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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루게릭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질환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과 필요한 서비스들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루게릭환자 및 그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질환
및 수발과 관련한 요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요인 어느 것에서도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와 주부양자의 관계가 배우자가 아니거나, 이들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질병의 
최초진단시기에 따라서만 부양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면,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루게릭이라는 질환에 맞는 의료적 지원과 더블어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복지서
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루게릭, 가족, 부양부담, 활동지원서비스, 융복합 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tients with Lou Gehrig's disease, their families, and 
their actual conditions of the disease, and to find the factors to alleviate caregiving burden and the needs of 
service. According to the stud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Lou Gehrig's disease 
and their patients, the disease and caregiving, and activity support service didn't influence alleviation of 
caregiving burden. When the main caregiver of the patient was not a spouse,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less, and when the disease was diagnosed initially, there was a difference in caregiving burde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medical support suitable to Lou Gehrig's 
disease and come up with a convergence policy to support personalized and specialized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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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4년 여름, 언론에서는  세계 유명인사들이 서로

를 지목하며 얼음물 세례를 받는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소개하 다. 이는 미국 ALS(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회에서 루게릭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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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캠페인으로, 우리나라

에서도 유명 연 인들이 동참하면서 이에 한 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우리나라에서 루게릭병으로 잘 알려진 근 축성측색

경화증은 질환명 ALS로 임상 으로 근 축, 근력약화, 

섬유속연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계 병이다. 

이 질병은 원인이 정확히 밝 지지 않은 희귀질환으로 

뇌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 으로 괴되기 때문

에 ‘운동신경원질환’으로 불리기도 한다[1]. 

루게릭 환자의 경우 발병된 후 환자 개개인에 따라 그 

질병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병의 말기에는 부

분 만 깜박거릴 수 있을 뿐 언어기능의 상실과 더불어 

신마비가 되어 손가락마  움직이지 못하게 돤다. 

한 근육이 차 소실되어 근력 약화와 근 축을 래하

여 언어장애, 사지 약, 격한 체 감소, 폐렴 등의 증세

를 보이다가 종국에는 호흡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1].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 까지 

루게릭환자에게는 신경내과나 의학요법 등의 의료 인 

지원이 요구되어져 왔으며, 환자나 가족들 한 치료에 

목 을 두는 지원을 으로 해왔다[2].

그러나 루게릭환자들은 치료와 완쾌를 기 하지 못하

여 정신 , 신체 으로 외상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반복

되는 치료와 입원 등으로 신체 으로 지치기도 하고 정

신 으로 가족과 소외되며 가족원에 한 미안함과 걱정, 

불안 등으로 많이 축이 되며 이러한 불안과 미안함으

로 인하여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3]. 즉, 진단과 동시에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 이고 지속 으로 나타남으로 인

해 루게릭환자나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해 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치료가 아닌 복지의 측면을 

강조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4]. 그럼에

도 불구하고 루게릭과 련한 연구는 간호학 역을 

심으로 제한 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부분 환자와 간병인의 신체 ·정신  고통정도가 상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5],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간병부담을 경감해주기 한 복지서비스의 향력이나 

이들의 요구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루게릭 환자들의 재 질환과 

련한 실태를 악하고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표 인 복지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의 향력도 악하고자 한다. 한 이들

에게 필요한 구체  서비스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

을 둔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 질

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루게릭 환자의 특성, 주부양자의 특성, 질환  

수발 련 특성  활동보조서비스 련 특성에 

따라 부양부담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둘째, 루게릭 환자  그 가족의 부양부담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루게릭 환자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루게릭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정도  가족지원을 해 필요한 서비스를 악하여 

정책  서비스 등의 가족지원 방안 모색하는 지원 략

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2.1 루게릭

루게릭은 재까지 질병의 원인이 밝 지지 않았고, 

질병의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서, 근 축측

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이 병명이

다. 발병이후 개개인에 따라 병의 진행속도가 차이가 있

으나, 병의 말기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환자의 지

기능과 감각상태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자신의 몸

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3]. 뿐만 아니라, 질병이 

진행되면서 타인에게 신체 으로 의존하게 되며,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된다[6,7].

우리나라의 ALS환자는 약 80%가 가정에서 가족원에 

의해 돌 을 받고 있으며, 부분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를 책임지고 있다. 즉, 루게릭 환자의 가족은 부분의 시

간을 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

해 경제 ·사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진단과 치료

를 한 직 인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간병인 비용, 주 

돌  제공자의 간병으로 인한 시간소비, 환자의 소득손

실로 인한 경제  부담을 겪게 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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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은 희귀·난치성질환이며 동시에 만성질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은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분류하여 소득에 따라 소득층을 심

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 부분의 90%를 공

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무상

으로 여해주고 있고 보장구 구입  간병인을 지원해

주며, 장애등 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4].

