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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에 치

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  역할이 크다.특히 기 치매 환자

의 가족은 새로운 자극인 치매에 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고 변화된 

돌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정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그러므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정서  어려움과 변화된 역할에 따른 

요구를 도와  수 있는 정서 심 개별 재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정서  안녕과 돌  역할 응을 돕

기 하여 정서 심 개별 재를 하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개별교육 

 화상담으로 구성된 정서 심 개별 재를 용한 뒤 치매 련 지

식,돌 에 한 자기효능감,돌 에 한 비도,돌 에 한 처 략

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재 후 효과

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유사실험연구로 실험군 15명, 조군 21명으로 총 

36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실험군에게는 개별교육과 화상담으로 구성

된 정서 심 개별 재를 시행하 고 조군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모든 통계  유의수

은 p<.05에서 채택하 다.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48.33세,

조군 46.23세 고 실험군과 조군의 인구 사회학 ,돌  제공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연구 결과,

재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치매 련 지식(p=.000),돌 에 한 자

기효능감(p=.030),돌 에 한 비도(p=.000),돌 에 한 처 략

(p=.000)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결론 으로 정서 심 개별 재가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에

게 정 인 도움을 주었다. 한 연구를 바탕으로 역할 변화로 인한 정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간호제공자에게 간호사의 정서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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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 한다.본 연구에서 지지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의 상자에게 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보다 비용

효과 이고 장기 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기 치매 환자,가족간호제공자,정서 심 개별 재, 화상담

학  번 :2013-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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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체 인구의 

1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노인 진료비 한 년 비 11.1% 증

가하여 경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통계청,2015).특히 노년기 만성질

환인 치매의 유병률 한 격하게 상승하고 있어,2014년 65세 이상 노

인의 치매 유병률은 9.58%로 환자수는 약 61만명에 이르고 있고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2050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국

회 산정책처,2014).이러한 치매 환자에 한 가장 효과 인 리는 조

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서 증 단계까지의 기간을 최 한 지연

시킴으로써 환자의 기능 상실을 최소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

감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 강과 한창수,2013).

2013년 발표된 정신장애 진단 체계인 DSM-5에서는 치매 신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진단명을 바꾸고 기존에 치매로 진

단되지 않았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한 환자에게 경도 신경인지

장애 진단을 내려서 기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반 하 다

(Mitchell,2014). 한 체 치매 환자  MMSE(Mini-MentalState

Examination)에 따른 증도별 분포를 볼 때 최경도  경도 치매가 

체 58.8%를 차지하고,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도 65세 이상 체 노인 인구의 1/4를 넘는 수 으로 높다는 에서 

기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치료  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다(통

계청,2012).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보건복지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

시하고 있으며,치매 기부터 약물치료를 꾸 히 받을 수 있도록 혜택

을 확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 다(보건복지부,2013).

치매의 조기 진단  치료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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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족간호제공자에 한 역할이 무엇보다 요하다.치매의 특

성상 가족 간호제공자들은 가족의 변화와 함께 심각한 부양 스트 스에 

직면하게 된다(손 주,2006).특히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경

우,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된 간호제공자는 주로 문가가 아니라 가족

이 된다(공은희,조은희와 송미순,2009).가족간호제공자는 부분 환자 

건강 리에 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재 로그램  사회  지지가 필

요하다(이경화와 방상분,2012).

최근 치매에 한 국내 연구에서 치매 환자,가족간호제공자,환경 등 

상별로 분류했을 때 가족간호제공자에 한 연구는 37.5%로 치매 환

자 다음으로 많고  증가하는 추세(노국희,2008)로 연구 필요성은 인

정받고 있다.그러나 국내 치매 련 간호연구의 동향분석을 했을 때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학회지,학 논문을 포함한 총 172편의 논문  

치매 환자의 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재연구는 5편에 불과해 재에 

해 충분히 다 지지 않고 있다(김미란,이숙자,신아 과 김성렬,

2013). 한 국내외 치매 노인 간호제공자 상의 간호 재 연구에서 

재의 효과성에 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치매 환자에 있어서 기 

재가 요함에도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재 연구는 찾기 힘들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체계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치매 환

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해 건강과 문제 상황에 한 인지 ,행동 ,

사회  처 략 등을 재했고 집단 요법,상담, 화 등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하 으나 부분의 재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Schoenmakers,Buntinx,& DeLepeleire,2010).교육 재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재에 참여한 가족간호제공자  다수가 정서  

만족감을 느끼기는 하 으나 최종 연구 목 인 삶의 질 향상,우울의 경

감 효과가 높지는 않았다고 보고하 다(Selwoodetal.,2007).이와 비슷

하게 등도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교육과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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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한 재를 시행했을 때 심리  안녕감은 약간 향상 되었으나 

가족간호제공자의 우울 경감  치매 환자의 요양원 입소율 하에 미치

는 향은 작았다(Kurzetal.,2010).

반면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재가 효과 이었다고 한 

기존 연구도 있다.집단 교육 로그램이 부양 부담 완화와 처기술 향

상에 부분 으로 도움이 되고,특히 사례 리서비스를 용한 집단에서

는 재효과가 확인되었다(김수 ,김재우,손수경과 민소 ,2007). 한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지역사회기반 휴식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결과 부양부담감,주  안녕감,사회  지지 측면에서

는 효과 이라고 보았다(천숙희,장성옥,공계순과 송미령,2011).

치매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재 로그램의 효과를 입

증하지 못한 연구들에서는 기존 재 로그램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

유로 증도나 이환 기간과 상 없이 재가 시행되었다는 을 들어 이

후의 연구는 재와 치매 가족간호제공자의 요구도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 다(Schoenmakers,Buntinx,&

DeLepeleire,2010).치매 환자의 증상 정도,치매 이환 기간,가족의 부

양 부담감,수입  교육 정도 등의 요인이 치매 환자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교육 요구도에 향을 미친다(윤기숙과 김춘길,2010).이에 개별화 

근하여 문제 해결,행동 조  략,감정  처 방법에 해서 실제  

상황에 맞추어 지속 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Kurz etal.,

2010).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요

성이 두되고 있으나 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서  혼란

과 변화된 역할에 따른 요구를 도와  수 있는 재에 한 연구는 드물

기에 기 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간호제

공자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과 지식,삶의 질 증진,

우울과 심리  부담감 경감을 목 으로 재하 으나 그 효과의 입증에 

해서는 일 이지 못하고 이에 한 제언으로 치매 환자의 증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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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에 따라 개별 재를 해야 한다고 하 다(Marziali,McCleary,&

Streiner,2010).다시 말하여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재가 필요하고,기존의 연구에서 효과가 밝 진 개별화된 사례 리,

교육,정서  지지를 바탕으로 재가 고려되어야 한다.그 기에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개별교육과 화상담으로 구

성된 정서 심 개별 재가 합하다.더욱이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

제공자는 돌 야할 치매 환자의 증도는 낮으나 교육요구도는 높다는 

을 고려할 때에 재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변화된 

돌  역할에 응할 수 있도록 돕기 해 시기  개인의 상황에 한 

개별 교육과 화상담으로 구성된 정서 심 개별 재를 하고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이는 추가 으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에 

한 간호요구도를 악하여 추후 매뉴얼 개발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

는 데에 의의가 있고 장기 인 치매 환자의 증도와 시기별 맞춤형 

재 략을 마련하는데 한 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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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하는 

정서 심 개별 재를 개발하여 용하고 효과를 규명하기 함이다.연

구의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개별교육과 화

상담으로 이루어진 정서 심 개별 재를 개발한다.

2) 재의 효과를 규명한다.

(1) 재가 가족간호제공자가 지닌 치매 련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2) 재가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한다.

(3) 재가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4) 재가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처 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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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 정의

1) 기 치매 환자

치매 환자는 ICD-10진단 기 (WHO,1992)에 의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 성 치매,기타 치매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이고 이  최경도 

 경도 치매환자는 발병후 1-3년인 환자이다.

본 연구에서 기 치매 환자는 인지  증상이 시작된 이후 기간이 3년 

미만의 환자로 병원 는 보건소 등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

한다.

2)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서 본인을 환자 간호의 주 간호책임자로 인지한 자로써 간호제공행 에 

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과 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을 의미

한다(이해정,서지민과 안숙희,2003).

본 연구에서는 인지 장애 증상으로 치매 환자로 별된 환자의 가족 

 주로 간호를 제공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3)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정서 심 개별 재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정서 심 개별 재는 기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책자를 이용한 개별교육과 2,4주차에 이루어지는 화 

추후 리를 통틀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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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간호제공자의 치매 련 지식 

지식은 어떤 상에 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국립국어원,2014)로 치매 련 지식이란 치매에 한 정

보와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 오(1999)가 개발한 치매지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한 지식수 이 높음을 의미

한다.

5)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1982).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자기효능감은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가 지각하는 돌 제공능력

에 한 자신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Beekman(1999)이 개발한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

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국내에서 김경숙(2008)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이 척도는 돌 에 한 경제 ,정서 ,신체

 건강에 한 자신감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6)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비도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비도는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

가 돌  상황에서 얼마나 비가 되어있는지를 의미한다.가족간호제공

자의 비도를 측정하여 변화된 역할과 환경에 응하는 정도와 교육의 

요구를 알아볼 수 있다(Schumacheret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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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족간호제공자의 비도(PreparednessforCaregiving

scale,Archbold,Stewart,Greenlick,& Harvath,1990)를 연구자가 번역

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수를 말하고, 수가 높을수록 비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7)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처 략

Lazarus와 Folkman(1984)은 처를 개인의 응력을 떨어뜨리는 괴

이고 스트 스를 주는 사건에 한 인지  행동  반응으로서 스트

스를 다루어가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 다.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처 략이란 가족간호제공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일어나는 요구

와 스트 스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처 략(Jaloweicetal.,1984)으로 

측정한 수를 말하고, 수가 높을수록 효과 인 처 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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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 고찰

본 연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정서 심 

개별 재  효과를 밝히기 한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 어서 문헌 고찰

을 하 다.첫 번째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역할 변화와 그에 한 특성에 

해 살펴보았고,두 번째는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정서 심 개별 재

에 해 고찰하 다.

1.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

치매 환자의 인지 ,정서 ,행동  문제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에 

해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이  최근에 치매로 진단

을 받게 된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새롭게 돌보는 역할을 수용해야하

고 상하지 못했던 역할로 인한 신체 ,감정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 밝 지고 있다.

