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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IADL) and quality of life of aged woman with dementia reported by aged woman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From December 2009 to February 2010, 64 subjects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woman with dementia, 22

caregivers were survey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re was no difference ADL and quality of life of aged

woman with dementia reported by aged woman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IADL. Also, ADL was positively related to IADL in aged woman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ADL and IADL were

negativ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aged woman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In daily activity and life quality, there

is no difference recognized by aged woman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So it's not matter for the nursery to recognize

the demand of the aged woman with dementia and to care the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lderly with dementia at

home, and to compare the patients in accordance with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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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구의 고

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있다1).

노화와 관련된 질병 중 치매는 발병하게 되면 만성적으로

퇴행하면서 치유가 어렵고 오랜 기간의 이환고통과 활동장애로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많은 사회적, 정신적 부담을 주며 신체건

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의 치매 유병률은 8.40%였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2012년 9.08%, 2020년 9.74%, 2030년 9.61%, 2040년 11.21%, 2050

년에는 13.17%이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3)

. 이에 따라 이들을 수

용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2010년 3,852개로 보고되었고,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

이러한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치매노인이 보고하는 결과를 신

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연구
5)
가 있었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은 스스로 지각한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

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

하다는 보고가
6-8)

가 있었다. 또한, 치매노인과 간병인이 응답한

치매노인의 삶의 질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치매노인에서

낮게 측정되거나
5,9)

, 더 높게 측정된
10)

연구 등이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는 치매환자를 가장 빈번하게

상대하는 요양보호사들과의 인식차이를 삶의 질에 대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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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사해 보고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에 있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노인과 이들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보고하는 일상생활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 및 삶의 질

을 비교하여 측정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일

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문항별

ADL, IADL, 삶의 질을 비교하고 각각의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

가 보고한 ADL, IADL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치매환자와 요양보호사간의 평가간의 어떠한 차이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치매노인들에서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치매노인들의 활동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02명이었던 한의사가 2008년 348명으로 증가되고 이러한 증가

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11) 한의사로서 치매환자를 접할 기회

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치매환자와 의사소통 시 신뢰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 64명과

요양보호사 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치매를 가진 노인, 연구원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

에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또는 가족이 동의한 대상자로 표집하였

다. 치매노인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이 등
7)
의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검사(Korean version-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이하

MMSE-K)12) 점수가 23점 이하인 자로 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요

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지 1년 이

상인 자로 하였다. 표본수는 신5)의 연구에 기초하여 유의수준

5%, 검정력 90%로 산출한 결과 52명이 필요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치매노인의 경우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요

양보호사는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기능을 측정하는

ADL과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된 보다 복잡한 활동의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도구인 IADL로 측정하였다.

ADL은 Katz
11)
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원 등

13)
이 우리나

라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인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K-ADL)을 이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7문항 3점 척도로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 ‘0점’, 약간의 도움 필요 ‘1점’, 전혀 할 수 없

다 ‘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ADL

은 원 등13)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93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42였다.

IADL은 Lawton 등14)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원 등13)이

수정 보완한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IADL)를

이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10문항 3점 척도로,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 ‘0점’, 약간의 도움 필요 ‘1점’, 전혀 할 수 없다 ‘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19였다.

2) 삶의 질

삶의 질은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Logsdon 등
15)
이 개발한 것을 신

5)
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알쯔하이머병의 한국판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건강,

원기/기운, 기분, 생활환경, 기억력, 가족관계, 결혼생활, 친구관

계, 전체적인 자기자신,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능력, 재미

삼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금전상태, 전체적인 생활 등 1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1점(나쁘다)에서 4

점(매우 좋다)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한

다. 신5)이 CIND(cognitive impairment no dementia) 즉 인지기

능 장애는 있지만 치매는 아닌 대상자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도구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값은 .877이었

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값은 .878이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Window용(Ver 9.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평

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치매노인과 요양보

호사의 문항별 ADL, IADL과 삶의 질의 차이는 Wilcoxon rank

sum test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치매노인의 평균연령은 81.45세였고, 2007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분류기준에 따라 조사한 만성질환은 치매를 제외하고 평

균 1.78개였으며, 2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22명(34.38%)으

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34명(53.13%)으로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43명(67.19%)으로 많았다. 배우자 여부는 없

는 경우가 56명(87.5%)으로 많았다.

