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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국내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문헌은 199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게제된 문헌으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23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 돌봄 제공자의 개인의 생리사회적 요소에 따른 부담감으로는 돌봄 제공자가 
효의식과 죄책감이 높을수록, 노인이 2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감은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돌봄 기간이 1-3년인 경우가 높았다. 경제적 부담감은 주 돌봄 제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의 병력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부담감은 돌봄 제공자가 아들인 경우와 노인이 고령일수록, 
요양시설 입소 초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노인의 기능상태가 나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돌봄 부담감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요양시설, 노인, 돌봄, 부담감, 통합적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urden of caring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in Korea by using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method. A total of 23 studies were analyzed 
using a search database. When care-givers had higher sense of filial and guilt or more than two 
diseases, they showed high level of feeling of burden. Also, they had high level of feeling of physical 
burden by their oldness, service period (especially at the period of 1-3 years). In the feeling of 
economic burden, they had high level of feeling of burden by their oldness, or elderly’s disease periods. 
The feeling of burden by psychological condition was found in elderly in aged and the beginning of 
admission of nursing home. The feeling of burden by environment situation was found when the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was bad. Therefore, we need to concern care-givers’s feeling of burden 
with elderly people in the nursing home. In the future, I believe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evelopment of the intervention program for alleviate burden for the care-giver. 
Key Words : Nursing home, Elderly, Caring, Burden, Integrated review

*Corresponding Author : Kyung Mi Sung(sung@gnu.ac.kr)
Received April 12, 2019 Revised   May 13,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6, pp. 267-277,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6.267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6호26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4.3%에 달하며 2017년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1]. 연령이 높아
질수록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쇠퇴와 만성질환의 유병율
이 높아지는데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5.1%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에서 1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68.9%
나 된다[2].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도 
2018년 70만 5473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
가 추세에 있어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 그리
고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3].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가족에 대한 돌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구
성원의 감소와 전통적으로 돌봄 제공자로 간주되어온 여
성의 사회참여 증대, 노부모를 돌보는 효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 등으로[4]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부양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노
인 요양시설의 입원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5]. 그
리고 가족 내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원
하게 되는 경우에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며,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장기 입원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감으로 나타난다[6]. 특히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늙
고 병든 부모를 버린다는 인식 때문에 정서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오명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7]. 

환자가 요양시설 입원 후에도 경제적 부담감은 가족 
불화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간의 갈등은 객관적인 비용부담의 
문제 아니라, 비용부담의 공평성과도 관련되며[8], 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9].

한편 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가족이 느끼는 감정으로
는 부모에 대한 불편감, 불효하는 죄송함 등이 있지만 부
모에게 요양시설이 집보다 더 편하고 말벗도 생길 것이
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등[10] 양가감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돌봄이라는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족중심의 
가치적 이상과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현실의 괴리
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모순과 이런 

결정이 어쩔 수 없었음을 스스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고 
하였다[7]. 그리하여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노인을 요양
시설에 입원 시켰지만 요양 시설 입원 후에도 돌봄자의 
역할 변화만 있을 뿐 돌봄 부담으로 인한 죄책감은 여전
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11]. 실제로 부담감을 경험하
는 가족들의 70%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12], 돌
봄 제공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돌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14].

일반적으로 통합적 고찰(integrative review)은 실험
적 혹은 비실험적 연구를 동시에 포함하는 접근방법으로 
관심 있는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적합한 광범위한 
유형의 고찰 방법이다[15]. 본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탐
색한 질적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메타분석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
킨 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통합적 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감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가족의 돌봄 부담감을 
이해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문헌을 통해 한국 요양시설 노인 
주 돌봄자의 부담감을 파악하고 추후 돌봄자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중재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

시킨 후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돌봄 부담
감에 대한 연구경향을 고찰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가
족의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입소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한 문헌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절차
2.2.1 통합적 문헌고찰
Whittemore와 Knafl(2005)의 통합적 고찰의 첫 번

째 단계는 문제인식(problem identification)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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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와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
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 시킨 후 가족의 돌봄 
부담감의 특징과 현황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나타난 가
족의 돌봄 부담감의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로 선정할 
논문의 기준을 정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문헌검색
(literature search)으로 연구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자
료를 검색하고 선정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료 
평가(data evaluation)로 두 번째 단계인 문헌검색 과정
에서 찾은 1차 자료를 평가하여 연구의 목적, 종류, 설계,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인 자료 분
석(data analysis)은 선정된 논문을 읽고 해석한 후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 
제시(data presentation)로 전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표와 그림의 형태로 요약하는 단계이다. 