유문숙,김용순과 김기숙(2010)은 경증 치매로 진단되어 주간보호센터

를 다니는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가족간호제공자와 일

반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비교하 다.연구 결과,통증,활력,사회  

기능,감정  역할제한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족간호제공자가 육체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치매 환자 부양 스트 스가 부정  스트 스 반응으로 나타나 

두통,수면장애,소화계 증상,심장 증상 등과 상 계가 있어 신체 건

강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오은섭과 서경 ,2007).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가 느끼는 심리  부담감에 

한 여러 선행연구가 행해져 왔다.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의 경험에 

한 질  연구에서는 치매로 진단 받는다는 것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요한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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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치매 진단의 순간이란 새로운 단계에 국면하는 것

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 다(Derksen,Dassen,Rikkert,& Scheltens,

2005).그리고 치매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  충격을  수 있어

서 윤리 ,임상 으로 조심스럽게 다 야 하는데,이 때 치매 진단을 

달하는 것은 개별  근이 필요하고 치매 환자 가족간호제공자의 요구

도,환자의 감정 ,인지  상태를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Cornett&

Hall,2008).이 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시기 으로 얼마 지나지 않

은 기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교육을 할 때에 개별  상황에 

맞춘 정서 인 측면에서의 지지가 필요하다.

경제  어려움 측면을 보면,모든 가족간호제공자가 치매 환자를 해 

경제 으로 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선상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 상된다(Connollyetal.,2014).치매 환자로 

진단받고 나서 3년 동안 드는 비용의 측 요소를 연구한 결과,비용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시설 돌 (74%)이었고,제일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측되는 요소는 거주 상황과 련된 것이었으며 치매 약물의 사

용은 비용 감에 도움을 주었다(Vossius,Rongve,Testad,Wimo,&

Aarsland,2014).이에,빠른 진단과 집에서의 복약 리 등 가족간호제

공자의 돌 으로 사회 인 비용을 측하고 리할 수 있다(Wimo,

Jönsson,Bond,Prince,Winblad,& International,2013).가족간호제공자

의 정신  이환은 돌 의 단과 입소율을 측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Mahoney,Regan,Katona,& Livingston,2005)가족간호제공자의 건강

과 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  문제는 깊이 련되어 있다. 한 가족간

호제공자 개인 한 돌 으로 인해서 생긴 건강문제를 한 의료비가 발

생할 수 있기에,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 양측에서 경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결론 으로 가족간호제공자의 신체 ,정신  응에 따라 

가족이 부담하는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가족간호제공자의 우울

증상이 심해지면 건강 소비  다방면에서 비용이 올라가므로 통합  

재가 필요하다(Zhuetal.,2015).선행연구에서 개별 인 심리 재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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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장기  에서 기분,삶의 질에 한 효과를 밝 내었고 가족

간호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비용 효과 (Livingston,Barber,Rapaport

etal.,2014)이었다는 사실은 개별 교육이 효율 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해

다.특히 치매 기에는 치매의 종류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 증상이 다

양하여 증상면에서 일 화 되기 어렵기에(Clareetal.,2003)개별  

근이 필요하다.

치매로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가족간호제공자가 치매 

진단에 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묻고,치매에 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치료방법  제반 사회 서비스 등에 해서

도 알려주면서 안심시키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Iliffeetal.,2009).

치매에 한 정보 습득 기회가 많으면 정 으로 스트 스에 처(강선

경,2009)하게 되고 치매 노인 가족간호제공자의 부양생활 만족도에 가

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양의지(이 휘,임지 ,김주연,조효임

과 고국진,2010)로 나타났다.이는 잘못된 치매 지식은 부양의지를 감소

시켜 결국 치매노인의 부양생활의 만족을 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에 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매 가족간호제공자와 련하여 자기효능감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특

별한 돌 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자신감(Marziali,

McCleary,& Streiner,2010)으로 자기효능감은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

공자의 부담감과 우울증을 감소시켜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재 연구의 

목표로 야 한다(Gallagheretal.,2011). 한 자기효능감은 가족간호제

공자의 우울,불안의 향을 받아 부담을 느끼는 가족간호제공자들의 혼

란스러운 생각들을 조 해  수 있는 효과 인 매개 역할을 한다

(Romero-Morenoetal.,2011).그러므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

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간호 재를 한다면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추

후 생길 수 있는 부담감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 한다.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치매라는 만성 인 질환을 하면서 다

가올 상황에 해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의 치매가 만성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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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일 성 있게 지속 ,효율 으로 처하

는 것이 가장 요한데(오병훈,2009),지속 으로 잘 응하기 해 각 

치매 진행 단계에 따라 으로 비해야 하는 이 다를 수 있다.

비해야 할 것 ,진단을 받은 기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치매에 

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Holroyd,Turnbull,& Wolf,2002)지식

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만성  질병의 돌 에 한 비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볼 때,가족간호제공자의 효과 인 처 략의 사용이 치

매 환자의 인지 ,기능  하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크다는 을 알 

수 있고 가족간호제공자 자신의 안 를 돌보는데 도움이 된다. 기 치

매 환자의 경우에 인지  강화를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하

다고 강조할 수 있다(Tschanz,2013).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바람직한 

처가 치매 환자의 양,신체  건강을 향상시켜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osenbergetal.,2008).서문경애(2005)

의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스트 스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 는데 가족간호제공자의 문제해결  응 략 정도

가 높을수록 가족간호제공자의  스트 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돌  제공에서 처는 삶의 질,만족도와 련이 있고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Ekwall& Hallberg,2007).

처 략은 가족간호제공자의 개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데 이는 가족

간호제공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의 역할과 치매 환자의 상황에 

따른 변화에 지속 으로 처하는 데 그들의 자원을 일신하기 때문이다

(Folkman,2008).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처행 를 연구한 결과 처의 기단

계에서 나타난 처행 들은 치매 환자의 문제증상에 따라서 직 으로 

결정이 되고 가족간호제공자의 처과정이 단계별 구분되기 때문에 처 

단계에 따른 개별 이고 특정 인 간호 재가 필요하다(김춘미,2005).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들의 처행동이 인 것이 아니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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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상황,남녀,성숙도,스트 스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유 수,2002)에서 치매 증상 정도에 따른 개별  간호 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조윤희와 김 숙(2010)의 연구는 치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른 가족

간호제공자의 문  도움 요구를 악하는 것이었다.치매 환자를 돌보

는 가족간호제공자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자원 연결에 한 도움 요구가 문  도움 요구 

분야  가장 높았다. 한 치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가족간호제공

자가 느끼는 부담감과 문  도움 요구에 차이가 있었는데,연구 결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부담감이 제일 높아지기 인 발

병 기에 문  도움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치매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하되면 부양에 한 자기효능감이 하(최은숙과 

김경숙,2010)되므로 기에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하여 단계에 

합한 지식을 제공하고 정서  지지를 하여 가족간호제공자로서의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키며 비  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 으로 그

들의 삶의 질을 높여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2.정서 심 개별 재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개별 인 특성을 악하여 한 

근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지해  수 있는 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돌 의 정 인 면을 이끌어낼 수 있다.이에 정서 심 개별 재

는 획일화된 재에서 벗어나서 개별  요구를 충족시켜  수 있고 정서

인 완충  장치를 마련하여 치매 환자와의 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보

다 효과 인 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정서 심 개별 재는 개별

인 교육과 더불어 연속 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

서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추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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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구성하 다.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을 받을 때 단기  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고,

장기 으로 볼 때 반 인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받을 수 있다.

기 치매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다방면의 상실이 다가오는 시기에 

한 기다림이다.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치매 진행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

면서 각종 문제를 단해야하고 일상  상황에서 신 책임져야하는 역

할에 응해야한다.치매 진단에 해서 받아들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험에 해서 체계  문헌 고찰한 Robinson등(2011)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치매에 한 개별 인 정보와 정서  지

지가 비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이러한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

공자를 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을 때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일 인 향을 주지 않는다(Omsteinetal.,2013).

상하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가족간호제공자들의 특성을 악한 결과 

가족간호제공자는 성격,  신념,문화  신념,치매 환자와의 계,기

술 능력, 처 략을 얻는 정보 네트워크가 개인별로 다르다고 하 다

(Sun& Shen,2013).이는 개별 인 취약   강 을 악한 개별 인 

재의 필요를 시사한다.

추후 화상담이란 화를 이용하여 이 의 재에 한 상자의 반

응을 평가하거나 잠재된 문제를 악하기 해 마련된 간호 재 방법이

다(Butcher, Dochterman,&Wagner,2013). 화를 이용한 건강 리는 

재 방법의 일종으로 리 사용되고 있고, 화상담은 기존의 면 면 

상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다(Reese,

2006). 한 치매 환자의 특성상 어떠한 가족간호제공자에게는 환자의 

돌  요구,부족한 시간,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서 면 면 상담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화 재 방법을 통하여 가족간호제공자에

게 정서  지지를 제공해  수 있다(Martindale-Adamsetal.,2002).노

인환자가 퇴원 시 병원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에 한 요구를 조

사한 결과 퇴원 후 지속 인 화 건강 상담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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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과 이선자,2002)는 에서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추후 

화상담에 한 요구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화 상담을 한 재 연구에

서 도출된 질문을 분석한 결과, 화상담에서 공통 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Linsetal.,2011).첫 번째는 가족간호제공자와 련

된 문제로 치매 환자와의 계,기존의 스트 스,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직업 유무,성별이었다.두 번째는 재의 기간과 강도이었고 세 

번째는 치매의 진행 정도,네 번째는 재를 통해 경험한 정 인 면이

었다.

국내에서는 이해정,김기련,김주성과 신재신(2004)은 치매 환자 가족

을 상으로 문제 해결식 화상담을 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재 로그램을 개발하 다.P시의 보건소,사회복지   P 학병

원 신경과에 등록된 치매 환자 가족을 상으로 12주간 주 1회씩 문제 

해결식의 개별화된 교육과 화상담을 제공하 다. 화상담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문제 해결법 기교육을 통해 치매의 증상

과 발생 가능한 문제행동,문제행동에 한 일반  근법,문제 해결단

계 등에 해 가족간호제공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발한 자료를 이용하

다.1단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2단계에서는 효과 으로 문제해결기술에

서 어떤 활동을 실행해야하는지 결정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나 었다.3

단계에서 가장 합한 해결책을 선택  용하여 4단계에서 그 결과를 

평가하 다. 로토콜에 따른 문제해결식 화 상담의 용을 통하여 치

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상황평가와 처기 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 으나 체 으로는 재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제공 상황평가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이익성 평가는 더 낮아지고 

스트 스성 평가는 더 높아져 반 으로 더 부정 으로 되는 경향이 있

었다.결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재 과정에서 상자들이 그들의 문제

를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 다는 에서 단순한 문제해결 방법에 따

른 지식 달을 꾀하기 보다는 상자의 상황에 한 응능력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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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을 시사 하 다.

