사회학 특성인 치매노인보호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생활수 , 건강상태로 구성하 으며

[37-41], 치매노인의 성별, 연령, 치매등 , 유병기간, 재

산을 통제하 다[34-36]. 성별은 남자를 ‘1’로, 여자를 ‘2’

로 측정하 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 이하’ 1 , ‘ 학

교 졸 이하’ 2 , ‘ 학원 졸 이하’ 3 으로 구분하여연속

변수화 하 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것

을 나타낸다. 생활수 은 ‘매우 잘 사는편’을 1 으로하

여 ‘아주 나쁜편’을 5 까지로 구성하 다.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나쁘다’1 부터 ‘매우 좋다’ 5 까지 주

인식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시하도록 하 다. 치매노인

의 특성에 따른 통제변수 치매 등 은 ‘3 ’이 1 , ‘4

’이 2 , ‘5 ’이 3 이며, 재산의 경우 1억 원을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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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 다.

3.4 

부양부담, 인 계문제, 가족지지 간의 계를 검증

하기 해 SPSS 24.0 로그램을 활용하 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변수와 부양부담, 인 계문제, 가족지지의 실태를확인

하 다. 변수 간 향 계 조 효과는 다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하 다.

4. 연 결과

4.1 사회학적 특

조사 상자인 치매노인보호자와 치매노인의 인구사

회학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치매노인보호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생활수 ,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치매노인보호자의 성별은 여성이

226명(69.3%), 남성이 100명(30.7%)이며 연령은 50세에

서 55세가 114명(34.9%), 46세-50세 110명(33.7%) 순으

로 다수를 차지했다. 학력은 학교 졸업이 201명

(61.7%), 고졸 이하 65명(19.9%), 학원 졸업이 60명

(18.4%)으로 나타났다. 생활수 과 건강상태는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조사 상자가 각각 160명(49.1%), 147명

(4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치매노인의 특성을 살

펴보면, 여성이 230명(70.6%)으로 남성 노인 96명(29.4%)

에 비해 다수를 차지했다. 부분 80 (76.1%)로 나타났

으며, 치매등 은 3 이 84명(25.8%), 4 197명(60.4%),

5 34명(10.4%)이었다. 재산은 1억 이하가 249명(76.4%)

로, 재산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6)

4.2 주 변수 실태 

4.2.1 양 담 

본 연구 사용된 독립변수인 부양부담에 한 분석내

용은 Table 2와 같다. 부양부담의 평균은 최소값 1 부터

최 값 5 까지의 구간에서 2.84 (0.84)이었다. 하 척

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리 부담’이 3.01 (0.61)

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정 경제활동상의 부담’(3.00

), ‘건강상의 부담’(2.83 ), ‘사회 활동제한’(2.83 ),

‘노인-주부양자 계의 부정 변화’(2.75 ), ‘가족 계

의 부정 변화’(2.74 )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 5

척도를 기 으로 3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조사

상자는 체의 50.9%인 166명으로 10명 5명 이상이

부양부담을 보통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Freq. %.

Caregiver

Sex
Male 100 30.7

Female 226 69.3

Age

40 - 45 45 13.8

46 - 50 110 33.7

50 - 55 114 34.9

55 – 60 57 17.5

Education

≦High school 65 19.9

4-year college 201 61.7

Graduate school 60 18.4

Household
income

High 57 17.5

Middle 160 49.1

Low 109 33.4

Physical
condition

Good 108 33.1

Normal 147 45.1

Bad 71 21.8

Demented

elderly

Sex
Male 96 29.4

Female 230 70.6

Age

60s 5 1.5

70s 53 16.3

80s 248 76.1

90s≦ 20 6.1

grade of

dementia

3 grade 84 25.8

4 grade 197 60.4

5 grade 34 10.4

Disease

period

1-2 years 112 34.4

3-4 years 145 44.5

5-6 years 46 14.1

7-8 years 18 5.5

9 years≦ 5 1.5

Property

≦one hundred

million
249 76.4

one hundred million

≦
77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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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aregiving burden 

Variable(1–5)
Mean

(SD)

Above 3pt

(%)

Below 3pt

(%)

Total Caregiving Burden 2.84(0.84) 166(50.9) 160(49.1)

Limited social activities 2.83(0.84) 161(49.4) 165(50.6)

Negative 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demented elderly

- caregiver

2.75(0.97) 165(50.6) 161(49.4)

Negative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2.74(1.20) 163(50.2) 162(49.8)

Psychological burden 3.01(0.61) 128(39.3) 198(60.7)

Burden on finance and economic

activity
3.00(0.77) 155(47.5) 171(52.5)

Deterioration in health 2.83(0.87) 126(38.7) 200(61.3)

4.2.2 계문제  가족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인 계문제와 가족지지

에 한 분석내용은 Table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인

계문제는 5 척도(1 -5 ) 구간에서 평균 2.64 (1.04)

으로 조사되었다. 8개의 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 계에 있어 ‘과순응성’을 보인다는 문항이

2.81 (1.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희생’(2.69 ), ‘통

제지배’(2.68 ), ‘과 여’(2.67 ), ‘자기 심성’(2.59 ),

‘비주장성’(2.59 ), ‘냉담’(2.57 ), ‘사회 억제’(2.54 )

순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조 변수인 가족지지는 평균 2.92 의 수치를 보 다.