2.2.2 문헌검색
본 연구에서는 1990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0

일까지 발표된 문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검색 데
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디비피아(DBpia), 국
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학술교육원(e-article), 과학기술학회마을을 이용
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노인요양시
설’, ‘가족’, ‘돌봄’, ‘부담감’, ‘부양부담’의 조합으로 검색하
였다. 자료 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연구대상자가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었으며 가족에 의해 
보고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돌볼 때 나타나거나 
느끼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다양한 부담감이 연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을 포함하였다. 

통합적 문헌고찰을 위해 메타분석자료 검색 경험이 있
는 도서관 사서를 통해 RISS 87편, KISS 18편, DBpia 
52편, NDSL 8편, e-article 15편, 과학기술학회마을 56
편으로 총 243편을 검색하였다. 이중 중복논문 52편을 
제외하고 191편중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연구의 목
적, 연구대상, 연구내용 등이 문헌고찰의 기준에 맞지 않
는 145편을 제외한 46편을 1차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2
차 논문으로 선정된 46편은 전문을 확보하여 읽고 문헌
고찰이나 메타분석연구 또는 입소동기에 관한 연구이거
나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재가나 주간 보호시설 등 타 보
호시설에 노인인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21편을 선정하였
다. 21편의 연구의 참고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기

로 찾은 논문 3편을 추가로 포함하여 24편이었으나 이 
중 1편은 돌봄 부담감 보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 23편이 분석대상
으로 선정되었다.(Figure. 1)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n=1)-Religious Perspective(n=1)

Articles after duplicates removed(n= 52)
Article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243)

Articles screened by title and bstract(n=191)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n=145)-home-care elderly(n=98)-Day Care Center elderly (n=25)-intervention study(n=22)

Full text papers screened(n=46)

Full text papers screened (n=21)hand searching & checking reference lists identified(3)

Article included in integrative review(n=23)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n=22)-Literature Review(n=3)-nursing home entrancemotivation(n=22)

Fig. 1. Process of data identification, screening, and 
evaluation.

2.3 자료분석
통합적 고찰에서 논문의 질 평가는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논문의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
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후보)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와 학위논문을 연구대
상으로 검색하였다. 또한 검색된 자료를 연구자와 메타분
석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논문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들은 연구주제가 명료하고 연
구방법과 절차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23편을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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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중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질환은 치매, 뇌졸중, 치매와 뇌졸중을 동시에 가
진 경우의 순서로 나타났고, 요양시설 입소 전 부양기간
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요양원의 입소기간
은 1년 미만에서 5년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의 대상자
인 주 돌봄 제공자는 며느리, 아들, 딸의 순서로 나타나 
배우자보다 성인자녀가 더 많이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
고 있었고,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기간은 1개월 17일에서 7개
월로 평균 3.75개월이며, 면담횟수는 1회에서 7회였으나 
1회에서 2회가 가장 많았으며, 1회당 면담 시간은 30분
에서 2시간으로 평균 62분에서 104분으로 나타났다. 심
층면담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첨가하였고, 요양원 기록지나 입소 시 
상담일지를 참고로 하기도 하였다. 