이 연구에서 개별화된 교육을 진행하 으나 재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상자 선택 시 가족간호제공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의 증도 선별과정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개별 

교육하 으나 교육 내용 면에서 치매 환자의 진행정도  가족간호 

제공자들의 요구도가 사 에 고려되지 못하여서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가족간호제공자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시기인 치매 진단 기에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고 응능력을 더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한 화상담 재 

연구는 드물었으며,비슷한 속성을 가진 만성정신질환자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기령과 양수(2006)의 연구에서 조 병,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넘은 환자를 상으로 

퇴원 후 화 리 후 정신증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회기당 5~15분간의 화상담을 1주 간격으로 4주간 

시행되었고 장기간 걸쳐 일어나는 정신 증상의 변화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제언하 으나 상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 다.실험 처리 기간을 주 1회씩 4주로 설정한 것은 선행연구와 

비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문제는 공개 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등의 극

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소극 으로 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

상담이 효과 일 수 있고 질병군은 다르지만 정신과 역의 만성질환이

라는 에서 이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한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 화 상담 로그램은 직  면담 로그램보다 더 상자의 사

생활을 보호해  수 있고 경제 ,시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재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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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의 개념  기틀  가설

1.연구의 개념  기틀

Roy(1999)의 모델은 인간의 응에 을 둔다.인간은 지속 으로 

환경  자극을 경험하고 이러한 반응 후에 응이 일어나는데, 응반응

은 효과 이거나 비효과 일 수 있다.효과 인 반응은 통합성을 증진시

키고 인간이 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반면 비효과 인 반

응은 응이라는 목표성취에 실패하거나 받는 것이다.로이가 말하

는 인간은 개방체계로서 환경과 자신 모두로부터 자극을 투입 받는다.

응수 은 ,상황 련  잔여자극의 혼합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

는데,인간이 환경  변화에 정 으로 반응할 때 응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서 간호는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인간의 응노력을 지지하는 독특한 

목표를 갖고 그 결과로 인간은 정한 안녕수 에 도달하게 된다.

자극이 투입된 후 조정과정은 처기 으로 두 개의 하부체계인 조

기 과 인지기 이 있는데 로이는 이를 상호 련된 응의 방법으로 보

았다.조 기 은 자율  생리 인 방식인 신경,화학  내분비 응과

정으로 반응한다.인지기 은 자아개념,상호의존  역할기능의 방식인 

지각 정보과정,학습, 단  정서의 4개의 인지-정서 채 을 통하여 반

응한다.지각은 자극에 한 해석이고 조 기 은 인지기 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게 된다.지각 후의 반응은 인지기 과 조 기 으로 피드백 

된다.

조정과정을 지나 효과기는 조정과정의 표 으로서 생리  기능,자아

개념,역할기능,상호의존 응방식이다.생리  기능 응방식은 산소화,

양,배설,활동과 휴식  보호의 기본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련된다.자아 개념 응방식은 사

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자신이 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와 련되



-18-

고,개인의 자아개념은 어떠한 주어진 시간에 한 개인이 자신에 하여 

품고 있는 신념이나 느낌의 합성으로 구성된다.역할기능 응 방식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한 기 감으로 표 된

다.상호의존 응방식은 사회에서 인간들의 응으로 기술되는데 주요 

과업은 인간들이 사랑,존경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고 가장 요한 요

소는 의미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의 사회  지지체계이다.자극의 투입,조

정과정,효과기를 거쳐 응  비효율  반응이 산출되고 이는 다시 피

드백 과정을 거쳐 투입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Roy(1999)가 개발한 응 이론을 기 치매 환자의 가

족간호제공자를 한 재에 용하 고 이론  기틀은 다음과 같이 구

성하 다(Figure1).로이의 모델에서 인간은 지속 인 응과 비 응의 

단계를 거쳐 발달을 하는데,치매 진단  증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자극이다. 한 가족에게 상하지 못했던 간호제공

자 역할을 수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극의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기본 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 개념을 정 으로 유지하여,새로운 역할에 응하고 치매 환자와 

상호 의존 이고 의미 있는 계를 해서는 조정과정에서 재가 개입

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반응 단계에서 응 혹은 비 응 과정 후에 피

드백을 거쳐서  자극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장기 인 에서 

응과 비 응은 연속 으로 진행된다.본 연구에서는 단기 인 에 

을 두었기 때문에 자극부터 효과기까지의 과정과 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을 다루고자 한다.

조정 과정의 인지기 에서 4가지 역인 지각정보 과정,학습, 단,

정서에 본 연구의 재가 용될 수 있다. 재 후 상자는 지각정보를 

원활히 돕는 학습을 통해 지식이 향상되고,상황에 해서 한 단

을 할 수 있으며 퇴원 후 화 상담을 통하여 정서  지지를 받고 학습

을 보강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상호작용을 한다.정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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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재는 상자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치매 환자의 가족간

호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응할 수 있도록 돕고 비도, 처 략을 향상

시켜 향후 치매의 돌 에 해 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Figure1.Conceptualframework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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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가설

가설 1. 재 후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치매 련 지식 수가 유

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재 후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돌 에 한 자기효능감 

수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재 후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돌 에 한 비도 수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재 후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돌 에 한 처 략 수

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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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G. Ye1 X Ye2

Con.G. Yc1 Yc2

Exp.G:Experimentalgroup,Con.G.:ControlGroup

Ye1,Ye2,Yc1,Yc2:Knowledge,Selfefficacy,Preparedness,Copingstrategies

X:Emotion-focusedIndividualIntervention

Ⅳ.연구 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개별  교육 

 화상담으로 구성된 정서 심 개별 재를 시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

하는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 연구이다(Table.1).

Table1.Researchdesign

2.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구 상자 모집

문건을 통해 온라인과 보건소에서 모집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

공자다.구체 인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2)의식이 명료하고 국문 해독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

는 상자

3)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인 참여에 동의한 상자

4)인지 장애 증상을 겪은지 3년 미만의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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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에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기존의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에 한 재 연구를 분석한 결과 효

과크기의 정도가 다양하 고 일 화하기 힘들다(Pinquart& Sörensen,

2006).이에 G*power3.1.9version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α)은 

.05,통계  검정력(1-β)은 .80,효과크기(effectsize)는 0.8로 연구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표본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각 그룹당 21명,총 42명

의 연구 상자가 필요하다.연구 상자는 실험군 15명, 조군 21명이

다.

3.연구의 윤리  측면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보호를 해 2013년 개정된 최신의 헬싱키 

선언  ICH-GCP를 수하 고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연구 

승인(승인번호:IRB No.1503/001-001)을 받은 후 자료수집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이 연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질병 과정의 지나치게 부정  면에 한 암시를 주지 않도

록 연구 참여시 재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 다. 한 연구 상자가 

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종,사회경제  상태,종교 등의 이유와 계

없이 모두에게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 다.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 상자에게 연구하는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연구

의 단은 연구 상자가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연구에 해 이

해하기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상자가 자발 으로 참여할 의

사를 밝혔을 때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을 유지하고 연구의  과정에서 비

번호가 있는 컴퓨터와 사물함에 보 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으며,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에는 폐기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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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서 심 개별 재의 개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재는 교육용 책자를 

이용한 개별 교육과 2주,4주에 시행되는 추후 화상담으로 구성하 다.

정신과 환자  입원환자를 상으로 개별교육과 추후 화 리를 한 선

행연구 결과(이기령과 양수,2006;송경자,2001)에서 4주간의 교육기간에

서 효과가 있었기에 이를 토 로 4주간의 재 기간을 설정하 다. 재

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교육 에 사  평가를 하고 4주차 화상담 

종료 후에 사후 평가를 시행하 다. 한 정신건강간호학 공 교수 1인

이 교육용 책자  화상담 로토콜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 다.

재는 연구자 1인이 직  제공하 고 한 명의 재자가 교육용 책자,

화 상담 지침을 이용하여 재를 진행하므로 상담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

하 다.

1)교육용 책자 제작

교육용 책자는 2011년에 치매 환자의 가족을 상으로 만든 ‘치매를 

이겨내기 한 첫걸음’과 보건복지부와 한국치매 회가 2012년에 치매 

문 요원을 해 만든 ‘치매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 치매 환자의 가

족간호제공자 특성에 맞는 항목을 다루고, 비 상자와의 면담  연

구자의 간호 경험,선행연구를 통해 추가  보충하여 제작하 다.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교육 책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

어있다.1부의 내용은 노화과정의 이해,일반  노인 환자의 가정 내 건

강 리,기억력 감소 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고 2부의 내용은 

치매 질병의 이해,투약과 진행과정,돌  시 비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부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스트 스 리  지지,지원서비스까지 

다루어서 차 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목차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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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용 책자 서론 

들어가기 부분에서 연구자와 로그램의 목 을 소개하고 재  평

가를 실시하 다. 한 상자의 개별 인 특성을 악하여 교육 요구도 

 정서  어려움, 상자의 강   취약 을 확인하여 본론 교육 과정

에 도움을 주고 정서  지지를 도모하 다.

(2)1부 :노화의 이해

노화의 이해 부분은 인지 장애와 정상 노화과정의 차이 과 일반 노인

환자들에게도 가정에서 용할 수 있는 공통 인 간호 과정으로 구성하

다.그리고 가족간호제공자가 지지해  수 있는 측면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억력 감소 방 방법에 해서 운동,식이,신체 질병 리,

사회  생활 등에 해 소개하 다.비약물  치료  운동(한은  외,

2012),풍부한 양 섭취(Tschanzetal.,2013)에 해서는 기억력 감퇴 

진행 효과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역할이 특히 요하다.

(3)2부 :치매의 이해

치매의 이해 부분에서 치매의 인구학  황,정의,원인,진단 방법에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진행 과정으로 구성하 다.약물  치료 

부분에서는 약물 복용의 요성에 해 설명하 다.치매 기부터 약을 

쓰면 진행속도를 효과 으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투약은 매우 요하다

(Lopezetal.,2005).이에 치매 약물 복용의 요성을 설명하여 약물 이

행도를 높이도록 도모하 다.

재 치매가 진행성 만성질환이기에 추후 질병이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증상(오병훈,2009)과 처 방안,치매 환자와 화하는 법에 

해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 다.특히 치매 환자와 화하는 법을 

기부터 알게 된다면 환자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이명선과 이 숙,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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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부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지지

가족간호제공자의 스트 스 리법을 제공하고 교육하여 상자가 느

낄 수 있는 정서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방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기   사이트를 마지막에 구성하여 추후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자원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교육 내용을 요약하며 궁 한 에 해 질문

하도록 하여 교육을 마무리하고 추후 화 상담 일자를 정하도록 구성하

다.

책자 구성은 구어체로 친근함을 유도하 고 사진,표를 삽입하여 환자

들이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비 상자와의 사  면담

을 통해 치매 기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들의 어려움  교육 요구를 

악하여 책자를 수정하 다.

