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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을 알아보고, 어부담감이 신체증상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요양보호사 174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 자료분석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 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어부담감은 “ 상”, 신체증상은 “ 간”수 으로 나

타났고, 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 안녕감은 낮게 나타났다. 어부담감은 신체증상(r=.157,

p<.05), 신체증상은 지각된 건강과 양의 상 계(r=.220, p<.01)를 보 고, 신체증상과 주 안녕에 미치는 향 요인은

요양보호사 근무동기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은 신체 , 정신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지에 따른 어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악해보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한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어부담감, 신체증상, 주 안녕감, 지각된 건강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investigation that assessed the caring burden of caregivers who 

care for dementia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burden on the somatic symptoms and health perception. The 

subjects were 174 caregiver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30, 2018. The data were analyzed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 Scheffe test was used 

for post-analysis. The caring burden and somatic symptoms were found to be mid-high and moderate, respectively. 

The health was perceived to be not good, and the subjective awareness of well-being appeared to be low. The caring 

burde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omatic symptoms(r=.157, p<.05), and the somatic symptom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eived health(r=.220, p<.01). As a result of the study, caregiving burden of 

caregivers show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it is suggested to carry out research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burden of care according to the working place of caregiv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ool to measure the burden of caregivers and to carry out repe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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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2018년 65세이상 노

인인구가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 고, 2026년에는 20.8%로 고령화 사회

(Post-aged society)에 이를 것으로 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도 가 르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 환자는 72만 5,000명, 치매 유병률은 10.2%로 노

인 10명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4년에는 100만명을 과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치매, 풍 등노인성 질환의 유병률도 증가

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1-5등 노인이 2016년 말 기

508,832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독립 인일상생활

이 불가능한 노인을 국가 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해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이로써치매, 풍등 노인성 질환에 한 간병 수

발을 그동안 책임져왔던 가족 신에 국가가 분담을 하

면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요양보호

사는 2008년 부터 국가자격증제도에 의해 배출되고 있으

며, 2018년 4월말 기 1,516,800명이 자격을 취득하 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센터를 통

해 시설 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자에게

범 하고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치매(dementia)는 뇌의 기질 병변에 의한 뇌기능의

하로 기억력, 언어기능, 지남력, 문제해결능력, 단력

등을 상실하게 되는 노인성 질환으로일상 인 사회생활

이나 인 계에 장애를 래할 정도로장ㆍ단기 기억을

비롯한 추상 인 사고 단장애, 성격변화 등의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5～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장기질환이고, 한 치료방법과 치료 약물이 없기 때

문에 치료의 가능성이 낮으며, 인지ㆍ기능 인 면에서

심각한 퇴화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성 질환에 비해

가족이나 사회에 한 의존성이 높고, 근 거리에서 타

인의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질병이다[3]. 더욱이 치매 환

자에게 나타나는 비 실 인 생각, 조 되지 않는 감정,

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한지각과 부 한

정신행동증상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 , 정서 으로 부정 인 결과를 래하거나 심각한

향을 미쳐 치매 환자에 한 어 부양부담을 가 시

키고 있다[4].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재

가복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되기 해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 에서 이론 실습 합하여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10인

미만 시설에는 입소자 3명당 1인, 그 외는 2.5명당 1인으

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이 입소하여 부

분 의존도가 높은 증의 노인이라 일반 노인에 비해 건

강상태가 취약하다[2]. 따라서 시설 요양보호사는 허약

노인을 돌보는 업무 특성상 업무 빈도가 높은 체 변경

이나 이동보조 등 신체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직 노인 가정에 견되어 신

체지원 활동과 함께 취사, 청소, 세탁, 병원동행 등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2]. 이 듯 요양보호사는 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신체수발이나 가사활동을 문 으로 도와

주는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추 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증상과

함께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치매노인 돌 에 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

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치매노인으로 부터 소리 지르

기, 공격 언어, 욕하기 속한 언어, 비난하기 등과

같은 언어 공격행동과 침이나 음식 뱉기, 꼬집기, 할퀴

기, 얼굴이나 몸때리기등과같은신체 공격행동, 그리

고 만지거나 잡기, 껴안기 등의 성 행동에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

호사의 95%는 언어폭력, 91%는 신체폭력, 51%는 성폭

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가요양보호사

도 30.4%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Seo[8]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47.0%가 상

자로부터 불쾌하거나 모욕 인 말을 경험하 고, 16.0%

는 언어 을 느 으며, 21.5%는 신체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

서 장기요양서비스 장에서 요양보호사가 폭력에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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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 시설에 비해 폭력발생률이 16배나 높아 폭력의 심

각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9]. 재가서비스 제공

시 상자를 가정에서 일 일로 돌보면서 상자와 보호

자간의 갈등 계, 돌 련 지식 등의 부족으로 심한 신

체 , 정신 스트 스 등 다양한 직무스트 스를 경험

하고 있다[7].