조사연구는 주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이 주요한 연구의 
목표이다 보니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은 연구가 많았지만, 노인
의 질환은 시설에 입소한 노인중에서도 치매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를 연구대상자로 선택한 경우가 많아 노인의 
질환은 치매가 많았다.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50대, 40대, 40대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과의 관계는 며느리, 아들, 배우자 순으로 질적 연구 대상
자와 같이 배우자보다 자녀가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많았고 월 소득은 
200-300만원이거나 경제수준이 중이라고 답한 경우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기간은 1개월-4개월로 평균 2.3개월
이며, 연구자가 주 돌봄 제공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하여 설문지를 받거나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교육을 받은 보조 연구자가 설
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 연구는 8편으로 주로 가족 
돌봄 제공자의 경험이나 노인을 돌보는데서 나타난 갈등, 
또는 돌봄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였고, 가족 돌봄 제공자
의 내면세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
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
여 연구대상자의 모집이 힘든 경우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노인이 사망한지 1년 이내의 가족의 경
험에 관한 연구도 있어서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의 사
후 가족 간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있었다. 면
담에 응한 대상자는 대부분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성인자녀들로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첫째, 자
녀들은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불효, 죄송함, 측은함 
등 유교적 가치관과 관행위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본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자기합리화를 하였다, 둘째,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
봄 경험은 ‘버팀목의 역할’, ‘함께 살아가기’ 등으로 나타
나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부정적인 생각에서 
가족과 노인이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는 노인의 시설 입소 
후에도 경제적 문제나 돌봄의 수고를 둘러싸고 가족 간
의 갈등이 지속되고 노인의 사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가족 사이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연구 15편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만족도, 죄책감과 우
울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실제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본
인부담금에 대한 연구도 2편이 있었다. 조사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는 돌봄 제공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단일질환보
다 2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매 정도가 중등
이상인 경우, 효의식과 죄책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배우
자일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노인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수준이 낮거
나 입소 전 부양 죄책감이 클수록, 여성일수록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3.2 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ig. 2. Effecting Factors on Family Caregiver’s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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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srch design/Instruments Purpose Methods
(Setting/sample) Major findings

[4] qualitative study/
Unstructured & Open Questions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of family caregivers Nursing home/10 

⦁ Caregivers go through three stages, of recognizing 
problems, seeking solutions to problems, and accepting 
changed environment to live with the elderly 

[5]qualitative study
/individual interview & counseling 
report 

Understanding care burden 
before and after admission to 
nursing homes

Nursing home/12 
⦁ Subjects feel healthier due to reduced care burden after 

admission to a nursing home However, they feel guilty, 
have financial difficulties, and face family conflicts

[6] quantitative study/
Suh & Oh(1993) Family burd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Nursing home/126
⦁ Family burden is higher for older caregivers and 

depression is higher for women. Factors affecting care 
satisfaction was in the order of family support, family 
burden, and the number of beds

[7] qualitative study/
participant observation& individual 
interview

Investigates psychological 
inconsistencies after the 
elderly are admitted to a 
nursing facility

Nursing home/12 
⦁ Families of the elderly admitted to nursing facilities show 

their incompetence, inconsistent decision making and 
rationalization, and responsibility shifting 

[8] qualitative study
/individual interview 

Understanding conflict 
between siblings

Long-term care 
facilities/7 

⦁ Subjects inevitably face conflicts due to financial problems 
after admission to a nursing facility, and siblings become 
estranged

[9] quantitative study 
⦁Novak & Guest (1989)Caregiver 

Burden Inventory
(Modified version)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caregiving burden

Day care center, 
nursing home/217

⦁ Caregiving burden was higher for main caregivers with a 
greater sense of filial piety, who were older, when the 
elder suffered from moderate or higher level of dementia, 
and had a spouse

[10] qualitative study/ 
individual interview & counseling 
report 

Finding a culturally appropriate 
nursing home through the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Nursing home/ 7 
⦁ Subjects showed discomfort, lack of filial piety, loneliness, 

empathy, and guilt, and showed concerns about their later 
years.

[11] quantitative study/ 
⦁Seo & Lee (1993) Caregiving 

burden (Modified version)
⦁Sense of guilt - 3 point Likert 

Scale

Investigated changes in 
caregiving burden and family 
relations before and after 
admission to nursing home 
and care burden according to 
the feeling of guilt

Nursing home/ 138
⦁ After parent’s admission to a nursing home, caregiving 
burden reduces and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s improve, 
but guilt increases

[14] quantitative study/ 
⦁Zarit’s (1980) The burden interview
 ⦁Yoon $ Jo (2008) Caregiver’s 

guilt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guilt associated 
with care burden and provided 
solutions

Home-care/ 120 & 
nursing home/100 

⦁ Families of the elderly admitted to nursing facilities felt 
more care burden and guilt than families of the elderly 
residing at home

[16] quantitative study/
⦁Kwon (1994) Family burden 

factor (Modified version) 
Investigated the status of 
caregiving burden and its 
effect on anhedonia

geriatric hospitals/677
⦁ Factors affecting anhedonia are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 burden, the sense of social alienation, 
relationship changes in the family, and financial burden.