2)개별 교육

치매 환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특성  요구에 맞추어서 일 일로 교육하 다.개별 교육에서 교육 책

자를 이용하여 교육하되 가족간호제공자의 정서 인 면을 고려하여 조심

스럽게 근하고 충분히 지지하 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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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시간

들어가기

교육 비

-연구자와 로그램 소개

-사  평가

- 상자의 특성 악

교육 요구도  정서  어려움, 상자의 강   취

약  확인

5분

본론

기존의 지식 정도 확인

교육 책자를 이용한 교육

-노화과정의 이해

-일반 인 노인의 건강 리법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기억력 유지법

∙ 운동

∙ 식이 

∙ 신체 질병 리 

∙ 사회  생활

-치매의 이해

∙ 치매의 인구학  황

∙ 치매의 정의,원인,진단 방법

∙ 진행 과정

-치매 약물 교육 

-치매 문제 증상과 처 방안

∙ 안  리

∙ 배회, 조 증상

∙ 치매 환자와 화하는 방법  

-가족간호제공자의 스트 스 리법

-도움 받을 수 있는 기   사이트

30분

매듭짓기

교육 내용 정리

-질문 받기

-추후 화 상담일 결정

5분

Table2.Procedureofindividualized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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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화 상담

화 상담이 일 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

수 질문 문항을 구체 으로 작성하여 화상담 지침을 마련하 다(Table

3).1차 화 상담은 교육 2주후에 실시함으로 교육 내용을 다시 확인하

고,정서  지지와 정보를 보충하고 제공함으로써 역할 응을 도왔다.

치매 진단이란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

험으로 치매 진단에 해 가족간호제공자가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 하는 

방법에 해서도 다루었다. 한 치매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 상자에게 

약물에 해서 재교육을 하여 약물 요법의 이행도를 높이고 치매의 진행

에 해서 궁 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 다. 재  사 조사에서 통

해서 얻은 가족간호제공자의 궁 한 이나 어려운 을 화 상담의 자

료로 이용하 다.

4)2차 화 상담

2차 화 상담은 4주차에 하여 교육 후 변화  치매 환자의 경과에 

있어서 문제 사항이나 의논할 을 확인하여 상담하고 모든 상담이 끝난 

이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 다.개별  교육과 1,2차 화 상담을 연속

으로 리하 고, 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상의하고 화 상담을 마무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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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필수 질문 시간

들어가기

안부 인사 

치매 진단에 한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의 반응 악하기

가족간호제공자의 재 어려움이나 문제 악  정서  

지지

5분

“안녕하세요, 는 연구자 ○○○입니다,잘 지내셨나요?”

“환자와 치매 진단에 한 이야기를 나 어 보셨습니까?”

“(환자와 이야기를 나 어 보았다면)환자분의 반응은 어

떠신가요?”

“(환자에게 치매 진단을 알리지 않았다면)앞으로 알릴 방

법이나 시기에 해서 이야기 나 어 시다”

“혹시 환자를 돌보면서 요즘 특히 힘든 이 있나요?”

본론

교육 책자를 이용한 보충교육

-치매 진행에 따른 리 사항 

-가족원간의 돌  분배 문제 확인하기

10분
“힘든 이 있었다면 자세하게 상황을 말 해주세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

다.이러한 방법으로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치매 약물을 처방받으셨습니까?”

“처방받은 치매 약물 복용법에 해 말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다른 가족원들과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매듭짓기

교육 내용 정리

-질문 받기

-다음 병원 진료  주의  교육

-추후 화 상담일 결정(1차)

-교육 로그램 마무리  끝 인사 (2차)

5분“궁 하신 이 있으신가요?”

“다음 병원 약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다음 병원 약 날짜까지 처방된 약이 충분한가요?”

“다음 상담 약속 날짜는 2주 뒤입니다.언제가 편하신가

요?”

“감사합니다”

Table3.ProcedureofTelephone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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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 도구 

1)치매지식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치매와 련된 지식을 측정하기 

해 조 오(1999)가 개발한 치매지식 척도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치매의 험요인,기능 변화,치료  방에 하여 구성된 

설문지이다.맞으면 1 ,틀리거나 ‘모르겠다’에 표시한 경우 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수 범 는 0~16 이

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가 .79이었다.

2)자기효능감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자기효능감은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가 인식하는 돌  능력에 한 자신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Beekman(1999)가 개발한 치매 환자 가족간호제공자의 자

기효능감(Caregiver’sself-efficacy)  부양에 한 경제 ,정서 ,신체

 건강에 한 자신감을 묻는 항목을 사용하 다.도구는 5  척도로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로 나타내며 부정 인 문항은 역

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국내에서 김경

숙(2008)이 재구성하여 연구했을 때 신뢰도 Cronbach’s α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가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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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비도는 가족간호제

공자가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비된 정도를 측정하는 비도 척도

(Archbold,Stewart,Greenlick,& Harvath,1990)로 측정하 다.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도구로 서울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번역,역번

역 과정을 거치고 문가 1인이 타당도를 확인하 다.이 척도는 신체  

돌 ,정서  지지,재가 서비스,스트 스 처와 같은 다양한 역에 

답하게 되어있고 ‘본인이 환자의 신체  요구를 돌보는데 비가 잘 되

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8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응답은 

0( 비가  되어있지 않다)에서 4( 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로 5  

척도이고 수가 높을수록 비가 잘 된 것을 의미한다.원 도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가 .82이었

다.

4) 처 략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처 략은 Jaloweic

CopingScale(Jaloweicetal.,1984)을 사용하 다.이 도구는 처 략의 

요인으로 의지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  측면과 문제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회피  감정 심의 부정  측면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40

문항의 5  척도로 부정  측면의 문항은 역산하여서 수가 높을수록 

상황에 정 으로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원도구의 Cronbach’sα는 

.70이었고 국내 연구자 마범순(1999)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도구의 

Cronbach’sα는 .89로 신뢰도가 높은 재구성된 도구를 채택해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가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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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료수집 차

1) 상자 모집 차

자료수집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

호제공자를 상으로 연구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인구사회학

 특성,지식,자기 효능감, 비도, 처 략을 평가하 다.온라인 모

임(서울 지역 거주민 까페,치매질병 환자 가족 모임 까페 등)과 서울시 

소재의 보건소의 공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으로 연구에 참여할 

상자를 모집하 다.

2)자료 수집 과정

연구자 1인이 재하기  사  조사를 조군,실험군에게 시행하고 

실험군에게는 재 용 후 면,우편,e-mail을 통하여 연구 상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후조사를 하 다. 조군에게는 재 없이 4

주 후 면,우편,e-mail을 통하여 사후 조사를 하 다.모든 연구 참여

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 하 다.

실험군에게 제공되는 재는 개별교육 1회와 화상담 2회로 구성되었

고 로그램 후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다.사

 설문지 작성 후 개별교육을 시작하 다.개별교육은 교육 책자를 바

탕으로 시간은 약 30분 이상 소요되었고 교육 장소는 서울 학교 간호

학이지만 상자가 원한다면 상자의 편의를 해 근이 편리하고 조

용한 별도의 공간으로 여가능한 회의실,칸막이가 있는 까페 등에서 

시행하 다.개별교육 후 화상담 2주차 약 20분,4주차 약 10분 내외로 

2회를 하 다. 화상담은 연구 상자와 일자, 상자에게 편리한 시간을 

미리 상의한 뒤에 시행하 다.4주차 상담 후 재 로그램 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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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는데 시간 5분 정도 소요되고,연구 상자의 편의에 따라 

면 혹은 우편,e-mail로 작성하도록 하여서 일주일 안에 답변을 받았다.

조군의 경우에 5분 정도 소요되는 사  설문지를 작성하고,4주가 

지난 후 동일한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 다.연구참여가 끝난 이후에 

상자가 원한다면 실험군에서 사용된 교육 책자를 제공하 다.

7.자료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일반  특성은 빈도,백분율,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여 서술  

통계로 분석하 다.

2)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과 종속변수인 지식,자기효능감,

비도, 처 략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와 independentt-test로 

분석하 다.

3)실험군과 조군간의 교육 후 효과에 한 지식 수,자기효능감 

수, 비도 수는 independentt-test를 이용하여, 처 략 

수의 차이는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모든 통계  유의수 은 p<.05에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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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 결과

1.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종속변수 동질성검증

1)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의 동질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실험군 48.33세, 조군 

46.23세 고,여성이 실험군 12명(80%), 조군 18명(85.7%)이었다.결혼

상태는 기혼이 실험군 12명(80%), 조군 13명(61.9%)으로 많았고 교육정

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실험군 11명(73.4%), 조군 18명(85.7%)으로 

많았다.직업은 일제가 실험군 7명(46.7%), 조군 7명(33.3%)으로 많았

고,두 번째로 주부가 실험군 5명(33.3%), 조군 6명(28.6%)으로 많았으

며 경제는  정도가 실험군 12명(80%), 조군 16명(76.2%)으로 많았다.

상자 개인의 건강과 련하여 최근 1년 내 병원을 방문한 상자가 실

험군이 10명(66.7%), 조군이 12명(57.1%)로 높았으며,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실험군 12명(80%), 조군 19명(90%)으로 많았다.

실험군과 조군의 연령,성별,결혼상태,교육정도,종교,경제상태,건

강상태를 비롯한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하 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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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15)

Control

group(n=21)
torχ2 p

N(%)or

mean±SD

N(%)or

mean±SD

Age(years)

20-29 0(0%) 3(14.3%)

.399 .692

30-39 6(40%) 5(23.8%)

40-49 3(20%) 4(19%)

50-59 2(13.3%) 4(19%)

60-69 2(13.3%) 4(19%)

70-79 1(6.7%) 1(4.8%)

80-89 1(6.7%) 0(0%)

48.33±17.29 46.23±14.18

Gender
Male 3(20%) 3(14.3%)

.206 .650
Female 12(80%) 18(85.7%)

Maritalstatus
Married 12(80%) 13(61.9%)

1.687 .430Single 3(20%) 7(33.3%)

Divorced 0(0%) 1(4.8%)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13.3%) 2(9.5%)

2.811 .590

Middleschool 2(13.3%) 1(4.8%)

Highschool 4(26.7%) 8(38.1%)

College 7(46.7%) 8(38.1%)

Graduatemore

than
0(0%) 2(9.5%)

Religion

None 5(33.3%) 6(28.6%)

.128 .988
Christian 5(33.3%) 7(33.3%)

Catholic 3(20%) 5(23.8%)

Buddhism 2(13.3%) 3(14.3%)

Employment

Full-time 7(46.7%) 7(33.3%)

2.665 .615

Part-time 3(20%) 5(23.8%)

Housewife 5(33.3%) 6(28.6%)

Student 0(0%) 1(4.8%)

Unemployed 0(0%) 2(9.5%)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6.7%) 1(4.8%)

.245 .885Middle 12(80%) 16(76.2%)

Low 2(13.3%) 4(19%)

Visiting

hospitals

Yes 10(66.7%) 12(57.1%)
.334 .563

None 5(33.3%) 9(42.9%)

Healthstatus

ofCaregivers

Verybad 1(6.7%) 0(0%)

7.499 .112

Bad 2(13.3%) 2(9.5%)