실제 으로 루게릭과 련한 선행연구들은 루게릭 환

자의 질병단계에 따른 사회경제  질병비용[8], 루게릭환

자의 삶의 질 련 연구[7], 루게릭 환자의 임삼특성  

간병부담에 한 비연구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심리

사회  건강에 한 연구[10], 루게릭환자 가족의 부담감

에 한 연구[11,15]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

들은 모두 의학과 간호학 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 외에도 최근 한국과 일본의 루게릭환자 지원에 한 

비교연구[4]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환자가족의 부양부담

가족구성원  한명의 병 진단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향을 주는 사건이므로 가족질환으

로 간주된다[12,13].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돌  제공의 요구, 건강 달체계의 부재, 사

회  낙인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돌 으로 인한 부담감은 가족 구성원 에서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 환자의 상태변화와 같은 상황  사건과 

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신체․ 사회  재정  

어려움과 불편함의 정도[14,15]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의 

부담감은 환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역시 하된다[16].

재 우리나라 루게릭환자의 황은 제 로 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들은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계속 으로 기계호흡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자발 호흡유지가 안되거나 어렵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

기 해서는 일생동안 인공호흡기를 용하면서 지내야 

한다. 이러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보호자들은 인공호

흡기를 다루어야 한다는 두려움, 다른 만성질환보다 

문성을 요하는 환자간호에 한 지식 부족에 한 스트

스로 인해 피로감과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13]. 

이에 루게릭환자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한 하나의 방안으로 장애등 에 의한 활동보조인과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돌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항  하

나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가

족원이 간병을 으로 책임지거나, 사설간병인에게 의

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에 한 월 평균 지불 액이 

높아 경제  부담을 더욱 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8].

2.3 활동지원제도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 ·정신  장

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

려운 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여를 제공함으로써 자

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임으

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 ’으로 한다[17]. 이러

한 제도는 증장애인들을 기피하는 활동보조인들로 인

해 오히려 활동보조인에게 선택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8]. 특히, 루게릭 환자들의 경우는 호

흡기를 사용하고, 석션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기피하는 활동보조인들로 인해 실제 인 도움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련한 연구들은 창기 활동

보조지원서비스 제도구축을 한 욕구조사 심에서 

2007년 이후 서비스의 만족도 혹은 인과 계를 설명하는 

연구들만이 단편 으로 이루어졌다[19]. 이와 련하여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부양부담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구는 [19,20]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서비스가 부양부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을 뿐 

구체 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해

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1차 으로 루게릭 환

자  그 가족들을 만나 설문문항을 구성·수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 다. 이후 2013년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 으며, 한국루게릭 회의 도움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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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단 에서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3.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루게릭환자와 그 부양자의 인

구사회학  요인을 확인하고, 질환  수발 련 요인, 활

동보조서비스 이용 련 요인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양부담감에 한 설문문항은 일본의 개호

부담감척도 에서도 1989년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소개 되었던 NFC 개호부담척도(NFC版介護負担尺

度)를 사용하 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된 일반 인 개호

부담에 한 척도는 ‘개호의 계속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본 조사도구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조사도구는 부양부담감에 한 일반 인 문항 

즉, 정신  부담과 가사의 제약, 자유시간이나 사회활동 

등의 제약 등을 포함한 10문항과 계속의지에 한 2문항

을 포함한 12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Cronbach α = .885로 나타났다. 

한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필요도 설문문항은 한국

루게릭 회 계자  그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성

되었다.

조사의 분석은 spss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와 

가족의 일반  사항과 부담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

에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환자와 가족원의 특성

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환자가족의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Ⅳ. 조사결과

4.1 기술통계

4.1.1 루게릭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루게릭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64.5%(40명), 여성이 

35.5%(22명)이고 연령은 59  이하가 25.8%(16명), 50  

이상 60  미만이 40.3%(25명), 60  이상이 33.9%(21명)

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이하가 12.9%(8명), 고졸이하

가 50.0%(31명), 졸이상이 37%(23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유배우자 88.7%(55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4.1.2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 부양자의 성별은 여성이 59.7%(37명)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은 40  이하가 31.2%(19명), 50 가 39.3%(24

명), 60  이상이 29.5%(18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

졸이하가 59.0%(36명)으로 나타났고 학이상이 41%(25

명)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들은 환자의 배우자 75.9%(44

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가 각각 6.9%(4명), 자녀인 경우 8.6%(5명), 기타가 

1.7%(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100

만원 이하인 경우가 8.1%(3명),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5.1%(13명), 200만원 이상 56.7%(21명)으로 나

타났다.