[17] quantitative study/ 
⦁An investigator developed instrument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of the care burden of 
family

Geriatric hospitals/201 
⦁ Psychological burden was high for sons and spouses, 
physical burden was high for the care period of 1-3 years, 
and financial burden was high for sons and for a one year or 
longer period of care.

[18] quantitative study/
⦁Novak & Guest (1989)Caregiver 

Burden Inventory and Zarit & 
Zarit (1987) Burden Interview
(Modified version)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 burden of 
adult children of the elderly 

Geriatric hospitals/128
⦁ Financial burden is reduced by reduced direct care and 
sharing the cost of nursing facility among adult children
⦁ The degree of dementia is the influencing factor of care 
burden

[19] quantitative study/
⦁Seo & Lee (1993) Caregiving 

burden (Modified version) 
Investigated caregiving burden 
and anteced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caregiving

Home stay, Day care 
center, Nursing 

home/205

⦁ Felt less constriction when the health of caregiver is good 
and for homemakers, while burden was high when the 
elderly suffered from dementia and stroke simultaneously 
and provided greater amount of direct care.

[20] quantitative study/
⦁May 2010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family 
according to the long-term-care 
insurance system

Long-term care 
facility/831

⦁ Older caregivers, people with low education, 
self-employed, and spouses felt higher financial burden

[21] quantitative study/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Investigated copayments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differences in opinions of 
family caregivers by income 
level

Nursing home/1552
⦁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discontinuing long-term care benefits due to financial 
burden

[22] quantitative study/
⦁Peng (2009) Caregiving burden 

Analyzed factors affecting care 
burden Nursing facilities/164 

⦁ Emotional burden was high when the elder is at an 
advanced age or at the beginning of admission, and 
social care burden became lower when social support 
was high

Table 1. Descriotion and summary of the selecte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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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ualitative study/
 semi-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

Understanding care burden 
and conflict in the family Nursing home/ 5 

⦁ Subjects experience care burden in that they feel a 
Confucian obligation to take care of parents by 
themselves but their present situation allows them no 
choice but to place parents in nursing homes. 

[24] qualitative study
/individual interview 

Investigated the care burden 
of the family of patients with 
serious geriatric diseases

Home-care elderly/15 
& Nursing home/ 15

⦁ Found that the guilt of not being able to care for parents 
by themselves was a mental and psychological burden 
and the cost of nursing home was a financial burden

[26] quantitative study/
⦁Losada et. al (2010) 

CaregiverGuilt Questionnaire(CGQ)
  (Korean version)
⦁CES-1 (Korean version) 

Investigated guilt from not 
fulfilling support responsibility 
and the depression experienced 
by family; identified of predictor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Nursing home/112
⦁ Depression was higher when the caregiver was 65 years 

or older, financial status was low, elder was older, and 
when the guilt from not fulfilling support responsibility was 
higher

[27] quantitative study/
⦁Seoul Deverlopment Institute 

(2005) Satisfaction Scale
⦁Cobb(1976) Family support 

(Modified version)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among satisfaction, family support, 
and performance indicators

Nursing facilities/126
⦁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upport 

and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ere in the order of economic status, family 
support, and performance indicators.

[28] quantitative study/
⦁Tornatore & Grant (2004) 

caregiving involvement (korean 
version) 

⦁Tornatore & Grant (2004) Satisfaction 
Scale (korean version) 

Investigation of factors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nursing 
homes

 Nursing home /230명
⦁ Satisfaction with nursing homes was higher when 

economic status was bad, the program of nursing home 
was good, and support period before admission to 
nursing home was long.

[29] quantitative study/
⦁Cho (2009) Caregiving Burden

Investigated changes in the 
caregiving burden of family 
and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admission to nursing 
facility

Long-term care facility 
/280명

⦁ Factors that affected the changes in caregiving burden 
after admission to a nursing facility were found to be the 
type of facility, use satisfaction, the level of help from 
family members, and the level of disability of the elder.