Moderate 5(33.3%) 6(28.6%)

Good 3(20%) 12(57.1%)

Verygood 4(26.7%) 1(4.8%)

Table4.Homogeneitytestofsociodemographic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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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15)

Control

group(n=21)
torχ2 p

N(%)or

mean±SD

N(%)or

mean±SD

Family

relationships

Spouses 4(26.7%) 4(19%)

4.686 .196

Children 7(46.7%) 11(52.4%)

Daughter-in-law

/son-in-law
4(26.7%) 2(9.5%)

Others 0(0%) 4(19%)

Living

arrangement

Livingtogether 11(73.3%) 12(57.1%)

.994 .319Living

separately
4(26.7%) 9(42.9%)

Has

alternating

caregiver

Yes 13(86.7%) 15(71.4%)
1.176 .278

No 2(13.3%) 6(28.6%)

Alternating

caregiver

(persons)

0 2(13.3%) 6(28.6%)

.338 .738

1 8(53.3%) 6(28.6%)

2 3(20%) 6(28.6%)

3 0(0%) 2(9.5%)

4 2(13.3%) 1(4.8%)

Average 1.47±1.19 1.33±1.15

Awareof

Cognitive

impairment

(months)

1-6 4(26.7%) 2(9.5%)

-1.721 .094

7-12 8(53.3%) 13(61.9%)

13-18 3(20%) 3(14.3%)

19-24 0(0%) 2(9.5%)

24-29 0(0%) 1(4.8%)

Average 9.8±3.47 12.67±5.73

Routetohear

ofearly

diagnosis

Acquaintance 6(40%) 7(33.3%)

1.931 .587
TV 1(6.7%) 4(19%)

Internet 1(6.7%) 3(14.3%)

None 7(46.7%) 7(33.3%)

Routeto

learnabout

dementia

caregiving

GeneralHospital 0(0%) 1(4.8%)

1.005 .800

Community

healthcenter
1(6.7%) 2(9.5%)

Localcenterfor

dementia
1(6.7%) 1(4.8%)

None 13(86.7%) 16(76.2%)

2)실험군과 조군의 돌  제공 특성의 동질성

Table5.Homogeneitytestofcaregivingsituations



-36-

실험군과 조군의 돌  제공 특성을 보면 가족 계는 자녀가 실험군 

7명(46.7%), 조군 11명(52.4%)으로 많았고 조군에서 기타가 손녀 3명,

조카 1명으로 총 4명(19%)이었다.치매 환자와 같이 거주하는 상자는 

실험군 11명(73.3%), 조군 12명(57.1%)이었다.치매 환자를 같이 돌볼 

수 있는 교 자가 있는 상자는 실험군 13명(86.7%), 조군 15명

(71.4%)이었고 평균 교 자수는 실험군 1.47명, 조군 1.33명이었다.

상자가 치매 환자의 인지장애를 느낀 시기의 평균은 실험군 9.8개월,

조군 12.67개월로 1년 내외이었고 치매 조기 진단에 해 들어본 이 

없는 상자가 실험군 7명(46.7%), 조군 7명(33.3%)로 높았고,그 다음 

순으로 지인에게 들어봤다는 상자가 실험군 6명(40%), 조군 7명

(33.3%) 다.치매 돌 과 련하여 교육을 받은  없는 상자가 실험

군 13명(86.7%), 조군 16명(76.2%)으로 높았다.

실험군과 조군의 가족 계,동거 여부,교 자 여부,인지장애를 느

낀 시기,진단 인지 통로  질병교육을 비롯한 돌  제공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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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

group(n=15)

Controlgroup

(n=21) t p

mean±SD mean±SD

Knowledge 9.6±2.29 9.52±3.09 .081 .936

Self-efficacy 21.86±4.7 19.43±4.74 1.527 .136

Preparedness 9.87±3.67 10.71±4.21 -.628 .534

CopingStrategies 95.73±8.32 87.48±11.03 2.441 .020

2)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의 동질성

Table6.Homogeneitytestofoutcomevariablesbetweenthegroupat

baseline

재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을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 다(Table3).지식,자기효능감, 비도는 실험

군과 조군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단, 처 략의 경우 

실험군이 평균 95.73으로 조군 87.48에 비해 다소 높았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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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Knowledge(mean±SD)

t p
pre post difference(post-pre)

Experimental

group(n=15)

9.6±2.29 14.73±1.09 5.13±2.20

7.285 .000

Control

group(n=21)

9.52±3.09 9.71±2.63 .191±1.86

3.가설 검증, 재 로그램의 효과

1) 재가 지식에 미치는 효과

Table7.ComparisonofKnowledgebetweentwogroups

치매지식은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16  만 이다. 재 후 ,

실험군이 평균 9.6에서 평균 14.73으로 증가하 고 조군은 평균 9.52에

서 평균 9.71로 증가하 다. 재가 지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군의 재 후 차와 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결

과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즉, 재가 지식을 증가시

킨다.

지식 문항  체 상자의 정답률을 보았을 때,치매 환자의 증상

(기억력,지남력)과 련된 8번 문항이 82%,9번 문항이 85%로 높은 편이

었고 14번(치료가 가능한 치매)이 31%,11번(조기 치매 발견이 가능)이 

47%로 조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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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lf-efficacy(mean±SD)

t p
pre post difference

(post-pre)

Experimental

group(n=15)

21.86±4.70 23.4±4.64 1.53±2.92

1.983 .030
Control

group(n=21)

19.43±4.74 19.29±3.72 -.143±1.74

2) 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Table8.ComparisonofSelf-efficacybetweentwogroups

재 후 돌 과 련한 자기효능감은 0에서 4 까지 정도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실험군이 평균 21.87에서 평균 23.4로 

증가하 고 조군은 평균 19.43에서 평균 19.29로 감소하 다. 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군의 재 후 차와 

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결과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즉, 재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

체 상자의 항목 당 평균 수를 보았을 때,‘부양에 돈을  능력

이 있다’1번(2.5)이 높았고,‘노인을 돌보는 것이 즐겁다’인 4번 문항(1.4)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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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paredness(mean±SD)

t ppre post
difference
(post-pre)

Experimental

group(n=15)

9.87±3.67 17.47±3.31 7.6±5.23

6.040 .000

Control

group(n=21)

10.71±4.21 9.95±3.67 -.762±1.37

3) 재가 비도에 미치는 효과

Table9.ComparisonofPreparednessbetweentwogroups

재 후 돌 과 련한 비도는 0에서 4 까지 정도를 측정하는 8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실험군이 평균 9.87에서 평균 17.47로 증가

하 고 조군은 평균 10.71에서 평균 9.95로 감소하 다. 재가 비도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군의 재 후 차와 조군의 차

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결과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즉, 재가 비도를 증가시킨다.

체 상자의 항목 당 평균 수를 보았을 때,신체  요구를 돌볼 

비에 한 1번(1.9)이 높았고,응 상황에 한 비에 한 6번(1.1)문항

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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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pingStrategies(mean±SD)

F P
pre post

Experimental

group(n=15)

95.73±8.32 103.13±8.11
Group 15.464 .000

Control

group(n=21)

87.48±11.03 88.33±10.15
Pretest 44.392 .000

4) 재가 처 략에 미치는 효과

Table10.ComparisonofCopingstrategiesbetweentwogroups

Resultsofone-tailed testofANCOVA(the pre-intervention score ofintention is

includedintheanalysisascovariatevariable)

재 후 돌 과 련한 처 략은 0에서 4 까지 정도를 측정하는 4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실험군이 평균 95.73에서 평균 103.13으로 

증가하 고 조군은 평균 87.48에서 평균 88.33으로 감소하 다. 재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의 처 략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처

략이 높고 통계 으로 두 집단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

라서 사  처 략을 공변량 변수로 보고 ANCOVA로 분석하 다.

실험군의 사후검사의 평균은 사 검사가 통제된 후에 통계 으로 유의

하다(F=15.464,p=.000).모수 검정시 실험군과 조군의 사후검사의 평균

은 사 의 검사가 통제된 후에 8.97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즉, 재가 

순기능 인 처 략을 증가시킨다.

체 상자의 항목 당 평균 수를 보았을 때,객 인 상황 처리와 

련한 1번,2번(3.5)이 높았고,명상 요가에 련된 33번(1.8)문항이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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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논의

본 연구의 목 은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개별

교육과 화상담으로 구성된 정서 심 개별 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함이었다.

연구결과 재 후 치매 환자 돌 과 련된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이는 치매 교육 후 지식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유 수

와 소은선,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한편,이와 반 로 치매 환자의 가

족간호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재 연구를 고찰한 국외 선행연구에

서는 지식향상에 일 성 있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Thompsonetal.,

2007).선행연구에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체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연구하여서,지식 향상을 한 재가 일

성 있게 효과를 보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본 연구와 같이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교육 재를 한 선행연구(Ducharmeet

al.,2011)에서는 교육이 가족간호제공자의 효율  역할변화를 돕고 미래

에 필요한 돌 을 계획하고 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재 로그램 이후 지식이 증가한 이유를 한 

시기,맞춤형 내용,지지 인 상담의 세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다.첫째,

교육의 시기상에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경우 생소한 지

식에 한 학습이 이루어져서 지식 향상을 유도하 고 한,천정효과를 

비교  배제(Austin& Brunner,2003)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 효과

이었으리라 생각된다.시기 으로 기존의 지식이 부족한 가족간호제공자

를 지지하고 비하게 하는 것은 요하기에(Dudgeon,2010)시기

한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내용 측면에서 치매 기에 

치매환자 돌 에 필요한 구체 인 기술에 한 교육과 사회  자원에 

한 정보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도움(성미라,이명선,이동 과 장혜 ,



-43-

2013)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다.교육  상자

에게 교육을 통해 알고 싶은 것에 해 물었을 때, 상자들의 주 심사 

 질문은 다양하 고 주로 치매 진행과 치료법,지원서비스,유  가능

성,경제  부담,가족구성원 간의 문제 등 이었다.이 내용은 개별 교육

에서 사용한 책자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책자 구성 시 고려되었던 요

구 다.이에 기 치매 환자의 돌 의 단계에 맞춘 요구와 교육의 내용

이 일치했기에 지식의 습득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덧붙여 치매 진단

을 받은 후 환자와 가족들은 설명  정보를 듣고 만족감을 느끼고,서

면으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Cahilletal.,2008)는 사실은 책자를 바탕

으로 교육한 본 연구의 재 방법이 효과 있었던 이유  하나일 것이

다.셋째,교육지지 재 로그램 시 지지 과정이 교육 과정을 완성

(Lavoieetal.,2005)하는데,개별교육과 화상담을 통한 정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지식이 유지되었을 것이다.유 수와 소은선