치매이환기간은 평균 38.77개월이었으며, 치매형태는 알쯔

하이머가 26명(40.63%), 혈관성 16명(25.0%), 복합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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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으로 알쯔하이머 치매의 비율이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f dementia (n=64)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 n(%)

Age(year) 81.45±6.84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
2
Above 3

1.79±1.25
10(15.63)
17(26.56)
22(34.38)
15(23.43)

Religion
Yes
No

34(53.13)
30(46.87)

Educational level
Illiteratenes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43(67.19)
20(31.25)
1(1.56)

Partner
Yes
No

8(12.50)
56(87.50)

Duration of dementia(months) 38.77±13.33

Dementia type
Alzheimer
Vascular
Mixed

26(40.63)
16(25.00)
22(34.37)

2.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43.41세였으며, 만성질환은 평균

0.14개로 거의 없었다. 성별은 남자가 1명(4.55%), 여자가 21명

(95.45%)으로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19명

(86.36%)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3명(59.09%)

으로 많았으며, 배우자 여부는 있는 경우가 17명(77.27%)으로 많

았다. 경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기 전 요양원에 생활지도원

으로 근무하면서 치매노인을 돌본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

였으며 평균 29.0개월이었다. 기간별로는 2년 미만이 9명

(40.91%), 3년 미만이 5명(22.73%), 4년과 5년 미만이 각각 4명

(18.18%)씩 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aregiver (n=22)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 n(%)

Age(year) 43.41±5.92

Carrier(month)
≤12-<24
≤24-<36
≤36-<48
≤48-<60

29.00±12.51
9(40.91)
5(22.73)
4(18.18)
4(18.18)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

0.14±0.35
19(86.36)
3(13.64)

Gender
Male
Female

1(4.55)
21(95.45)

Religion
Yes
No

19(86.36)
3(13.64)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4.55)
13(59.09)
8(36.364)

Partner
Yes
No

17(77.27)
5(22.73)

3.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문항별 ADL의 차이

치매노인의 ADL의 평균은 0.83점(전체 5.84점)으로 보고하

였으며, 요양보호사는 0.98점(전체 6.83점)으로 요양보호사가 치

매노인보다 ADL의 점수를 높게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도 목욕, 세수하기, 옷 입기, 용변보

기, 거동하기, 대소변 가리기 및 식사하기 7문항 모두에서 요양

보호사가 치매노인보다 점수를 높게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ADL by elderly of dementia and caregiver

Elderly of dementia
(n=64)
Mean±SD

Caregiver
(n=22)
Mean±SD

Z p

Bathing 1.31±0.79 1.41±0.73 -0.59 .554

Washing face and hands 0.78±0.74 1.00±0.78 -1.60 .109

Dressing 0.84±0.78 1.06±0.81 -1.53 .126

Toileting 0.91±0.87 1.00±0.80 -0.67 .506

Transfer 0.80±0.76 0.94±0.85 -0.49 .627

Continence 0.77±0.83 0.94±0.85 -1.15 .249

Eating 0.44±0.56 0.56±0.61 -1.15 .251

Total 0.83±0.65 0.98±0.67 -1.20 .232

4.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문항별 IADL의 차이

치매노인의 IADL의 평균은 1.4점(전체 13.81점)으로 보고하

였으며, 요양보호사는 1.5점(전체 15.42점)으로 요양보호사가 치

매노인보다 IADL의 점수를 높게 보고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7). 문항별로 보면, 몸단장은 치매노인은

0.81점, 요양보호사는 1.09점으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보다 높

게 보고하였으며(p=.047), 약 챙겨 먹기도 치매노인은 1.14점, 간

병인은 1.41점으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p=.034).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물건사기(쇼

핑), 금전 관리 및 전화사용은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보다 점수

를 높게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교통수단 이용은 치매노인이 요양보호사보다 점수를 높게 보고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IADL by elderly of dementia and caregiver