[35] qualitative study
/Unstructured&individual interview

Analysis of the meaning and 
process of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children

Nursing home
/14명

⦁Caregivers experience a four-stage process of initial 
confusion, exploration, role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their support role

본 연구에서 국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주 돌봄
자를 대상으로 한 주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부담감에 
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그 구성요소는 주 
돌봄 제공자의 내부적 부담인 일반적 특성, 신체적, 경제
적, 심리적 부담감과 외부적 부담인 환경적 특성에 따른 돌
봄 부담감이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Fig. 2 참고).

주 돌봄 제공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부담감으로는 연
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총 월 소득, 건강상태, 종교에 따
른 돌봄 부담감에 차이가 있었고[16], 일부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돌봄 부담감이 낮았지만[19],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이 66세 이상[6, 17], 가정주부나 딸인 경
우[17], 노인의 연령이 낮고 질환에 걸린 일수가 적을수
록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정도가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신체질환을 동반하거나[18, 
19] 앓고 있는 질환이 중증일 경우[18, 9]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여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돌봄 
제공기간으로는 돌봄 기간이 1-3년에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부담감으로는 직접간병, 수
발 등의 감소로 인해 돌봄 부담감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11, 18], 노인의 연령이 69세 이하, 돌봄 기간이 1-3
년인 경우가 높고 1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17]. 

경제적 부담감으로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함으로 인해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의료비를 분담하여 부담감이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8, 18]. 경제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 돌봄 제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의 병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아들인 경우 높게 나
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일 경우 돌봄 부담감이 
낮게 나타났다[17]. 경제적 면을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주 돌봄 제공자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
세서를 이용한 조사연구에서는 수급자(시설에 입소한 노
인)가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 1.59배, 연령이 65
세 보다 낮은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3.0배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배
우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고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요양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체 비용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총 본
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담을 많이 느끼며, 요
양시설의 충족률이 77% 이상일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을 33% 더 적게 느끼는 것을 나타났다[20]. 본인 
부담금의 크기를 가족 돌봄 제공자의 소득 측면에서 조
사한 연구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낮았으나 소득별 차이는 없었으며,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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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00만 원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인식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부
담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수준이 감소할수록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경험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서비스를 계
속 이용할 의사에서는 200-300만 원 이상 그룹에서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소득집단에서도 
93.4%로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 하였다.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경감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더 나은 수준의 시설 서비
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심리적 부담감으로는 가족의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부
담감면에서는 노인의 병력기간이 짧을수록 낮았고, 여자, 
며느리, 딸보다 남자, 배우자, 아들이 부담감이 높았고
[17], 또한 노인이 고령일수록, 요양시설 입소 초기에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돌봄 제공자가 치매노
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처음 겪게 되는 정서적, 경제적, 
부양부담으로부터 언제까지 자식의 도리로 부양책임을 
떠맡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고 있다[22]. 일부 연구에서는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없
다’, ‘취미나 모임활동 등의 자유 시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는 속박감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보였는데[11, 
19], 노인의 시설 입소 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
가신 후에 치매 부모를 직접 돌보지 않았을 때 가질 수 
있는 불효라는 죄책감, 후회, 죄송함으로 나타났으며[5, 
10, 11, 14, 23, 24]. 노인이 요양시설 입소 시 입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죄책감이 더 크
며 가족 돌봄 제공자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이 요양시설 입소 전 죄책감이 클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고,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학력과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25]. 

환경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으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
록 요양시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6, 26], 시설의 물리적 
환경 또는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느낄수록 만
족도가 높았고, 노인의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27]. 가족관계 변화는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후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며, 다른 가족의 도움은 경
제적,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28]. 또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시
설의 질, 요양시설의 사용 비용 등 정책적 배려가 따라 주
지 못하는 점에서 노인 보건을 관장하는 정책당국에 불만

을 표출하기도 하였다[10].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을 요양시설에 보낸 후 가족의 돌봄 부