4.1.3 질환 및 수발관련 요인

루게릭환자들의 질환  수발 련 특성을 살펴보면, 

루게릭환자에게 증상이 최 로 출 한 시기는 5년 미만

이 36.1%(22명), 5년 이상 10년 미만 31.1%(19명), 10년 

이상 32.8%(20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진단 시기도 5년 

미만이 45.2%(28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8%(16명), 

10년 이상이 29.1%(1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양에 드

는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50만원 미만이 55.9%(19명),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4.7%(5명), 100만원 이상

이 29.4(1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환자 수발 시 드

는 평균 비용은 50만원 이하 35.3%(18명), 5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7.6%(9명), 10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21.6%(11명), 151만원 이상 25.5%(1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환자수발을 드는 일일 평균시간은 하루 24

시간이 35.0%(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8시

간 미만과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이 각각 18.3%(11명),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 28.4%(17명)으로 하루의 2/3

이상을 수발에 소요하고 있는 부양자가 63.4%로 높게 나

타났다. 

4.1.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관련 요인

본 연구참여자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련한 특성

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기간이 2년 이하가 35%(14명), 

2년 과 4년 이하가 25%(10명), 4년 과 30%(12명)으

로 나타났고, 이용기간의 평균은 39.95개월(SD=28.19)로 

나타났다. 이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월이용시간은 100시간 

이하 7.5%(5명), 101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4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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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SD df t/f p
Sche

ffe

first 

sympt

oms

Less than 5 

years
20 30.90 4.54

51 2.957 .061 -

5 years or 

more - less 

than 10 years

19 34.05 3.79

More than 10 

years
15 32.33 3.64

Total 54 32.41 4.20

diagno

sis 

time

Less than 5 

years(a)
25 30.84 4.18

51 5.756 .006

a

< 

b

5 years or 

more - less 

than 10 

years(b)

17 34.94 3.36

More than 10 

years(c)
12 32.08 1.10

Total 54 32.41 4.20

Avera

ge- 

month

ly- 

expen

diture

Less than 

500,000 won
17 31.88 2.67

26 -.745 .463
More than 1 

million won
11 33.09 5.86

<Table 3> disease burden of differences in
           caregiver-related characteristics

n M SD df t/f p
Sche

ffe

S

e

x

Male 22 31.41 5.59
52 -1.307 .202 -

Female 32 33.09 2.79

A

g

e

Less than 40 17 32.53 4.19

50 1.835 .170 -
Less than 60 19 31.11 4.69

More than 60 17 33.76 3.47

Total 53 32.47 4.12

<Table 2> Housewives difference in pressure
support in accordance with both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

ation

High school or 

less
32 33.44 3.46

51 2.457 .017 -More than 

College 

graduates

21 30.67 4.75

Relati

on

Spouse 43 31.81 4.24
52 -2.122 .039 -

Other 11 34.73 3.23

Mont

hly- 

inco

me

Less than 2 

million won
13 33.31 2.75

28 1.610 .119 -
More than 2 

million won
17 30.82 5.00

명), 201시간 이상 40.0%(1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이용시간의 평균은 152.91시간(SD=89.60)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도움정도는 매우 도움

된다 60.0%(30명), 약간 도움된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16.0%(8명),  도움되지 않는다 8.0%(4명)으로 나타

났다. 만족도는 보통이다 56.8%(25명), 만족한다 20.5%(9

명), 매우 불만족한다 13.6%(6명), 불만족한다 6.8%(3명), 

매우 만족한다 2.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1.5 부양부담감

루게릭 환자 가족들의 부양부담감에 해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SD

Support burden 18.00 46.00 35.51 4.57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support burden

부양부담감의 평균은 35.51(SD=4.57)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8, 최 값은 46으로 나타났다.

