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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상과 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는지
 정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상은 ‘치매 안심마을’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수발자’이며, 이들의 정신적 고통과 질병을 비즈니스
를 통해 해결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화두 되고 있는 치매는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
습니다. 저는 뉴스와 인터넷에서 치매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한 친동생이 치매 노인 실종신고
에 자주 출동했었던 경험을 직접 듣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 2019’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75만 명이며 2024년에
는 1백만 명, 2039년 2백만 명, 2050년 3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문제
점을 알아보니, 치매 환자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치매 간병인들의 고충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간호학회지의 ‘치매 노인 가족 수발자를 위
한 지역사회기반 휴식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따르면 ‘가족 수발자들은 치매의 특성상 경제적,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많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 가족 수발자는 대부분이 노-노 부부의 형태, 환자-자녀, 환자-며느리, 환자-손자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문간병인이 아닌 가족 간병인은 대가 없는 무조건, 무보수의 병간호를 도맡게 되며, 심한 경우엔 독박간병을 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병이 반복될 경우, 수발자는 심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건강 상태 및 낮은 생활 만족 등을 보이며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문제들을 견디지 못하고 간병살인을 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
나는 치매 노인 수에 비춰보면, 더이상 우리 사회는 늘어가는 치매 노인들과, 항상 함께 하는 치매 간병인에게서 관심을 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바로 가족 수발자입니다. 기본간호학회지의 ‘치매 노인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휴식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역시 치매 노인 관리에서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시
설 입소를 통한 장기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81,399명인데 반해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1년 기준 545,025명, 그 중 치
매 노인은 205,630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더욱더 많은 노인 인구가 재가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 수발자
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족 수발자는 치매 질병의 특성상 치매 노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으며 본인의 일과 대부분을 치매 노인을 위해 할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정신질환의 발병입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우울
증과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노인 학대, 간병살인, 동반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매 노
인을 돌보는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Colling (2004)은 치매 노인 수발자들이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부정적 건강 상태 및 낮은 생활 만족 등을 보인
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가족 수발자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경험하며 건강상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 치매 노인보다 가족수 발자가 더 빨
리 치명적으로 악화하기도 하므로 가족 수발자들을 숨겨진 환자라 칭하기도 한다(Logsdon, McCurry, Moore, & Teri, 1997)고 했습니다. 또한, 간병인의 
근로 의지가 상실되기도 하는데,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맞벌이 가족 중 한쪽이 근로 포기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응답한 직
장인의 78%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장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한국 뉴스, 2012. 
9. 21) 
 이렇듯 ‘숨겨진 환자’,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제2의 희생자’인 가족 수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가장 큰 원인은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기본간호학회지의 ‘치매 노인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휴식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전통적인 규범이자 사회적 기대이기 때문에 시설보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
발을 많은 가족이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수발인을 고용하거나 병원 혹은 시설에서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전체의 10%에 그칩니다. 
 그리고 가족 수발자는 마땅하게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간병인의 일상 자체가 치매 환자의 간병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와 같
은 정신질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논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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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인지치료기반 행복증진프로그램이 치매노인 가족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우울 및 행복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a Support Burden, Depression,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for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Dementia Patients: Mindful Cognition Therapy - Elderly Dementia 
Family Caregivers;Mindful Cognition Therapy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Support Burden;Depression;Happines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97364

[논문에서 참고된 자료]

치매노인 가족 지지프로그 램을 통해 수발자들의 역량강화와 부양부담감 경감 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소윤, 정성희, 2019)

치매노인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가족 정서대처강화 프로그램(임동영, 2017)

치매가족 수발자들의 가족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석혜경, 최정숙, 2015)

→ 위 세가지 논문은 치매노인 가족수발자가 만성적으로 겪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 움을 돕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가족 수발자의 45%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서울신문, 2018.09.05.)

기능 설명
치매노인 가족 간병인들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브런치, 블로그, 언론자료 등 공신력 있는 정보성 글을 크롤링 하여 제공하는 정보게시판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개인이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정보공유게시판 (공신력 필요하지 않은 내용)

→ 추천을 10개 이상 받으면 정보게시판으로 이동

지도를 활용하여 환자가 있는 요양원을 클릭, 같은 요양원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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