Elderly of dementia
(n=64)
Mean±SD

Caregiver
(n=22)
Mean±SD

Z p

Grooming 0.81±0.79 1.09±0.79 -1.99 .047

Housekeeping 1.42±0.79 1.66±0.67 -1.88 .060

Food preparation 1.59±0.75 1.80±0.51 -1.48 .139

Laundry 1.55±0.77 1.70±0.63 -1.13 .260

Going out 1.36±0.82 1.58±0.69 -1.50 .135

Mode of transportation 1.89±0.40 1.88±0.42 0.30 .765

Shopping 1.45±0.75 1.50±0.71 -0.28 .777

Ability to handle finances 1.28±0.84 1.45±0.73 -1.07 .286

Ability to use telephone 1.31±0.75 1.36±0.78 -0.47 .641

Responsibility for own
medication

1.14±0.71 1.41±0.61 -2.13 .034

Total 1.38±0.55 1.54±0.52 -1.98 .047

5.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문항별 삶의 질의 차이

치매노인의 삶의 질은 평균 2.11점(전체 27.39점), 요양보호

사는 2.05점(전체 26.66점)으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보다 삶의

질 점수를 높게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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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로 보면, 신체건강, 원기/기운, 기분, 생활환경, 전체

적인 자기자신 및 전체적인 생활은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보다

점수를 높게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기억력, 가족관계, 결혼생활, 친구관계,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능력, 재미삼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금전상

태는 치매노인이 요양보호사보다 점수를 높게 보고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by elderly of dementia and

caregiver

Elderly of dementia
(n=64)
Mean±SD

Caregiver
(n=22)
Mean±SD

Z p

Physical health 1.88±0.77 2.03±0.80 -1.03 .302

Energy level 2.00±0.69 2.08±0.74 -0.64 .521

Feeling 2.30±0.75 2.39±0.73 -0.99 .324

Living environment 2.67±0.82 2.70±0.63 -0.11 .910

Memory 2.00±0.85 1.81±0.77 1.23 .218

Family relationship 2.55±0.66 2.41±0.75 1.06 .290

Marriage life 2.31±0.83 2.19±0.75 0.70 .482

Friendship 2.30±0.73 2.13±0.65 1.35 .176

Self efficacy 2.11±0.72 2.19±0.71 -0.57 .570

Coping ability in household
chores or in daily life experiences

1.56±0.79 1.38±0.65 1.33 .185

Ability to plan and participate in
leisure time activities

1.63±0.83 1.41±0.71 1.59 .110

Economic status 1.86±0.83 1.69±0.77 1.19 .236

General activities of daily life 2.23±0.71 2.27±0.78 -0.26 .792

Total 2.11±0.47 2.05±0.48 0.69 .489

6.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ADL, IADL 및 삶의 질간의

상관관계

치매노인의 보고에서는 ADL과 IADL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p<.001), ADL과 삶의 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p<.001), IADL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p<.001)를 보였

다. 요양보호사의 보고에서도 역시 ADL과 IADL간에는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ADL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

계(p=.001), IADL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p<.001)를 보

였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of ADL, IADL and quality of life

Elderly of dementia (n=64) Caregiver (n=22)

ADL IADL ADL IADL

ADL 1.000 1.000

IADL
0.76
(<.001)

1.000
0.80
(<.001)

1.000

Quality of life
-0.43
(<.001)

-0.57
(<.001)

-0.42
(.001)

-0.44
(<.001)

고 찰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있는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

한 일상생활활동 및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이 보고한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다.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치매노인들은 요양보

호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와 이들

을 간병하는 요양인력들이 치매 환자들의 언어표현에 어느 정도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
16)
를 볼 때 치매환자가

인지하는 것과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인지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MMSE-K 점수 23

점 이하인 치매환자와 이들을 간병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

으로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이들의

지각 차이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로써, 이를 통해

실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요양인력들이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

통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 및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의료인으로써 환자 및 간병

인과의 의사소통 시 신뢰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치매노인들은 치매를 제외하고 평균

1.79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인의 84.4%에서 1개 이

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었다. 이는 송17)의 농촌 노인의 만

성질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80.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18)
에서 65세

이상 노인에서 질병이 없는 경우가 18.7%이었으며, 질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도 30.7%임을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써 치매환자외의 일반 노인과 유사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만성질환의 유병

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치매환자와 요양인력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사례에

서도16) 조사대상자인 요양인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들이

인식한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문제의 관계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보고되었고, 이번 연구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에서

는 특이한 점은 없었다.