인 계문제 5 척도를 기 으로 3 (보통이다) 이상으

로 응답한 조사 상자는 체의 43.6%인 142명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 and family support 

Variable(1–5)
Mean

(SD)
Above 3pt (%) Below 3pt (%)

Total interpersonal

problem
2.64(1.04) 142(43.6) 184(56.4)

Control and dominant 2.68(1.09) 142(43.6) 184(56.4)

Egocentricity 2.59(0.95) 142(43.6) 184(56.4)

Indifference 2.57(1.02) 143(43.9) 183(56.1)

Social restrain 2.54(1.02) 135(41.4) 191(58.6)

Non claim 2.59(1.07) 141(43.3) 185(56.7)

Adaptation to excess 2.81(1.24) 142(43.6) 184(56.4)

Self-sacrifice 2.69(1.03) 143(43.9) 183(56.1)

Involvement to excess 2.67(1.08) 141(43.3) 185(56.7)

Total family support 2.92(0.70) 166(50.9) 160(49.1)

4.3 형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미치

는 향과 가족지지의 조 효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는 1단계 검증으로 독립변

수인 부양부담이 종속변수인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다음 2단

계 검증으로 Model 2에서는 조 효과인 가족지지의

향을 검증하기 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 상호작용

항의 다 공선성 문제를 악하기 하여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가 3미만, 공차한계

(Tolerance)가 0.4이상인지 확인한 결과, VIF 2.035, 공차

한계 .491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정규성 검증을 한왜도와 첨도에 경우, 각 기

(왜도 3 미만, 첨도 10 미만) 이하의수치로나타나

회귀분석 가정 요건을 충족하 다.

Model 1의 설명력은 20.9%(Adj R²=.179)로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p<.001) 나타났다. 한 치매노인 부양자

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유의미한(p<.01) 향을

미치고 있어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인 계문제에 부

향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수인 가족

지지는 인 계문제에 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

변수에서는 치매노인 부양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인 계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호작용이 투입된 Model 2의 설명력은 23.0%(Adj

R²=.198)를 보 다. 독립변수인 부양부담과 조 변수인

가족지지는 인 계문제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

았으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투입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 계문제에

한 부양부담의 효과를 가족지지가 조 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b=-.784, p<.05).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시각 으로 나타내기 해 Figure2와 같이 제시하 다.

가족지지를 평균을 기 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을 때, 낮은 가족지지와 높은 가족지지의 집단

모두 기울기가 우 하향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의 기울기가 –2.55로 낮은 집단의 –1.45보다

가 른 기울기를 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치매노인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가족지지가 보호요인으

로서의 작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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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

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이 계에서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여 치매노인보호자의 정신건강과 부

양부담의 감소를 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을 하 으며 사회

복지 인개입의단 를 제공하는학문 의의를 가진다.

즉,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과 인 계문제의 계

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부양부담이 높더라도

가족지지가 뒷받침되면 인 계문제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가족지지의 요성을 시사하 다.

이를 해 2016년 6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도권지역

지방에 치한 노인 주간 보호 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를 이용하는 치매노인보호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하 으며 326명이 응답한설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

사에 참여한 치매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 경험에 한 물

음에 ‘보통이다’이상이라고 응답한 조사 상자는 총 166

명으로 체의 50.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 치매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810 .826 .981 .534 .822 .649

Caregiver

Sex -.192 .145 -.085 -1.320 -.264 .146 -.117 -1.813

Age .050 .015 .239 3.284** .061 .016 .293 3.941***

Education -.344 .101 -.204 -3.408** -.448 .106 -.266 -4.230***

Household
income .010 .087 .007 .117 .018 .086 .012 .206

Physical
condition -.124 .103 -.087 -1.208 -.211 .106 -.148 -1.989*

Demented

elderly

Sex -.227 .123 -.100 -1.853 -.208 .121 -.091 -1.714

Age .234 .106 .116 2.204* .252 .105 .125 2.397*

grade of

dementia
-.004 .076 -.003 -.058 .008 .075 .005 .100

Disease

period
.042 .059 .037 .702 .047 .059 .042 .808

Property .043 .126 .018 .341 .037 .125 .015 .295

Independent

variable

Caregivng

Burden (A)
.695 .266 .557 2.613* .288 .298 .231 .967

Moderating

variable

Family

Support (B)
-.551 .325 -.369 -1.698 .104 .392 .070 .265

Interaction (A)X(B) -.784 .269 -.206 -2.912*

R² .209 .230

Adj R² .179 .198

R²chnage 021*

F(Sig) 6.894(.000) 7.168(.000)

*p<0.05, **p<0.01, ***p<0.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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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양자에 한 연구를 실시한 김재엽 외[62]의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치(52.0%)이다. 10명 5명 이상이 부

양부담을 겪고 있어 치매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은 심각

한 수 이다. 이는 부분 가족이 부양하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하 척도에서는 ‘심리

부담’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 치매노인보호자의 정

신건강에 있어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 다.