(2014)의 집단 교육 로그램 시 지식 유지가 되지 않았던 에 비해,본 

연구에서 재 후 4주 뒤 지식 수를 확인하 을 때 지식의 효과가 높

아진 사실은 지식이 효과 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다.이를 

볼 때 교육의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시기 한 교육을 기획하 고,내

용이 요구도와 일치되었으며, 화상담을 통한 정서  지지를 통해 지식

이 유지되었던 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개별교육의 장 으로 

연령 , 심사가 다양한 상자에게 합하게 근하여 교육 후 맞춤형 

지지를 하 고, 화 상담을 통한 재교육과 확인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

서  근을 하 기 때문일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치매단계에 따라 특

정 역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상자에게 맞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재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재 후 치매 환자 돌 과 련된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돌 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크

게 두 가지 으로 볼 수 있는데,환자를 돌보는 과업과 련된 자기

효능감과 가족간호제공자의 안 와 련된 자기효능감이다.돌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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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강화하는 훈련은 효율 이

며,가족간호제공자 자신의 안 와 련하여 자기 리를 통한 신체  건

강의 회복은 가족간호제공자의 자기통제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박명

화,박미 과 김 희,2015).구체 으로 돌  과업과 련한 자기효능감

을 보면,환자를 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재는 가족간호제공

자의 부양부담감과 당황,좌 을 일 수 있다(Springate& Tremont,

2014). 한 자기 로와 련된 자기효능감 신념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정서 으로 정 인 향을 다(Gottlieb& Rooney,2004).이처럼 자

기효능감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기분이나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고

(Bandura,1997),혼란스러운 감정을 리하여 통합 인 돌 을 꾀할 수 

있기에 자기효능감을 으로 재 한다면 돌 의 여러 분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George& Steffen,2014).선행연구에서는 치

매 환자 가족간호제공자에게 회상요법과 미술 요법 등의 복합 으로 

재한 이후에도 간병부담감이라는 부정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에

서(송은주와 조혜경,2014)효과 으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이유는 돌  과업,자기 리 

의 자기효능감에 해서 모두 을 맞춘 내용을 구성하 고,가족

간호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교육과 지지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돌  과업과 련된 역에서,가족간호제공자들은 먼 미래까지 걱정

하며 재의 역할에 혼란스러워하며 응하지 못하 다. 상자들은 TV,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서 치매에 해서 하 으나 질병의 단

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부정 인 정보가 다수 다.치매 환자에 

련된 정보를 듣고,질병을 늦출 수는 있으나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에서 많은 상자들은 무력감과 좌 감 등 돌 을 하는 과업과 련해서 

부정  감정을 드러냈다.이에 보다 쉬운 내용인 일반  노인을 돌보는 

방법부터 심화과정인 질병의 진행과정까지 서서히 정보를 노출한 교육을 

하 고 재 단계에 맞는 역할의 범 를 알려주고 학습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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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동과 양 개선

(하은호와 박경숙,2011)이고 투약이 요한데,본 연구에서 가족간호제

공자에게 실에 맞는 돌 을 교육하여 추후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고 다음 단계를 비하도록 교육하 다.  단계에서 해야 할 돌

을 교육받고 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했다는 

것은 Cheng등(2012)의 연구에서 과업 특성화된 자기효능감 신념이 

정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자기 리 의 자기효능감과 련되어 교육 책자 후반부에서 가족

간호제공자의 신체,정신건강의 요성  휴식의 필요성을 교육하 기

에 정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가족간호제공자에게 지속 인 을 

통한 정서  지지가 효과 (Sörensen,Pinquart,& Duberstein,2002)이기

에 추후 화상담을 통한 이 정서  지지 효과를 높 을 것이다.본 

연구를 통해 치매 기 단계에서 가족간호제공자에게 재를 하여 자기

효능감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심한 정신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에(Zhangetal.,2014)

추후,치매의 진행 과정에서 가족간호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찰하는 연구와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연구 결과에서 재 후 비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상자들은 개별교육에서 얻은 정보와 지지 인 화상

담을 통해 가족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돌 을 제공할 인 ,환경  비

를 할 수 있었다.연구 결과에서 많은 가족간호제공자는 경제 ,신체  

비는 되어있으나 정서  비  응 상황에 한 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이는 치매 기 단계의 돌 을 해 비하는 가족간호제공자에

게 지지해야하는 항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치매의 진행 단계별로 비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하부 

역인 경제 ,정서 ,신체 ,지원 서비스 등 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 높다.경제  비 측면에서 보면,본 연구 결과처럼 기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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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되어있으나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Connollyetal.,2014)추후 변화할 수 있다.질병의 진행을 볼 때, 기 

치매의 경우 최근 기억력의 장애를 보이면서 복잡한 일상수행에 장애가 

있지만 주로 통원치료 리가 가능하나, 기 이후에는 행동 정신 증상

이 발생하게 되어서 방문 요양,주간 보호 등 재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고 후기에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 이 더욱 커지고 시설보호도 필요

해진다(이동우,2009).진행에 따른 장애와 문제 행동으로 인해 가족간호

제공자의 정신 ,신체 ,사회   경제 인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고 생활에 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Haleyetal.,1995).

이처럼 치매의 진행 단계별로 가족간호제공자가 비해야하는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고 선행 단계에서 어떻게 비하느냐에 따라 가족간

호제공자의 연속 인 비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비된 정도를 아는 

것은 치매 환자의 질병 동안 단계별로 가족간호제공자가 제일 필요로 하

는 지지에 해서 밝힐 수 있고 재의 평가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Henriksson,Andershed,Benzein,& Årestedt,2012).질병의 여정에 따

른 변화에 맞추어 가족간호제공자의 활동이 달라지기에(Roland &

Chappell,2015)높은 정도의 비도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역할 부담을 

높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Yang,Liu,&Shyu,2014).

이에 본 연구가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비도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기존의 가족간호제공자의 경

제 ,신체  강 을 인정하고 단계에 맞춰진 정보와 교육,문제해결방법

을 제공하 기 때문이라고 본다.Gaugler등(2011)의 연구에서도 기 치

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재한 결과 가장 큰 이득은 정보

와 교육 제공을 통해 미래를 해 비할 수 있게 한 이고, 재 로

그램은 질병이해,정서  지지,역할 분담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목차구성을 가지고 있다.본 연구와 같이 가족간호제공자

에게 문제해결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부정  정서인 우울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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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정서  비 효과를 가진다(Garandetal.,2014).

진단 이후에 많은 가족은 경제 ,신체 으로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정서

 혼란을 겪고 있기에 단계에 합한 정보와 지식을 비하고 미리 가

족구성원 간에 화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비를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요하 다.본 연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비도를 밝

힌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각 단계별로 경제,신체,정서,지원서비스 등 

하부 역의 변화를 측정하고 맞춤형 재에 해 개발할 필요성을 보여

다.

연구 결과에서 재 후 처 략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는 처단계에서 치매 환자의 증상에 

따른 획일 으로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상호작용 등 

특성과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김춘미,2005)상황에 합

한 재가 요하다.이에 돌  제공 요구시 정서  근을 이고,문제 

해결식 근을 하여,결론 으로 치매 환자의 행동을 이해  리하고 

자신의 감정에 처하기 한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개별화되고 특정화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 다(Papastavrou,etal.,2007).

기존의 처 략에 한 연구에서 어떤 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

보면,문제해결식 처 략은 가족간호제공자에게 더 이득으로 나타났고 

비건 한 처 행동은 모두에게 어느 정도씩 있기에 처 략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요하다고 하 다(Li,Cooper,Bradley,Shulman,&

Livingston,2012). 한 역기능 이고 정서  지지가 은 처 략은 

가족간호제공자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신건강과 련이 있었

다(Li,Cooper,& Livingston,2014).이에 더불어 가족간호제공자의 정서

 지지를 해 자기 자신을 해 쓰는 략인 과거 경험 회상,자기 돌

,종교 활동과 치매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연구(Bull,2014)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재 후 정서 심 처가 감

소하고 문제 심 처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박명화,박미 과 김

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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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상자들이 문제해결과 련된 처를 주로 사용하 다는 

에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강 으로 보인다. 재가 효

과가 있었던 이유는 교육을 통해 객  측면에서 특정 단계에 맞춘 역

할을 한정하여 각기 다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처 략을 제시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그리고 정서  지지 처 략과 련하여 역할

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부정  정서를 화 상담을 통해 다룬 것이 련 

있었으리라고 본다.정서 심 개별 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

공자에게 안심하고 감정을 표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

여 완충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가족간호제공자들의 한 처 략

은 치매 환자의 진행을 늦추는 것과 련이 있고 특정 략에 한 재

를 개발하는 것은 치매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다(Tschanzetal.,2013).

본 연구에서는 각 상자에게 맞춰진 개별  재를 통해 기 치매 환

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처 략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개별  교육과 화상담으로 이루어진 재 결과 기 치매 환자의 가

족간호제공자의 지식,자기효능감, 비도, 처 략의 증가에 효과 이

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재의 시기가 합했고 개별 재라는 장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본 연구의 재 시기는 가족간호제

공자가 치매 환자가 인지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지 평균 10개월이었

다.Brodaty등(2014)의 연구에서 진단 받은 이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부양부담감을 측정한 결과,12개월 정도가 재하기 합하다고 하 는

데,이와 본 연구의 재 시기가 비교  일치하여 효과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재하기 합한 시기에 연구 참여를 권유받은 상자들은 

재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상자는 50%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참여자 수가 상보다 었다. 한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치매 돌 에 해 배운 상자는 체 상자  

1명으로 매우 드물었고,인지장애를 인식한지 1년 정도가 넘었음에도 약 

80%의 상자가 돌 에 해 어떤 기 에서도 교육받지 못하 다는 

에서 교육 기회가 부족했다는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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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도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

는 것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체로 두 가지 다.하

나는 가족간호제공자들이 시간,교통 문제,직업 등 편의 문제로 면 모

임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고(Martindale-Adams, Nichols, Burns, &

Malone,2002;Hurley,Patterson,& Cooley,2014),두 번째는 정서 인 

어려움으로 연구 참여를 권유받은 사람들이 스트 스,부담감이 큰 집단

이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었다(Winter& Gitlin,2007).기존의 

연구들은 체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하 고 기 치

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경우 속성이 다를 수 있다. 재의 필요성

과 연구의 목 을 이해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에 참여하지 않

은 것을 단순한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렵고 우울이 심한 정

도라고 보기 어렵기에 여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면담했던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죄책감,슬

픔,두려움,수치심,부정 등 다양하고 복합 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환자와의 계나 상황에 따라 질병을 복합 으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

었고 질병에 한 반응이 각기 달랐다.그 기에,특히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 재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이 있는데 진단 이후의 역

할변화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과 

부담감에 한 문제이다.