담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적 고찰 연구이다. 총 23개의 논문
이 포함되었고 개인의 생리 사회적 요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영역으로 나눠 분석 
정리하였다. 가족의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
한 연구나 가족이 개인이 경험하는 질적 연구도 활발하
게 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나 심리적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 간호제공자인 간호실무자들에 의해 가족 대상자
들에게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돌봄 부담감을 중재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중요한 요인을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이 원만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역시 각 
단계별 발달과업이 성취되고 다음 주기의 발달과업이 진
행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때 가족 구성원이 가족 발달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족구성원 본인의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가족 발달의 지연도 초래하며, 이로 인
해 가족은 스트레스를 겪거나 가족위기에 처할 수도 있
다[29]. 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 제공자는 중년기의 
40-50대가 많았는데, 이는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은퇴
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부부관계의 재확립과 출가한 자녀
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이 발달과업으로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다[29]. 하지만 본 연구에 나타난 주 돌봄 제공자
들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보다는 부모는 자
식이 돌봐야 한다는 유교적 신념과 노인의 돌봄에 대한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갈등을 겪고, 자신의 노후준비와 미
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이를 유예한 채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주 돌
봄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노후는 보장받지 못한 채, 돌봄
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여러 사회적⦁문화적 규범의 압
박을 받고 있고 있었으며, 이에 순응하고 있었다는 연구
[30]와 일치한다. 주 돌봄 제공자는 직접 모시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 불효했다는 생각이나 경제적, 시간적, 본인
의 건강변화로 힘들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노인의 입장
에서도 자녀의 돌봄 부담감의 무게를 같이 안고 견뎌내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에게 노년기 발달
특성과 질환 등에 대해 교육하고, 동영상이나 노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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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등을 통해 노인 돌봄을 사전에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좌절이나 실
패가 아니고 성장을 위한 도전이 되도록 생각을 변화시
킬 필요가 있다[31]. 주 돌봄 제공자는 노인을 이해하고 
돌봄 부담감 보다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중재 개발
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은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고 가족에게 
신세지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임을 받아
들이고, 남은 여생동안 삶의 아름다움을 승화시킬 수 있
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특성에 따른 부담감에서는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
이 많을수록, 노인의 연령이 낮고 질병 유병기간이 적을
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돌봄 제공자인 자녀세대의 연령도 동시
에 높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젊은 돌봄 제공자에 비해 돌
봄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32]와 일치한다. 
노령화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이 된 자녀가 또 다른 노인인 부모를 돌보는 모습은 현대
사회 돌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난다[5]. 또한 노인의 
연령이 낮고 질환에 걸린 일수가 적을수록 노인의 기대
수명이 많이 남아있고 노인성 질환자체가 완치는 되지 
않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하므로 가족 돌봄 제공
자 입장에서는 긴 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
인 부담감이나 심리적 부담감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생
각된다. 노인의 건강 정도가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반하
거나 앓고 있는 질환이 중증 이상일 경우에는 더 많은 의
료적 치료가 필요하여 돌봄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가족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가
족 상담이나 지지체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환자의 상
태 및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알고 이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33]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에도 가족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 가족의 불화나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요양시설 입소 전에 갈등이 
지속되어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계속 나타나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을 높였다. 노인의 재산에 대
한 불공평한 상속, 돌봄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
의 부족, 주 돌봄 제공자가 며느리인 경우, 입소 결정 시 
주 결정자가 며느리이거나 가족끼리 의견의 불일치, 요양
시설 근처에 있는 자녀에게 돌봄의 역할이 옮겨지는 경
우 등이 갈등의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입소 결정 
시 자녀 모두가 참여하고, 갈등 시 가족 복지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며, 시설 입소 후에도 형제간의 분업 및 협
력방안을 협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인의 재산 상
속 시 돌봄의 기여가 반영되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8]. 