이러한 신체 , 언어 폭력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정신 인 충격과 무력감 등의 부정 인 감정과 함께 스

트 스로 인한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하로 결국 이직이나 퇴사로 이어지는실정에 놓여

있다[10]. 더욱이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

합 인 부양 스트 스는 정신건강에 부정 으로 작용하

여 우울이나불안, 삶에 한 만족도 하, 심지어 심리

갈등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으로 신체 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등의 정신건강문제

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11]. Lee[12]의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부양부담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불안 증상

을 겪고 있는 등 부양자의 66%가 두통, 불면증, 심장증

상, 소화증상 등의 신체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양자의 스트 스

증가는 부양자가 치매노인을 회피하게 되는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이지

않는 학 나 방임 등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13].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고충과 부담감은 부양자 자

신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삶의 질 하에도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다[13]. 더불어 상자에 한

부정 인 태도와 감정은 돌 행 와 서비스 질에도

향을 미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하시

키는 요인이 되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인향상을

해서는 이들의 어부담감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

스 상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핵가족화로 인

한 노인 단독가구증가, 여성의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사

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로 가족에 의한 노인수발은 한계에도달하여 요양보

호사들의 수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는 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빈번한 을 하면서 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건강이 요양

서비스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14]. 그러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인력으로서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환자를 돌보면

서 경험하는 어부담감을 체계 으로 알아보고 실제

어부담감이 신체증상과 건강인식에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수행된 연구는 치매환자 가족을

상으로 부양부담이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다수가 수행되어 왔으나[15-17] 가족을

신하여 가장 하게 상자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

사들의 어부담감이 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문제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어부담감 수 을 알아보고, 부

담감으로 인해 신체 , 심리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여 이들의 계를 확인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략을 모색하

기 한 기 자료 제공에기여하고자 한다. 한 이를 통

해 궁극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어부담

감이 건강지각(주 안녕, 지각된 건강)과 신체증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을 감

소시키기 한 략마련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어부담감, 신체증상과 건강지각(지각된

건강, 주 안녕) 정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따른 어부담감, 신

체증상, 건강지각(지각된건강, 주 안녕)의 차이

를 악한다.

․ 상자의 어부담감, 신체증상, 건강지각(지각된

건강, 주 안녕)간의 상 계를 악한다.

․ 상자의 어부담감이 신체증상과 건강지각(지각

된 건강,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어부담

감이 신체증상과 건강지각(지각된 건강, 주 안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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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연구 상자는 S시와 G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재가

복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 본연구의 목 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에 자발 으로 서면동의한 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의 사례 수 산정을 한 조건으로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95, 효과크기 .15, 그리고 투입할 측

변수의 총 수는 통제변인까지 고려해 8개로 가정하 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6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감

안하여총 180부설문지를 조사하여 176부 회수하 으며,

응답이 미흡한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74부의 설

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

으며, S시와 G지역 소재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센

터 각 5곳의 시설장을 직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

목 을 설명한 후시설장의 허가를 먼 득하 다. 그 다

음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 , 내용

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상으

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 으며, 설문지 작성은 20-30분정도 소요

되었다.

2.3 연 도

2.3.1 케어 담감 

어부담감은 Novak & Guest[18]의 다차원 부양자

부담 사정도구(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24문항을 Ma[19]가 수정․보완하여 18문항

으로 재구성한 도구로 시간상, 발달상, 사회 , 정서 ,

신체 , 경제 부담의 6가지 차원으로주 혹은객

부담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 한 발달상 부담 1문항,

경제 부담 2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시간상, 발달상, 사

회 , 정서 , 신체 부담의 5가지 차원의 1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후 노인간호학 교수 1인, 재가복지센터 간

호사센터장 1인으로부터내용을 검토 받은후사용하

다. 본 도구는 5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

수록 부양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a[19]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92 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α는

.76이었다.