둘째,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은 인 계문제에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에 제한이 생기고이웃 계가 부정

으로 변화하는 등의 사회 활동제한이 인 계문제

를 발한다는 이동재[17]의 연구와 맥을 함께하는 결과

이다. 이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부양으로 인한 부

담뿐만 아니라 사회 계망 한와해시키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셋째,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 계에서 가족지지는 보호요인으로의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부양부담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직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보호자가 부양부담이

크더라도 부양과정에서 가족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인 계문제가 감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에

한 지지와 정 계는 환자를부양하는 보호자에게

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나 가족을 활용한다양한 로

그램이 개발되어 보 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치

매등 과 유병기간의 경우 연구결과에서 인 계문제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

매부양은 치매의 경 보다 병 자체만으로도 치매노인보

호자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에

따른 인 계문제를 경감시키고 가족지지를 높이기

한 개입 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치매

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을 낮추기 해 가족지지를 염두

에 둔 효과 인 정책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은 오래 부터 사

회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치매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며 치매에 응하고 있으나 치매노인보

호자의 부양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은활발하게 진

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재 정부의 정책은 치매노

인 본인에게 집 되어 있고, 이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가

족에 한 개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심으로 한 치매보호법 개정을 2015년 실시하 지만 아직

시행 기단계로 많은 수의 치매환자 가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의 법안을 기 로 치매환

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좀 더 구체 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 장에서 치매노

인보호자들에 한 지속 인 사례 리가 진행되어야 한

다.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 리종합계획(’16-’20)에 따라

치매노인 가족을 상으로 온라인으로 자가 심리선별검

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정신건강증진센

터를 통해 상담 사례 리를 제공하는 등의 연계 계획

을 발표하 다. 이를 지속 으로 시행하여 치매노인에게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한 주간보호센터의 수를 늘리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치매노인 수를 확 하는 것 한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서도 주간보호시설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이 퇴화하는

속도를 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9]. 따라서 치매

노인이나 보호자에게 있어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은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할 목 으로 연간 단기

보호기 등에 치매노인을 맡기고 그 기간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요건 등이 불합리해 실질 인 혜택을 제공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치매가족휴가

제 이용 상자 자격을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거나 망

상을 보는 등 8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청, 물건

손괴 등가족이실제로경험할수 있는치매증상이제외

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진단서 인정기한이 제한되어 있

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 되고 있다. 한 연간 6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지지를 향상시키기 한 가족 간의 유 를 형성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휴가 일수를 늘리고 자격요건

을 완화하여 치매노인보호자들이 실질 으로 쉼을 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인

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가족지지 로그

램을 확 실시해야 한다. 2018년 재 시행하고 있는 상

주시의 ‘헤아림’ 등 재 지방자치단체 산하 치매안심센

터의 주 으로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치매가족지지

로그램이란 보호자에게 질병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

담과 심리교육을 통해 정서 지지를 제공하고 자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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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발 으로 지지능력을 높이는 것 등을 말한다

[70]. 치매가족지지 로그램의 참여는 보호자의 정신․

심리 결과인 부양부담, 우울, 스트 스를 낮추는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 한 부분의 치매가족

지지 로그램은 치매노인보호자 간 자조집단을 조직해

유 감을 형성하고 사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부양부담으로 인한

인 계문제 해소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지지를 도모하기 해 치매노인 보호자를

상으로 하는 가족 계개선 로그램이 개발 보 되

어야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지지가 부양부담이 있는

치매노인보호자의 인 계문제를 낮춰주는 요한 요

인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계를 개선하고

정 인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치매노인과보호자의 신

체 ‧정신 건강과 더불어 인 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에 요하다. 이들을 상으로 TSL 가족치료 로그램

(TSL Family Therapy)[72] 등을 용하여 가족 간의 갈

등을 해소함으로서 계를 개선시키고 가족지지를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집단인 치매노인보호자의 경

우 가족지지가 부족하고, 인 계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극 도움과 지지가 상당히 요하다.

따라서 가족 계개선 로그램을 극 으로 활용하여

가족 계를 개선시킴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과 인 계문

제, 가족지지의 실태를 확인하고 변인 간의 계를 검증

하는 것에 의의가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으로 진행하 으며, 일

부 지역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보호자를 심으로 조사하여 치매노인보호

자 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률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부양부담과 인 계문제의 하 척도에따라 향

계가 달라질 수 있어 보다 세부 으로 상 계를

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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