신체적 부담감 측면에서는 주 돌봄 제공자가 직접 간
병을 하거나 수발 등의 감소로 인해 돌봄 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 중요
한 동기가 간호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33, 34]처
럼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직접 돌봐야 하는 일이 
줄어들고 속박감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노
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가장 
낮게 나타났는데[17], 이는 긴 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하
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주 돌봄 제공자가 오랜 시간동
안 신체적으로 지치고 본인의 건강에도 나쁜 효과를 미
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다 노인의 시설 입소 초기
에는 신체적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 돌봄 제공자는 요양시설이 먼 거리에 있어
서 환자 면회가 어려운 것 외에는 특별히 신체적 부담감
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 후에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의논하여 순차적으로 노인을 방문
하는 등 부양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지 스트레스 관
리방법, 가족구성원간의 지지와 배려로 지혜로운 역할분
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5], 요양시
설에서는 돌봄 제공자가 규칙적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정보전달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
식이 형성되어[26]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부담감은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 가족들이 
시설요양비를 분담함으로써 부담감이 낮아진 경우가 많
았으나, 자녀들 간에 경제형편이 비슷하고 똑같이 분담할 
경우는 불만이 없었으나 경제형편이 차이가 나는 경우 
오히려 형편이 더 나은 형제가 똑같이 분담하는 것에 대
해 인색하고 배려가 없다고 느끼며 갈등이 나타났다. 요
양시설비를 장남 혼자 부담하고 딸들은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딸이 
부유한 경우 며느리의 불만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8]. 특히 노인이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
시설 입소 비용을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경
제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기간과 돌봄을 제공하는 이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부
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정책적 배려가[10]필요하다. 
부양부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에서는 돌
봄 제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의 병력기간이 1년 이
상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감은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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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17],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 살펴본 본인부담
금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고, 추가로 건강
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돌봄 제공자의 소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살
펴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부담감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나 가족 돌
봄 제공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켜 줄 
수는 있으나 충분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연령, 소
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노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른 장기 요
양인정 점수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등급이 정해지면서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기간도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두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 부담감은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가장 많은 부
담감을 차지하였는데,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에서 잘 
나타났다. 주 돌봄 제공자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간 후 신
체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은 줄어든다하여도 죄책감은 오
히려 증가하였는데[34], 본 연구의 돌봄 제공자들은 양가
감정을 통해 본인들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설에 부모를 입소시킨 후 해방감과 동시에 죄책감, 무
력감, 슬픔과 안도감 등을 느끼거나 돌아가신 후에 부모
를 직접 모시지 않아서 가질 수 있는 불효라는 생각과 비
난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돌봄 제공자가 처한 직장생활,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 현실적 상황과 처지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시설 입소 결정 시 가족과 의논했고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다고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시설에 모신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
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으로 자책하
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해 아들
들은 며느리나 딸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집에 모
셔오고 싶으나 모실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언제 변할
지 몰라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기약 없이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연민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부모를 돌보지 않지만 
시설을 방문하여 부모를 보살피는 모든 행위와 상호 작
용들이 현대의 효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시설 입소가 불
효가 아니라 새로운 돌봄의 형태임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야 한다[35].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돌봄은 가족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경험을 이해하고 돌보
는 가족에 대한 가족 역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4]. 

환경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노인이나 돌봄 제공자의 
외부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에를 들면 돌봄 제공자
가 요양시설 선택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주로 고려하는 
요인인 가정 같은 분위기의 시설, 노인의 상태가 나빠져
도 언제든지 이를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 수준, 기타 물
리적 환경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것이다[27]. 
따라서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노인
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의 구비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돌봄 제공자
가 요양시설 노인 돌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므로 이를 위한 간호중재를 개
발하고 적용해보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35].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돌봄 제공자는 신체적 부담감은 적게 느꼈으나 노인이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인의 연령이 
낮은 경우,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돌봄 부담
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감
도 요양원 입소 전 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졌다. 이에 가족 
돌봄 제공자는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것은 불효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너무 소진시키지 말고 가족 형태의 변
화에 따른 현대 사회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요양시설 방
문 시 일정부분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부담감의 전환을 시켜야 한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노인이 
입소한 요양시설이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와 노인 질환의 단계에 맞는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가족도 돌봄에 참여시킴으로서 직접 돌
보지 못하는 죄책감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이다. 정부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라서 시설
의 입소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장
기간 입소함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높아지므로 입소 비용 
산정 시 노인의 시설 입소 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으로 가
족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국내의 노인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후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부담감에 대한 연구경향을 고찰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감을 이해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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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돌봄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연구 방향을 모색
하고자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각각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합한 결과 요양시설
에 노인을 입소시킨 후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돌봄 부
담감은 개인특성,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부담감
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
소시킨 후 직접 간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체적 부담
감은 줄어들었으나 그 외의 부담감은 여전하거나 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돌봄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노인이 요양시
설에 입소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
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가족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하며, 이는 가족의 균열이나 해체를 막고 화목하
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가족간호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
담감을 낮춰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인
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가 돌봄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노인 돌봄을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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