2.3.2 신체 상

신체증상은 Chon[20]의 신체증상 척도를 이용하여 측

정하 으며, 두통(4문항), 불면증(4문항), 소화증상(8문

항) 심장질환 증상(8문항)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

고,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지 않다 1 , 매

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이 많이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Ryu[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 다.

2.3.3 건강지각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수 은 Hahn & Jang[22]이 개

발한 7 척도를 Chun[15]이 4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

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로 평정

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지 않다 1 , 항상 그 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Chun[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4 다.

요양보호사의 주 안녕감은 Cambell[23]의 주 안

녕 척도를 Hahn & Jang[24]이 개발한 7 척도를

Chun[15]이 5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

며, 그 지 않다 1 , 항상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Chun

[15]의 연구에서Cronbach's α는 .94 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77이 다.

2.4 료 과 통계적 

상자 자료는 SPSS WIN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어부담감, 신체증상, 건강

지각(지각된 건강, 주 안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어부담감, 신체증상,

건강지각(지각된 건강, 주 안녕)의 차이는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 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를 이용하 다.

․ 어부담감, 신체증상, 건강지각(지각된 건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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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간의 상 계는 피어슨상 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 어부담감이 신체증상, 건강지각(지각된 건강,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2.5 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 고려를 해 연구의 목 과 자료의

익명성 비 보장에 해 설명하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 으며,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연구 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단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임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3. 연 결과

3.1 상  케어 담감, 신체 상, 건강지각 

(지각  건강, 주 적 안녕)

상자의 어부담감, 신체증상, 지각된 건강, 주

안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부담감은 5

만 에 평균 3.66±.33 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을

살펴본결과, 시간상부담이 평균 3.94±.60 으로 가장 높

았고, 신체 부담이 3.29±.98 으로 가장 낮았다.

Variable Mn±SD Min Max

Caring burden 3.66±.33 2.86 4.93

Time burden 3.94±.60 2.25 5.00

Social burden 3.71±.42 2.75 5.00

Emotional burden 3.70±.61 2.00 5.00

Developmental burden 3.34±.59 2.00 5.00

Physical burden 3.29±.98 1.00 5.00

Somatic symptoms 3.04±.33 2.08 3.75

Insomnia 3.38±.85 1.50 5.00

Headache 3.26±.56 1.75 4.75

Digestive symptoms 3.04±.40 1.88 4.00

Cardiac symptoms 2.77±.44 1.63 3.75

Health
perception

Perceived health 2.28±.34 1.00 3.50

Subjective well-being 2.91±.30 2.15 3.85

Table 1. Degrees of Caregiver Caring Burden, Somatic

Symptoms, Health Perception(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Health)
(N=174)

신체증상은 5 만 에 3.04±.33 으로 나타났고, 하

부요인을 살펴본 결과, 불면증이 평균 3.38±.85 으로 가

장 높았고, 심장증상이 2.77±.44 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지각에서 지각된 건강은 4 만 에 평균

2.28±.34 으로 나타났으며, 주 안녕은 5 만 에

평균 2.91±.30 으로 나타났다.

3.2 상  적 특   적특 에 따  

변수차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은

51-60세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 은 고졸이

54.0% 다. 결혼은 배우자 있음이 73.6%로 부분을 차

지하 으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된 동기는 학력, 나이

제한이 없이 자격증 취득가능이 41.4%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경제문제 해결 27.6%로 그 다음을 나타냈다. 요

양보호사로서 근무 경력은 3-5년이 38.5% 으며, 근무처

는 재가복지센터가 54.6%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평

균 근무시간은 8시간 미만이 48.3%로 나타났고, 월수입

은 100～200만원 미만이 55.7%로 많았다. 일일 돌보는

상자는 1-2명이 39.7% 으며, 근무처 입소자 수는 1

1～30명이 36.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신체증상은 요양보호사 근무동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2.761, p＜.05), 사후

분석 결과 자격증 취득가능, 경제문제 해결, 여가나 사회

사, 장기요양기 설치 등이 기타 보다 신체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은 요양보호사의 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으며(F=3.112, p＜.05), 사후분석결과