ADL의 결과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에서 보고된 점수가 치

매환자의 것보다 높게 측정된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어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목욕, 세수하기, 옷입기, 용변

보기, 거동하기, 대소변 가리기 및 식사하기의 문항별로도 차이

는 없었으나 요양보호사에서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치매

노인이 인지하는 것보다 요양보호사가 인지할 때 치매노인이 더

많은 신체적인 의존도를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

면, 치매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별히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보고

한 ADL의 항목별 점수에서 목욕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매노인은 목욕을 해야 하

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옷 벗기를 싫어하고 물에 대한 공

포로 씻기를 거부하기도 하며,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실금과 불

결행동으로 인해 위생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치매노인에게 원예치료를 시행하여 목욕, 걷기, 계단

오르기의 일상생활활동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김
19)
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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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6주간 대화와 보행을 동시에 시킨 치매 노인집단에서 기능

적 운동성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Tappen 등20) 등의

연구를 보더라도 목욕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에게 있어 일상생활

활동의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IADL의 경우에는 몸단장과 약챙겨먹기에서 요양보호사의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항목별 비교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사

기(쇼핑), 금전 관리, 전화사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총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IADL의 상황을 본 요양시설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일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가노인 시설에서의 결과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 등
21)은 치매노인들은 일상생활활동 기능보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의 기능이 좋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어 치매노인들의 기능상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삶의 질에 대한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가 인지

한 삶의 질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삶의 질 점

수를 측정한 결과 간병인보다 치매노인에서 높게 측정된 Arlt 등
10)의 연구나 치매노인에서 낮게 측정된 연구결과들5,9)과는 차이

가 있었다.

문항별로는 신체건강, 원기/기운, 기분, 생활환경, 전체적인

자기자신 및 전체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인

지한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치매노인의 주변과

의 관계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것들은 치매노

인이 인지하는 삶의 질 점수가 높았으나, 반면 노인 스스로 느끼

는 건강이나 기분적인 측면에서는 낮게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의 신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요양보호사보다

치매노인에서 더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삶의 질 점수는 27.39점으로

신 등
9)
의 연구에서의 26.53점,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5)의 22.26점보다는 높았다. 이는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의 경

우 각종 요법 제공, 활동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등
7)
은 치매노인의 경우 일반노인에 비해

삶의 질은 더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요양기관에 있는 노인들

에서는 우울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한 송 등22)의 연구를 볼 때 우

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한 나라의 문화에서는 가족

들과 함께 지낸다는 점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위안과 즐거움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요양기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지각하는 항목들에서 삶의 질 정도가 더 낮

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치매노인의 보고에서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의 보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치매 정도는 기본

적인 일상생활활동이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상관관계가 높다

고 한 연구결과23)와 일치하였다.

최근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신체적

활동 프로그램 즉 음악과 운동을 통한 프로그램, 원예치료 및 몬

테소리 프로그램이 요양기관에 입소한 치매노인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증진시켰으며24), 집단회상요법을 시행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25)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이처럼 요

양기관에 입소한 치매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의존정도를

낮추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시설에 있는 치매노인들은 일상생

활활동의 의존성이 높고, 삶의 질이 낮으나 치매노인들과 요양보

호사의 보고를 보면 IADL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이 있는 치매노인의 경우라도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타당

하고 일관된 응답을 할 수 있어 치매노인들이 응답한 답변을 그

대로 수용하였던 이 등
7)
의 연구에서처럼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치매노인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하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의 대부

분의 항목과 삶의 질의 정도에도 차이가 없어 치매노인을 돌보

는데 있어 그들이 치매노인의 요구를 지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요양시설의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시행한 점과 연구결과들에서 연령, 성별, 신체건강

상태 등의 외생변수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점에서 연구결과

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본다. 추후 요양시설이 아닌

재가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비

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 64명과 요양보호사 22명을 연

구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치매노인과 요양보

호사의 인식차를 비교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치매

노인과 요양보호사간의 보고에서 ADL과 삶의 질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IADL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DL, IADL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보고에서 모두 ADL, IADL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ADL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 IADL과 삶의 질 간에는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따라서, ADL과 삶의 질에 대한 치매노인과 요양보

호사의 보고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IADL의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차이가 없어 치매노인의 주관적 판단과 요양보호사

의 객관적 판단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치매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볼 때

이들 일상생활활동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치매노인

과 요양보호사가 인지하는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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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의 요구를 인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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