가족간호제공자들은 치매를 죽음의 연장선으로 여겨서 슬픔을 잘 다루

지 못할 수 있고(Large& Slinger,2015) 망을 경험할 수 있다.특히 

가족의 책임이 큰 한국 사회(Chee& Levkoff,2001)에서 돌 에 있어서 

사회 인식에 따른 압박이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Sun,2014).이와 

같이 반 인 치매에 한 부정 인 인식이 있으나 치매 단계별로 다루

어야할 부정  감정은 속성이 다를 수 있고 부정 인 감정이 어떻게 다

루어지느냐에 따라 처나 응이 다를 수 있다.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는 합한 지지체계를 찾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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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감정 때문에 여러 장벽에 막힐 수 있다.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

공자는 치매 진단에 해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Harris&

Keady,2004)진단 이후에 사회  고립을 겪을 수 있다(Roland &

Chappell,2015).치매 기에 스티그마는 돌 에 있어 도움을 구하는 결

정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재 서비스 설계  제공의 역에서 

스티그마를 이는 것이 요하다(Benbow & Jolley,2012).가족간호제

공자가 느끼는 부정  감정 때문에 의료서비스 참여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부딪히는 기회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명

확한 의사소통과 질답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Koehnet

al.,2014).치매 진단 직후의 과정에 하여 연구된 바는 으나,환자와 

가족의 개별  요구에 맞춘 정보와 지지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Robinsonetal.,2011).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역할이 요하나 역할을 회피하게 

하는 부정  감정 한 크기 때문에,진단과 동시에 선별하여 교육에 의

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재 시 병원에서 의뢰받거나 지역사회에서 별하여 모집되었는데,60%

이상의 많은 모집이 의뢰에 의한 것이었고 제일 효율 인 방법(Tremont

etal.,2013)이라는 에서 진단 받은 병원에서 교육을 시작해야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치매 기에 진단  진행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

공하고 상황에 한 이해를 도와서 불확실성과 부정  감정반응을 이

기 해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Stokes,Combes,& Stokes,2014).그러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많은 

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치매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문가가 투입되

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문가는 진단  치료 뿐 아니라 질병의 

여정에 따라 더 어려워지는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의 응을 돕는 

것을 비해야한다(Hallberg etal.,2014).

치매 진단을 하는 병원에서 가족간호제공자에게 교육을 한다면 치매 

환자의 진행과 발맞추어 실에 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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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병원에서 근무하는 문가  간호사는 가족간호제공자에게 교육을 

하기 좋은 치에 있다. 형병원에서 '설명간호사'는 문  지식을 갖

춘 역량 있는 간호사로 구성되어 환자  내원객을 상으로 궁 한 사

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간호사를 말하고 설명을 원하는 시  요구에 

맞추어 생기게 되었다(백경희,안 미,김남희와 김미란,2013). 한 간

호사는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가족간호제공자에게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에 해 교육할 수 있다.간호사는 조언하고 지지

하는 것,간단한 치매 검사,응 실에서의 분류,입원 환경에서 환자와의 

화방법을 이해하고 가족간호제공자를 교육하는 것,치매 환자들의 

양,통증,운동 등 다방면의 돌  계획을 짜는 것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Andrews,2013).당뇨,항암 등 다른 만성화된 교육은 실무에서 

간호사를 통해 개별교육이 행해지고 있다.이처럼 가족간호제공자에게 

진단 직후에 병원에서 제공되는 체계  개별 교육 로그램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면,여러 복합  이유로 로그램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가

족간호제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이러한 교육은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를 동시에 악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의 간

호사가 역할을 맡는 것이 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재 로그램을 용하

고 정 인 효과를 발견했으나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더 보완

해야할 이 있다.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

호제공자에게 주어지는 간병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치매 환자의 가족

간호제공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시간,부양 시간 등 기 이 

다양하다(Innes,Selfe,Brown,Rose,& Thompson-Heisterman,2012).

본 연구 결과에서 치매 환자를 돌본다고 자원한 가족을 상으로 연구하

고 연구에서 가족간호제공자의 반 이상이 환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

었으며 가족간호 역할을 교 해주는 가족이 한 명 정도로 나타났다.통

계청(2015)에 따르면 기 수명이 늘어 노인인구는 증가하나 출산율은 

2014년 통계 기  1.21명으로 낮아져서 노인을 부양할 인구는 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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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미혼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교 할 수 있는 가족이 어

질 수 있다.이에 가족간호제공자의 수가 어지고 가족의 부담은 높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 인 지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노화와 

치매 환자의 증가로 인해 가족간호제공자들의 사회지지체계가 충분히 

비되지 못할 수 있다(Connolly,Gillespie,O’Shea,Cahill,& Pierce,

2014).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의 가족 계에 따라 요구나 어려움이 달

라질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취약 이 생길 수 있다.본 연구에서 직업 

등의 문제로 동거하지 않는 간호제공자의 경우에는 환자를 돌보는 데 더 

어려움을 보고하 다. , 은 간호제공자는 경제 ,사회  활동에 쏟

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돌  계획을 짜기 어렵고(Flynn& Mulcahy,

2013),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Ducharme,Kergoat,Antoine,Pasquier,& Coulombe,

2014).반 로,본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배우자의 경우 고령인 경우가 

부분이었고 노부부 단 둘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지지방법을 탐

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치매 환자인 배우자에 한 책임감,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하 다.치매 환자 부부

에 해 질  연구한 결과 배우자가 치매에 이환된다는 것은 변화와 상

실을 주제로 상하지 못한 여정에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의사소통,상

호작용,친 감에 한 시험(Evans& Lee,2014)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다(박소 ,2013).

본 연구에서는 상자 수가 어서 연령  별 재 효과에 해서 

악하기는 어려우나,기존 연구를 볼 때 고령의 상자를 재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간호제공자가 노령일 경우,상호 의사소통 문제

가 생길 수 있고 의사소통 문제는 치매 환자와의 계에 스트 스를 주

고 악 향을 다(Stiadle& Zarit,2014).건강수 이 낮을수록 부양부담

감은 높을 수 있고(한숙정,이세윤,김지연과 김홍수,2014)나이든 간호

제공자들의 경우 재하더라도 높은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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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s,Mezzacappa,Heeren,Yaffe,& Fredman,2014).6개월간 자조

집단의 화 상담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의 상자들은 기존의 우울 정

도가 높아서 화 상담에 빠진 횟수가 많았고 재의 효과가 었기에,

상자가 고령일수록 더 격려를 해야 한다(Winter&Gitlin,2007).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으로 재하 으나 동일한 내용과 책자의 로

토콜을 이용하여 재하 기에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완해야한다.

한 이후에 연구가 실무에 용되기 해서는 상자의 연령,치매 환

자와의 계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특히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하될 수 있는 고령의 상자를 한 특별한 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같은 돌  재 연구를 실무에 용하기 해서는 재의 

맥락에 최 화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비용 비 효과에 한 사항도 

고려해야한다.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재가 경제

인 면에서 효율 이라는 연구는 많이 선행되어왔다.본 연구에서 고찰한 

결과와 같이,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기 교육과 정

서  지지를 통한 근이 치매 환자,가족간호제공자에게 드는 사회  

비용을 감하는 데 큰 도움을 다.그러나 재까지 연구된 여러 재

방법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서 목 이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고 의미있는 

방향으로 분류되지 않기에,질병의 여정 의 어떤 지 에서 어떤 로

그램을 어떤 목 으로 시행해야하는지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Gitlin,

Marx,Stanley,& Hodgson,2015).그 기에 연속선상에서 질  연구,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후 재 방법의 비교  장기 인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처음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시설에 들

어가기 까지 종단 인 연구는 질병 과정의 이해에서 꼭 필요(Gaughler,

Kane,Kane,Clay,& Newcomer,2003)한데 이 연구는 체 치매의 질

병과정에 한 체 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의 석이 될 것이

다.본 연구에서 화통화를 이용하 으나 상 통화를 사용한 재가 

효과 (Czaja,Loewenstein,Schulz,Nair,& Perdomo,2013)이라는 에

서 추후 상통화 방법으로 변화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재 장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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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심의 로그램보다 집에서 진행되는 로그램이 가족을 비시키

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Gresham,Tsan,Heffernan,& Brodaty,

2014)가 있어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 가족간호제공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의 정보에 해서 직 으로 수집하고 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호제공자의 정보만으로 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간호제공자를 동시에 근하는 방법이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재를 통한 가족간호제공자의 지식과 자기효능감, 비도, 처

방식의 향상이 얼마나 돌 에 반 되고 효과 인지에 한 평가가 필요

하다.체계  문헌고찰 결과,치매 환자 가족간호제공자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연 계를 유의미하게 찾지 못했고 추후 연구로 특성화된 자

기효능감 신념,가족간호제공자의 특성, 개변수를 더 탐색해야한다고 

하 다(Crellinetal.,2014).치매 환자의 돌 의 질 향상의 직  결과

인 숙련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정서  매개 요소와 연 된 우울,부담

감,불안 등 정신 건강과 련이 있고 추후 재 연구에서 다 져야할 

부분이다(McAuliffe,Kinsella,Ong,& Nay,2013).결론 으로 치매의 

진행에 따른 사회경제 인 향과 더불어 개별 재의 효율성에 한 장

기 인 연구,집단 재와의 효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 교육

의 방법으로 연령,환자와의 계 등 돌 의 결정요인을 찾고 결정요인

에 따른 매뉴얼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추후 연구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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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제언

본 연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개별교육  

화상담으로 구성된 정서 심 개별 재를 개발하고 용하여 치매 련 

지식,돌 에 한 자기효능감,돌 에 한 비도,돌 에 한 처

략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비동등성 유사실험연구로 실험군 

15명, 조군 21명으로 총 36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실험군에게는 정서

심 개별 재를 시행하 고 조군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1)실험군의 치매 련 지식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2)실험군의 돌 에 한 자기효능감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

졌다.

3)실험군의 돌 에 한 비도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4)실험군의 돌 에 한 처 략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졌

다.

결론 으로 정서 심 개별 재는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치매 련 지식,돌 에 한 자기효능감,돌 에 한 비도,돌 에 

한 처 략을 정 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상으로 개별교육  화상담으

로 구성된 정서 심 개별 재를 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재를 더 많은 수의 상자에 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개별  재 로그램과 집단 재 로그램의 비용효과 인 증거

를 산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재 용 이후,가족간호제공자와 치매 환자 양측에서 장기 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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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동의서:실험군]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 과제명 :치매 기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 

 효과 

연구 책임자명 :장지은(서울 학교 간호 학 석사 과정)

이 연구는 치매 기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과 련된 효과를 알아보기 한 연구입니다.귀하는 18

세 이상의 성인이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간

호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연구 책임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

해  것입니다.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

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다음 내

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치매 기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과 련하여 귀하의 치매 지식,자기 효능감,

비도, 처 략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목 입니다.

2.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구에는 약 42명 내외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가할 정입니다.

3.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  주시면 실험군/ 조군으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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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당신은 실험군에 해당합니다.