3-5년과 6-8년일 때가 9년 이상보다 건강이 더 좋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부담감, 주 안녕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케어 담감, 신체 상, 주 적 안녕, 지각  

건강  각 별 상 계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 신체증상, 지각된 건강, 주

안녕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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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Somatic symptoms Perceived health Subjective well-being

M±SD
F

(post-h
oc)

p
(Scheff
e)

M±SD
F

(post-h
oc)

p
(Scheff
e)

M±SD
F

(post-h
oc)

p
(Scheff
e)

Age
(yr)

<50 27 15.5 2.99±.36

1.438 .233

2.20±.36

1.243 .296

2.92±.31

.312 .816
51～60 87 50.0 3.01±.33 2.27±.32 2.90±.31

61～70 54 31.0 3.10±.29 2.31±.36 2.93±.29

≥71 6 3.4 3.20±.34 2.47±.40 2.81±.2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 5.7 3.17±.41

.657 .580

2.49±.26

1.718 .165

2.97±.27

.334 .801
Middle school 48 27.6 3.05±.34 2.30±.27 2.89±.30

High school 94 54.0 3.04±.32 2.24±.38 2.91±.30

≥University 22 12.6 2.99±.33 2.30±.30 2.95±.37

Marriage

Married 128 73.6 3.05±.32

.282 .889

2.28±.33

.326 .860

2.92±.31

.927 .449Bereavement 26 14.9 3.07±.34 2.27±.37 2.93±.28

Etc 20 11.5 2.97±.29 2.27±.29 2.74±.25

Care worker
motivation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72 41.4 3.01±.60a

2.761
.029*

(a>b)

2.50±.89

.884 .475

2.92±.20

2.261 .065

Economic problem 48 27.6 2.95±.46a 2.30±.11 2.91±.32

Leisure or
community service

33 19.0 3.00±.30a 2.22±.31 2.85±.27

Establishmen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10 5.7 3.11±.26a 2.30±.37 2.90±.37

Etc 11 6.3 2.76±.33b 2.20±.59 3.04±.28

Career
(yr)

0～2 62 35.6 3.06±.35

1.036 .378

2.21±.35ab

3.112

.028*

(a>b)

2.89±.29

1.713 .166
3～5 67 38.5 3.02±.33 2.32±.33a 2.87±.28

6～8 33 19.0 3.09±.28 2.38±.33a 3.00±.30

≥9 12 6.9 2.92±.30 2.13±.30b 3.00±.48

Place
of
work

Home care 95 54.6 3.07±.29

0.902 .408

2.30±.32

1.332 .267

2.94±.32

1.049 .353Long-Term 72 41.4 3.00±.37 2.24±.35 2.87±.29

Etc 7 4.0 3.11±.35 2.41±.58 2.96±.17

Working hours
(hr)

<8 84 48.3 3.08±.26

0.625 .605

2.32±.32

0.974 .407

2.95±.30

0.718 .542
9～10 59 33.9 3.00±.39 2.23±.33 2.89±.33

11∼12 3 1.7 2.99±.24 2.37±.15 2.90±.12

≥13 28 16.1 3.03±.38 2.25±.44 2.86±.26

Income
(ten thousand
won)

<100 43 24.7 3.06±.25

.988 .374

2.28±.29

.546 .580

2.89±.32

.843 .432101～200 97 55.7 3.01±.37 2.26±.36 2.94±.31

≥201 34 19.5 3.10±.29 2.33±.37 2.86±.27

Number of
care people

1～2 69 39.7 3.04±.26

1.396 .228

2.28±.35

.694 .629

2.96±.30

1.046 .393

3～4 22 12.6 3.18±.30 2.36±.26 2.95±.29

5～6 21 12.1 3.06±.35 2.31±.33 2.87±.24

7～8 18 10.3 2.93±.40 2.17±.27 2.80±.31

9～10 25 14.4 3.01±.41 2.29±.34 2.89±.33

≥11 19 10.9 3.00±.35 2.24±.46 2.87±.34

Number of
residents

<10 60 34.5 3.05±.33

.539 .656

2.33±.35

.802 .494

2.91±.32

1.122 .342
11～30 64 36.8 3.05±.33 2.24±.38 2.93±.30

31～100 43 24.7 3.05±.32 2.26±.29 2.86±.28

≥101 7 4.0 2.89±.30 2.27±.21 3.08±.34

*p<.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Variabl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치매환  돌보는 양보호사  케어 담감  건강지각과 신체 상에 미치는 향 433