4.2 부양부담감의 차이

4.2.1 루게릭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

루게릭환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루게릭환자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부양자의 일반  특성

에 따른 부양부담감은 이들의 학력이 문 졸 이상 보

다는 고졸 이하인 경우와 이들과의 계가 배우자 보다

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의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4.2.3 루게릭 질환의 질환 및 수발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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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

ge- 

month

ly- 

cost 

associ

ated-

Provid

e

1 million won 

or less
27 32.56 3.60

44 -.186 .853

More than 1.01 

million won
19 32.79 4.94

Provid

id 

-aver

age-

daily 

time

Less than 16 

hours
19 32.47 4.99

50 -.034 .973
More than 16 

hours
33 32.51 3.81

n Mean SD

1 Physiotherapy / movement therapy 60 4.33 1.003

2 Regular health check-ups 60 4.18 1.033

3
Herbal remedies such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58 3.53 1.260

4 Care doctor visit 61 4.26 .998

5 Nurses Nursing visits 62 4.48 .763

6 Assistant housework 62 4.31 .879

7 Short stay facilities 60 4.17 1.167

8 ALS specialized hospital care 62 4.50 1.052

<Table 4> Service needs of ALS patients and 
families

9

Cofactor activity AL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providing support 

and assistance activities

62 4.69 .667

10
Prosthetics and orthotics support 

expansion
61 4.54 .941

11
24-hour support activities ancillary 

services
61 4.75 .623

12

ALS parties and family support 

counseling services

(Family problems, psychological and 

economic burden, the disease associated 

with various educational and activity 

assistants how to better use, such as)

58 4.57 .704

13
Travel services such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61 4.51 .77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최 진단시기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는 p<.05의 수 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진단시기가 5년 이

하인 경우보다 5년 과 10년 이하인 경우가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질환 발병시기와 

의료비 월지출 액, 월수발평균비용, 일수발평균시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2.4 활동보조서비스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감의 

차이

루게릭 질환의 활동보조서비스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

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기간, 

월이용시간, 서비스의 만족도  도움정도에 따른 부양

부담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서비스 요구도

한편,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요구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루게릭환자 가족들은 활동보

조서비스에 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의 24시간 지원(M=4.75, SD=.62), 루게릭

질환 용 활동보조인 교육과 활동보조지원제공기 의 

설립(M=4.69, SD=.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루게릭 

당사자  가족지원 상담서비스(M=4.57, SD=.70), 보장

구 확 지원(M=4.54, SD=.94), 삶의 질 향상을 한 여행 

등의 서비스(M=4.51, SD=.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  요인, 주부양자의 인

구사회학  요인, 질환  수발 련 요인과 활동보조서

비스 련 요인들은 부양부담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사례수가 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는 희귀난치성질환 에서도 루게릭환자와 그 가

족들은 체 모집단의 수도 악되지 않을뿐더러, 희귀

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체 사례수가 많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측한 것과

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부양자가 배우자가 아니거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상 으로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질환  수발 련 특성에서도 최 증

상이 나타난 시기에서만 부양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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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을 뿐, 이들의 부양부담은 체 으로 차이가 없

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양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향을 미치는 요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만성질환자  장애인들의 

부양부담을 이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도입

된 제도이나 실제로 부양부담의 경감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활동보조서비스

의 이용기간이나 도움정도, 만족도에 상 없이 부양부담

에는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는[19,20]의 연구선행연구 결과들에서 활동보조서

비스의 이용으로 부양자의 양육부담 혹은 부양부담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21]의 연구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체

활동지원은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가사활동지원과 사회활동지원에서는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루게릭환자들의 경우 신체활동지원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에서 상당히 이례 인 결과

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최 증의 장애라고 불리우는 루게릭

환자를 부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양부담의 강도가 높

아 재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시스템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루게릭은 진행성이고, 환자

들은 기 개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20-30년

을 와상의 상태로 살아가야 하므로, 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 자체

로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루게릭 용 활동보조인 교육  양성의 부재

라고 들 수 있다. 재의 활동보조인 교육이 인공호흡기

를 착용하고 석션 등을 시행해야 하는 루게릭 환자의 특

성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간병은 가족

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한 루게릭환자와 유일한 의

사소통기구인 문자 을 활동보조인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 한 그 부담이 가족에게 가 된다고 볼 수 있

다[23]. 

따라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실질 으로 경감시켜 주

기 해서는 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활동

보조서비스가 아니라 루게릭 질환에 맞는 의학  지식 

 지원과 더블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인력의 제공 즉 의료와 복지의 융복합 인 정책지원

이 필요하다.

5.2 제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특별히 작용한 것은 없었다. 이는 다시 해석해 볼 때 

재 제공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여러 지원들, 즉 보장구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으로

는 재 루게릭환자 가족들이 안고 있는 부양부담을 감

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장애와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장애라는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잣 를 가지고 서

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실제 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모든 유형

에 동일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닌, 의료  질환에 한 

지식  장애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고 문화된 복지

인력인 활동보조서비스과 같은 융복합  지원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특성과 당사자들의 요구

도를 직 으로 반 한 반 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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