1) 재 로그램은 치매 기 환자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간호할 수 있는 내용

이고 개별교육 1회와 화상담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 로그램  

설문지를 작성합니다.설문지 작성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2)설문지 작성 후 재 로그램  개별 교육을 시작합니다.

3)개별교육은 교육 책자를 바탕으로 시간은 약 30분 소요됩니다.교육 장소는 

서울 학교 간호 학이지만 원하신다면 귀하에게 근이 편리한 조용하고 별

도의 공간인 여가능한 회의실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개별교육 후 화상담 2주차 약 20분,4주차 약 10분 내외로 2회입니다.귀하

와 미리 일자와 편리한 시간을 정해놓고 당일에 미리 문자를 드린 후에 

화 드리겠습니다.

5)4주차 상담 후 재 로그램 후 설문지를 작성합니다.작성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4.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0주차 개별교육 약 30분,2주차 화상담 약 20분,4주차 화상담 약 1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6.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개인정보가 유출 될 험요소는 없으며 정서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경우

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단할 수 있습니다.만일 연구 참여 도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이나 험 요소에 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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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정보는 치매 기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이해를 증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장지은입니다.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

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

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일 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

다.

11.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

락하십시오.

이름:장지은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

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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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는 경우

와  보건 당국,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

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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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C.동의서:조군]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 과제명 :치매 기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 

 효과 

연구 책임자명 :장지은(서울 학교 간호 학 석사 과정)

이 연구는 치매 기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과 련된 효과를 알아보기 한 연구입니다.귀하는 18

세 이상의 성인이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간

호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연구 책임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

해  것입니다.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

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다음 내

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치매 기의 가족간호제공자의 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과 련하여 귀하의 치매 지식,자기 효능감,

비도, 처 략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목 입니다.

2.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구에는 약 42명 내외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가할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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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  주시면 실험군/ 조군으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귀하는 조군에 해당합니다.

1)설문지를 작성합니다.작성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2)4주가 지난 후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작성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됩니

다.

3)연구 참여가 끝난 후,원하신다면 실험군에서 사용된 교육 책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0주차 설문지 작성 5분,4주차 설문지 작성 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6.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개인정보가 유출 될 험요소는 없으며 정서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경우

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단할 수 있습니다.만일 연구 참여 도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이나 험 요소에 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치매 기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의 돌 에 한 이해를 증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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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장지은입니다.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

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

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일 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

다.

11.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

락하십시오.

이름:장지은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

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02-880-5153



-81-

동  의  서

1.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는 경우

와  보건 당국,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

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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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연구 도구 :일반  특성]

※다음은 일반  사항입니다.해당란에 ∨ 는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십시오.

1.성별 :□ 남자      □ 여자

2.연령 :만 세

3.결혼상태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

4.교육수  :□ 무학  □ 졸  □ 졸  □ 고졸  □ 졸  □ 학원 이상

5.종교 :□ 없음   □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기타( )

6.직업 :□ 일제  □ 비 일제 □ 무직  □ 학생  □ 주부 □ 기타( )

7. 재 경제 상태 

□ 상  □   □ 하 

8.환자와의 계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며느리 ,사    □ 기타( )

9.환자와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입니까? □   □ 아니오

10.환자에 해서 같이 의논하거나 돌보는 역할을 교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몇 명인지, 구인지 써주십시오. □ 없다  □ 있다.( )

11.환자가 인지장애가 있다고 느낀 은 언제부터입니까?( )년 ( )개월

12.치매 조기 진단에 해서 들으신  있다면 어디서?

□ 지인  □ TV □ 인터넷  □ 신문 등 인쇄물  □ 없음

13.치매 방 교육 혹은 치매 간호 교육을 받으신  있다면 어떤 기 ?

□ 받은  없음  □ 보건소  □ 종합병원  □ 치매지원센터  □ 기타( )

14.지난 일년 동안 귀하의 건강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있습니까?□없다□있다

14-1.건강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이 있다면 방문횟수는?(　 　　)

14-2.건강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이 있다면 질병명은? (　 　　)

15. 재 귀하의 건강상태 :

□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보통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16.환자를 돌보는데 궁 한 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17.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운 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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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아니

오

모르

겠다

1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구나 치매에 걸린다.

2 치매는 병이다.

3 치매는 유 인 요인과 련이 있다.

4 치매는 음주와 련이 있다.

5
치매는 내과,신경과,정신과 질환 등 몇 십 가지 

병에 의해 생긴다.

6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

7 치매에 걸릴 험은 나이에 비례한다.

8
치매환자는 지나간 일보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한

다.

9
치매에 걸리면 시간 감각이 없고,장소를 헤매며,

사람을 못 알아본다.

10
치매에 걸려도 평소 좋아하던 일들을 즐길 수 있

다.

11 치매는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

12
싱겁게 먹고,균형에 맞는 식사는 치매 방에 효

과 이다.

13
규칙 인 생활과 신체 정기검사는 치매 방에 도

움을 다.

14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다.

15 치매는 약물로 완치된다.

16
치매노인을 해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주면 도

움이 된다.

[부록 E.연구 도구 :치매 지식]

※ 다음은 치매에 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한 질문입

니다.다음 문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분명히 /아니오 에 표시해 주시고,잘 모르시면 모르겠

다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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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때때로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혹은 가족)은 노인 부양에 들

어가는 돈을  능력이 있다.

2
노인을 돌보는 문제로 어찌할 바

를 모르겠다.

3
노인을 돌보기에 충분히 건강하

다.

4 노인을 돌보는 것이 즐겁다.

5 노인을 돌보는 일이 힘이 든다.

6
노인을 돌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7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신

체  기력을 가지고 있다.

8
노인을 돌보는 것이 내 육체  

건강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9
나는 정말로 노인을 돌보기를 원

한다.

10
노인에게 필요한 돌 을 제공하

는데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부록 F.연구 도구 :자기효능감]

※ 다음은 환자를 돌보는 귀하의 자신감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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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안되어 

있다

체로 

안되어 

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아주 잘 

되어 있다

1

본인이 환자의 신체  요구를 돌보

는데 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2

본인이 환자의 정서  요구를 돌보

는데 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3

본인이 환자에 해 제공할 간병 

서비스를 찾아내고 마련하는데 

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본인이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생

길 수 있는 스트 스에 한 비

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인과 환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간병을 할 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환자와 련된 응 상황에 처하

고 반응할 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필요한 정보

나 도움을 얻을 비가 잘 되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8

체 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얼마 

만큼 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부록 G.연구 도구 : 비도]

※ 다음은 환자인 가족을 돌보는데 있어 귀하의 비된 정도에 한 질문입

니다.다음 문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9.귀하가 더 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해서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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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그 게 

한다

자주 

그 게 

한다

항상 

그 게 

한다

1 상황을 처리해 보려고 노력한다.

2
문제를 객 인 입장에서 보려

고 애쓴다.

3
더 나은 해결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모로 생각해 본다.

4 기도만 할 뿐이다.

5
상황을 더 잘 악해 보려고 노

력한다.

6
문제에 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7
과거 경험을 되살려 비교해 본

다.

8
상황이 주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

력한다.

9
상황이 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해 

본다.

10
가족으로부터 안을 얻으려고 

한다.

11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구체  목

을 세워본다.

12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한다.

13
문제에 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

14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해 본다.

15 극 으로 상황을 변화시킨다.

16 걱정만 할 뿐이다.

17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상한

[부록 H.연구 도구 : 처 략]

※ 다음은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행동이  귀하의 처방식에 

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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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 신경이 민해진다.

19
될 수 있는 한 혼자 있으려고 한

다.

20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다.

21
상황과는 상 없는 아무 일이나 

해본다.

22 팔자소 으로 돌린다.

23
상황이 그냥 사그라지기를 바란

다.

24
군가가 상황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25 상황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인다.

26 차선의 방법도 생각해 둔다.

27
내일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

라고 생각한다.

28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웃어넘기려 한다.

29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30 문제를 마음 깊이 두지 않는다.

31 바라는 상황을 공상해 본다.

32
상황으로부터 일단 물러나서 생

각해 본다.

33 명상이나 요가를 한다.

34 울어버린다 는 우울해진다.

35 먹는 것으로 푼다.

36 다른 사람에게 긴장감을 다.

37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38 군가를 탓하게 된다.

39 신경안정제나 약을 먹게 된다.

40 소리치고 야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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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교육용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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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Emotion-focused

IndividualInterventionforFamily

CaregiversofPeoplewithEarly

StagesofDementia

Jang,Jieu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sthenumberoftheelderly hasincreased,theprevalenceof

dementiaalso hasincreased.Consequently,thishasimposed great

burdentofamilycaregiversofdementiapatients.Particularly,many

familycaregiversofpeoplewithearlystagesofdementiaexperience

difficultyinobtaininginformationondementia.Inaddition,adjusting

tothisnew care-givingroleisemotionallydemanding,thusmany

familycaregiversgothoroughalotofemotionalstress.Therefore,it

iscrucialtosupportinterventionstoreducetheiremotionalstrainand

to providedementiarelated information to caregiversof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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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intheirearlystage.

Accordingly, this study tested emotion-focused individual

intervention as a way to help family caregivers of early-stage

dementiapatientsobtainnecessaryinformationandemotionalsupport

related to caregiving.The aim ofthisresearch wasto evaluate

dementiarelatedknowledge,self-efficacyofcare,preparednessofcare,

and coping strategies of care associated with emotion-focused

individualintervention,includingindividualeducationandtelephone

counselling.

To achieve this goal,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controlgroupdesignwasconducted.Emotion-focused

individualinterventionwasadministered totheexperimentalgroup

(N=15),and notreatmentwasadministered tothecontrolgroup

(N=21).Bothgroupscompletedademographicprofile,andalsotook

pre- and post-test measuring their dementia-related knowledge,

self-efficacy ofcare,preparednessofcare,and copingstrategiesof

care.

Thedatawerequantitatively analyzed.Descriptivestatisticswere

calculated,andt-test,andANCOVAwereperformedtoSPSSprogram

.Itwasfoundthattherewasastatisticallysignificantimprovement

in dementia related knowledge(p=.000),self-efficacy ofcare(p=.030),

preparednessofcare(p=.000),and coping strategiesofcare(p=.000)

aftertheintervention.

Thefindingssuggestthatemotion-focused individualintervention

waseffectiveforfamilycaregiversofpatientswithearlydementia.It

wasalsoinferredfrom thefindingsthatforfamilycaregivers,nurses’

help and emotionalsupportcould provide a bufferagainstthe

challengesofthechangingroleasa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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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in ordertoevaluatethelong-term influenceofthe

interventionforalargerpopulation,furtherresearchisneeded,anda

rigorousresearchdesignshouldbefurtherconsideredtoidentifythe

cost-effectivenessforsupportingwiderimplementations.

keywords:familycaregiver,earlystagesofdementia,telephone

counselling,emotion-focusedindividualintervention.

StudentNumber:2013-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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