Classification A A1 A2 A3 A4 A5 B B1 B2 B3 B4 C D

Caring burden(A) 1 　 　 　 　 　 　 　 　 　 　 　 　

Time burden(A1) .617** 1 　 　 　 　 　 　 　 　 　 　 　

D e v e l o p m e n t a l
burden(A2)

.654** .125 1 　 　 　 　 　 　 　 　 　 　

Social burden(A3) .571** .039 .269** 1 　 　 　 　 　 　 　 　 　

Emotional burden(A4) .383** -.002 .069 .182* 1 　 　 　 　 　 　 　 　

Physical burden(A5) .513** .134 .389** .131 .112 1 　 　 　 　 　 　 　

Somatic
symptoms(B)

.157* .013 .162* .106 .154* .036 1 　 　 　 　 　 　

Headache (B1) .062 -.035 .130 .004 .078 .038 .509** 1 　 　 　 　 　

Insomnia(B2) .134 .077 .097 .076 .160* -.068 .508** -.069 1 　 　 　 　

Cardiac symptoms
(B3)

.091 -.034 .074 .145 .049 .063 .742** .288** .087 1 　 　 　

Digestive symptoms
(B4)

.101 .012 .124 .017 .099 .063 .742** .303** .139 .424** 1 　 　

Subjective
well-being(C)

-.137 -.004 -.111 -.039 -.191* -.126 -.110 -.035 -.113 -.030 -.094 1 　

Perceived health(D) -.080 -.123 .075 -.081 -.070 .016 .220** .127 .114 .153* .161* .094 1

*p<.05,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74)

Classification
Somatic symptoms Subjective well-being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2.200 .287 　 7.671 .000 　 3.507 .268 　 13.105 .000 　

Care worker motivation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vs Etc)

.327 .103 .493 3.175 .002 4.423 -.073 .096 -.118 -.757 .450 4.423

Care worker motivation
(Economic problem vs Etc)

.294 .106 .402 2.764 .006 3.885 -.200 .099 -.296 -2.020 .045 3.885

Care worker motivation
(Leisure or community
service vs Etc)

.249 .111 .299 2.247 .026 3.244 -.196 .103 -.255 -1.901 .059 3.244

Care worker motivation
(Establishment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vs Etc)

.351 .139 .251 2.531 .012 1.800 -.139 .130 -.107 -1.073 .285 1.800

Caring burden .152 .074 .153 2.064 .041 1.005 -.127 .069 -.137 -1.842 .067 1.005

R2=0.085, adj.R2=0.057, F=3.104, p=0.010*, DW=1.660 R2=0.070, adj.R2=0.042, F=2.514, p=0.032*, DW=2.119

*p<.05, **p<.01

Table 4. The effect of Caring burden on Somatic Symptoms and Subjective well-being
(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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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담감은 신체증상과 양의 상 계를 보 고

(r=.157, p<.05), 신체증상은 지각된 건강과 양의 상

계를 보 다(r=.220, p<.01). 즉, 어부담감이 커질수록

신체증상은 증가하고, 신체증상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건

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부담감은 주

안녕과 지각된 건강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하부요인별 상 계는 어부

담감에서 정서 부담은 주 안녕과음의 상 계를

보 고(r=-.191, p<.05), 신체증상에서 소화증상은 지각

된 건강과 양의상 계를 보 다(r=.161, p<.01). 즉,

어부담감에서 정서 부담이 커질수록 주 인안녕 수

은 낮아지며, 신체증상에서 소화증상이 증가할수록 지

각된 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케어 담감  신체 상  주 적 안녕감에 

미치는 향

어부담감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서 유의한차이를 보

던 요양보호사 근무동기를 가변수 처리 한 후, 어부담

감과 함께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증상을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합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3.104,

p<.05), 모형 설명력은 5.7%로 나타났고, 선정된 독립변

수 요양보호사 근무동기가 자격증(p<.01), 경제 문

제(p<.01), 여가 사(p<.05), 장기요양기 설치

(p<.51), 어부담감(p<.05)은 신체증상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 근

무동기가 자격증 취득이나 경제문제 해결, 여가 사,

장기요양기 설치를 목 으로 하는 경우와 어부담감

이 높을수록 신체증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부담감이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서 유의한차이를 보

던 요양보호사 근무동기와 요양보호사 경력을 가변수

처리 한 후, 어부담감과 함께 독립변수로 하고 주

안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 분석을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합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F=2.514, p<.05), 모형 설명력은 4.2%로 나타났고, 선정

된 독립변수 요양보호사 근무동기가 경제 문제

(p<.01)인 경우 주 안녕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 근무동기가

경제 문제인 경우 주 안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어부담감은 지각된 건강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4. 논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 르게 상승

하는 치매환자를 가족들을 신해 시설 재가 장기요

양서비스를 통해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

을 알아보고, 어부담감이 신체증상과 건강지각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부담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효과 인 략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

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 상자의 치매환자 어부담감은 3.66 (1-5)으

로 간이상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보호사를 상으로 어부담감을 조사한 Youn[25]의 연

구에서는 2.56 (1-4), Kim[26]은 2.66 (1-4)으로 나타

났다. 치매가족들을 상으로 조사한 Song et. al[27]의

연구에서는 1.51 (1-4), Park[28]은 3.5 (1-5), Oh &

Suh[29]는 3.14 (1-5)으로나타나 본 연구 상자들은 선

행연구의 요양보호사와 치매가족의 부담감보다 높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족부양이라는 오랜 유교 습에

따라 노인들의 수발을 가족들이 부담해 오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들

에게 가족들을 신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가

족이 제공하기 어려운 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설서비스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일상생활수행

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으로 목욕시키기, 소변 처리,

안 리, 상자이동(치료동행), 체 변경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재가서비스는신체지원 활동과 함께 취사, 청소,

세탁, 병원동행 등의 신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침구나 린넨교환, 물품 리 등 가정에서 수행하는 일

상업무 보조역할이 추가되어 간병인 업무보다 다양하며

범 하게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7]. 한 재가서비스

제공 시 50%이상은 손님 , 김장, 농사일등 서비스외

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 한 장, 석션, 드 싱, 배뇨

삽입 등 의료처치를 요구 받는 등 역할범 를 벗어난

지나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부담이 과 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부분 50～60 ․고령층으로 장시간 환자간병과 함

께 환자이동시 등 고강도, 고 험 노동으로 인해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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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90～98%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나 가족들의 비인격 우, 돌 노동에

한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하되어 직무스트 스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30]. 본 연구 상자들은 시설서

비스 41.4%, 재가서비스 54.6% 종사하면서, 50 이상의

고 연령층이 84.4%나 포함되어 있고, 일일 돌 인원

60%이상이 3-4명이상이다. 8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51.5%로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신체 , 정신 으로 허약

한 노인들을 가장 한 계에서 돌보는 것에 높은 부

담감을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담감은 시간 부

담감으로 “ 상”(3.94 )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는 Park[28]의 연구에서 시간 부담감이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시간 부담감은 상자 보호나 간

호로 인한 시간활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18], 부양

활동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경험하는부담을 말한

다. Park[28]은 치매의 특성상 인지능력의 하와 실행

증, 실인증, 문제행동 등의 증상으로 집 인 돌 과 보

호를 필요로 함으로써 부양자들의 시간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들도 치매노

인을 안 하게 부양하기 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끊임

없이 지켜보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개인 시간

과자유시간을 갖지못하게되는등개인 인활동의

제한을 받아 시간 부담을 높게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상자들은 의외로 신체 부담감은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담감은 수면부족이나 피로감

등 건강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고강도의 신체요양

업무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업무에 한 난이도와 강도로 인해 나

타나는 부담감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시설 요양보호사의

42%, 재가 요양보호사의 24%가 업무와 련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등 신체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31].

본 연구 상자들은 업무의 강도는 높으나 2년이상 경력

자가 64.4%로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자에 한

신체지원활동은 지속 으로 반복하는 업무로 어려움 없

이 능숙하게할 수있는 일로 인식하여 신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부양감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직업에 한 만족감 하로효과 인 역

할 수행을 기 하기 어려우며 문직업인으로서의 발

을 해하게 되므로 부담감을 완화시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어부담감은 신체증상과 높은 상 계를 보

고, 신체증상은 지각된 건강과 한 련성을 보 다.

즉, 연구 상자들은 치매환자에 한 어부담감이 커질

수록 신체증상은 증가하고, 신체증상이 증가할수록 건강

에 한 지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h &

Suh[29]의 연구에서 치매환자부양 스트 스는 신체증상

지각된 건강과 유의한 상 계가 있어 본 연구와 흐

름을 같이 하 다. 돌 제공자들은 부양부담이 증가할

수록 피로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증상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에 근거하여 부담과 스트 스가 심한

경우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치매환자 부양스트 스는 부양자 개인을 긴장하게

하고 피로를 느끼게 하며, 이러한 신체화(somatization)

반응들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 상자

들도 치매환자 간호에 한 부담감으로 불면증과 두통,

소화증상 등의 신체증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ee et. al.[32]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부양부담과

한 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양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부양으로 나빠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치매

노인 부양자들의 건강증진을 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

다고 본다.

요양보호사의 신체증상은 3.04 (1-5)으로 “ 간”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불면증이 3.3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심장증상이 2.77 으로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가 부

재하여 연구결과 분석에는 제한 이 있으나 치매가족들

을 상으로 연구한Chun[15]의 연구에서 주부양자의 신

체증상이 치매환자를 주간보호센터에 이용하도록 한 경

우 “하”수 (28.90 )의 신체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상자들의 신체증상 수가 더 높았다. 신체증상은

내재한 무의식 인 신경증 갈등을 신체증상으로 표

하는 것으로, 기질 인 병리소견과 근거가 없는 신체

제반 증상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증상은 다양한 스

트 스요인과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주 인 스트 스

경험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33]. 본 상자들에게 치매환

자를 돌보는것은 긴장과 피로를느끼게하며, 신체 , 심

리 으로 부정 으로 작용하여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실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입소하므로 노인요

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자는 재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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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받는 노인들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더 떨어지

며, 문 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많고, 의존

도가 높은 증 환자들이다[2]. 따라서 Chun[15]의 연구

상자인 재가 상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상자보다

상 으로 정도가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

러 선행연구[34]에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교 근무와 야간근무로 하루 24시간 노인을 돌 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인력 부족과 시설 평가 등으로 인한 행정

업무 가 때문에 직무스트 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1.4%가 포함되어 있는 본 연구 상자들은 정도가 높

은 상자 수발과 직무스트 스가 복합되어 신체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듯 시설과 재

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는 상자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으므로 어부담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설과 재가를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의 어

부담감을 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상자들의 경우 이러한 신체증상은 요양보호사

근무동기가 명확할 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양보

호사 근무동기는 신체증상에 커다란 향을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근무동기가 경제 인 문제 해

결이나 향후 장기요양기 설치를 한 비 등 미래 계

획을 한 것으로 명확한 경우 힘이 들어도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무를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 스로 인해 신체증상이 나타나는것으로 여

겨진다. 실제 여러 기존연구[35]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무

동기가 자녀교육, 노후 책 마련을 한 미래 비 등으

로 명확할 경우 직무스트 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 어부담감은 본 상자들의 신체증상 발생에

뚜렷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서비스 업무수행 겪게 되는 어려움 외에 낮은 임

불확실한신분보장,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무환

경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부담감이심화되기 때문

으로 단된다[8]. 실제 본 연구 상자들은 80.4%가 200

만원 이하의 낮은 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4

월말 기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1,516,800명이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78,000명으로 체의

24.9%에 지나지 않는다[36].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에

서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심각한구인난을 겪

고 있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37]. 따라서 요양보호사들

의 이직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

하고 용하여 어부담감으로 부터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상자들이 지각하는 건강은 2.28 (1-4) “ 간”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건강지

각을 조사한 Jeong[35]의 연구에서 건강지각이 2.92

(1-4), Seo et. al.[38] 연구에서 55.2 (2-80) “ 상”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Lim[39]의 연구에

서 임상간호사는 54.6 (2-80), 보건간호사는 53.9

(2-80)으로 “ 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들은 다른

연구의 요양보호사 간호사보다 스스로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35,38,39]는

Ware[40]의 도구로 지각하는 건강을 측정하 고, 이 도

구는 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건강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Hahn & Jang[22]이 개발한 도구로,

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건강이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 으로 비교하기에는 제한 이 있지만 본 상

자들의 건강이 선행연구 상자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 상자들의 어부담감은 지각된 건강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은 개인의 주 인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심리 변수를 말하며, 건강행 를 결정짓는 요한 요

소가 된다. 이 연구의 요양보호사들은 년이상의 연령

에 비해 고강도의 부담스러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요양

서비스에 한 책임감과 사정신으로 상자를 돌보기

해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 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

된다.

본 상자들은 요양보호사 경력에 따라 지각하는

건강에 차이가 있었으며, 3-5년과 6-8년의 경력을 보유

한 요양보호사가 9년의 경력을 가질때보다 건강이 더 좋

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분의 기존연구

[35,38]에서 근무경력에 따라 건강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지각된 건강은

객 인 평가보다 개인의 주 인 건강지각이 더욱더

신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상자들은 요양보

호사의 업무에 해 경력이 쌓이면서 숙련성이 증가하여

어부담감에 한 처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력이

낮을 경우 신체 , 심리 부담감으로 인해건강이 더 좋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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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들의 삶에 한 만족감은 2.91 (1-5)으로

만족감이 간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가족들을 상

으로 연구한 Park(2012)의 연구에서 주 안녕감이

3.47 (1-6)으로 간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의

삶의 만족감이 더 낮았다. Park[28]의 연구에서는

General Wellbeing Schedule[41] 도구로 측정하여 수

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는

Cambell[23]의 주 안녕 척도를 Hahn & Jang[24]이 개

발한 도구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안녕감은 주 인 자신의 삶에 한 만

족으로 부양부담에 한 주 인 감정과 개인의 내

상태에 한 감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에

서 일반 특성에 따라 주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Park[28]의 연구에서는 부양자가 배우자외, 부

양시간이 짧을수록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의 경감을 해서는 일일

부양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요양보호사의 근무 12시간, 24시간 근무형태는 재검

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요양보호사 근무동기는

본 상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들은 93.7%가 요양보호사 자

격증을 취득한 동기가 명확할 뿐 아니라 69%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이 없고, 경제 인 문제 해결을 해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치매환자로부터

신체 , 언어 폭력과 일상생활지원에 한 어부담감

은 있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상

자들은 정서 부담감이 커질수록 주 안녕감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28]의 결과를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공 서비스임

에도 불구하고 출부 업무로 인식되어가정에서 수행하

는 일상보조업무를 추가로 요구하여 업무가 가 되거나,

가족들이 비인격 우를 할 경우 돌 노동에 한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하되면서 어부담감을 경험

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 부담감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감을 하시키면서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

된다[42,43]. Oh & Suh[29]는 치매 부양자는 치매환자에

한 어부담감으로 스트 스가 심할 경우스스로를 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 다. Seo et.al[16]의

연구에서도 부양스트 스는 주 건강상태와 한

련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안

녕감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사회 으로 요양보호사를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하는 환경 조성과 함께 어부담

감을 스스로 극복하여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처 략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본다.

변하는 사회변화와 의료기술의 발 으로 인간의 기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만큼 노인을 수발할 돌 인력

한 갈수록 필요해지고 있어 문인력 양성에 한 수

이 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요양보호사는

재 우리사회 가족의 가장 큰 문제인 노인에 한 부양

부담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 으로 반 인 역할구조에 좋은 향

을 미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특성상 여성이 부분이

고, 50 이상 고 연령층과 기혼이 많다. 경제 으로

가계의 보탬이 되기 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집단

의 비율이 높다는 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효과 인 역할 수행을 기 하기

해 이들의 건강상태에 한 심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지 까

지 간과되었던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이 실제 신체 ,

정신 으로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았다

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 이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는 S시와 G지역

의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편의 추출하여 연구

를 수행하 으므로 체 요양보호사에 해당되는 결과는

아니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장에서 주도 으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어부담감을 구

체 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부담감이 실제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보았다.

요양보호사들은 상자를 돌보면서 간이상의 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불면증과 두통 등 신체

증상으로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삶의 만족도 한 낮게 나타나고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에 한 불만족으로 상자의서비스 질이 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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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율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 장의구인난까지 양산되

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발 을 도모하고 상자들에게 질 서비스향상을 해

서는 이들의 건강증진을 한 노력을 심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지에 따른

즉,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부

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악해보는 연구를수행할 것을

제언하며, 한 요양보호사의 부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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