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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epression is common in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PD). Frequent and severe neuropsychiatric 
symptoms lead to high levels of distress and caregiving burden among caregiv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
ine the effects of disease and the psychological management program (Patient Education for People with Parkin-
son's Disease, PEPP) on depression, self-efficacy, and caregiving burden among caregivers. Methods: The study 
included 36 caregiver of PD patients. Patients were assessed using the Hoehn and Yahr scale and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aregivers were evaluated using the Caregiving Burden Inventory,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Self-Efficacy Scale, and were randomly assigned into either an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nd 
time with regard to caregiving burde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service method revealed sig-
nificant differences in caregiving burden and self-efficacy. Conclusio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arly identi-
fication of caregivers who experience depression and have low self-efficacy in order to decrease caregiving burden. 
It is also important that caregivers are provided with adequate support and disease management by health pro-
fessionals and mental health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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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파킨슨병 진료 환자는 2010년 6만 1천 565명에서 

2014년 8만 5천 888명으로 2만 4천 323명 증가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95.7%를 차지하였

다[1]. 고령사회로 전환시점에 있는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

의 증가는 부양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원책이 시급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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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운동성 및 비운동성 증상의 복합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높은 진행률과 퇴행성질환 환자를 적절히 돌보는데 필요한 자

원 때문이다. 병의 진행이나 예후가 다양해서 필요한 부양의 

정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양자들은 많은 책임감에 직

면하게 되며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해지므로 환자에 대한 파킨

슨병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양자에 대한 영

향도 중요하다[2]. 부양자는 대개 가족구성원이며 병의 진행

에 따라 환자를 부양하는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

다.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부양은 대부분 가족이나 배우자같

은 비전문 부양자에 의해서 제공되며 부양자들은 사회적 고

립, 실직, 감정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3,4].

파킨슨병에서 부양자 역할은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지지 

및 개인 부양을 포함한다. 부양자들은 평균 12~13가지 매일 해

야 하는 일들이 있으며[5,6] 25% 이상이 부양에 주 70시간 이상

을 보내고[7], 25% 이상이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여 30% 이

상이 악화되는 재정 상황을 보고하였다[5]. 또한, 파킨슨병 환

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된 낙인을 경험하지만 훨씬 높은 사회적 고립감을 가지게 되어 

부양자는 높은 수준의 환자 의존성까지 경험하였다[8,9]. 그에 

따라 대부분 부양자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집을 떠날 수 없다

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며 파킨슨병 환자를 혼자 집에 둔 채 

나오거나 다른 부양자에게 맡기고 나왔을 때는 죄책감 등을 

표현하였다[10].

부양의 주요 문제는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가 의료, 사회복

지 전문가와 부양의 양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 부양의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

끼는 것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존중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

다[7]. 더불어, 부양자들은 파킨슨병 중재에 대한 더 많은 정보

[10], 의료 서비스에서 더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9,10].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우울은 부양부담, 부양자의 심리

사회 적응과 건강 관련 삶의 질[3]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양

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

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파킨슨병 환자 부양부담은 환

자의 장애, 파킨슨병의 심각성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병의 진행이나 예후가 다양해서 필요한 부양 정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의 부양자가 받는 중압

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2]. 치매부양자 연구에서도 부양 

스트레스 반응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고 자기효능감이 부양 스트레

스가 스트레스 반응, 신체증상 및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여[11] 자기효능감은 파킨슨

병 환자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파킨슨병 환자와 부양자의 우울, 스트레스 및 질병을 다

루는 것을 목표로 90분씩 8회기로 구성된 ‘Edupark’의 교육 

프로그램은(Patient Education for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PEPP)은 7개 유럽국가로부터 온 신경학자와 심리학

자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의 컨소시엄으로 개

발되었다[12,13]. 이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이론을 근거로 의

학적 치료와 더불어 파킨슨병 환자와 주부양자 그룹으로 분리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치며 그들을 지지할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목표는 환자와 부양자들이 파킨슨병

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인지와 행동을 적응시키도록 돕는 것

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 증세의 예방과 처리, 불안 혹은 부

양자 부담, 의사소통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지

지의 중요성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었

다. 이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부양자에게 질병의 대처와 심리

사회 문제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14].

파킨슨병에 대한 부양자의 교육과 정보제공이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지지와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여전

히 미비하였다. 하지만 의료전문가에 의한 지지와 교육은 자

기효능감을 높이고 부양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되며 부양자가 

부양 역할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파

킨슨병 부양부담을 줄이는 교육계획이나 중재의 결과를 평가

하기 위하여 잘 설계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노인 수명의 증가로 인한 세계적인 만성 질환 환자의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의 증가는 부양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재교육의 필요성을 대두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파킨슨병 환자의 가족부양자를 위한 질병 

및 심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부양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및 부양부담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를 위한 질병 및 심리중재 

프로그램이 부양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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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부양자를 위한 질

병 및 심리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질병 및 심리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우울, 자기효능감 

및 부양부담 효과의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질병 및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우울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질병 및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자기효능감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질병 및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의 부양부담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파킨슨병 부양자의 질환 및 심리적 중재 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의 비동등 대조

군 전 ․ 후 설계 방법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 지역에 거주하며 특발성 파킨슨병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진단을 받고 D대학병

원 신경과 외래에 등록된 40세 이상이며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

은 지 3개월 이상 경과되고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24점 이상의 의사소통 및 지남력이 있어 대화가 가

능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므로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파킨

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Hoehn & Yahr Scale로 평가된 질병단계 0에서 3단계(중

증의 불능상태를 나타내는 4단계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도

움 없이 침상에만 있는 5단계 제외함)[15]에 속하며 주치의의 

추천을 받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외래를 

방문한 주부양자를 임의표집 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은 부양자는 제외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부양자는 환자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동거하지 않고 환자를 돌

보고 있는 자녀로 정의하였다.

선정기준에 합당한 대상자 가운데 부양자의 동의를 얻은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 총4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Faul, Erdfelder, Lang과 

Buchner[16]에 의해 개발된 G*Power 3.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두 집단 세 시점의 반복측정분산 분석법에 의해 효과 크기 

.35, 유의수준 .05, 검정력 .75로 하여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로 16명이 필요하였고 20%

의 탈락률을 예상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무작위로 23명 

배정하였으나 8회기 교육 참여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본인 

의사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 및 2015년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몇 명의 대상자가 집단 모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

써 연구에 중도 탈락하게 되어 최종 실험군 16명, 대조군 20명

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연구참여 의사를 위해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외래방문 시 동의하에 사전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연구진행 2주전부터 대상자의 집 

또는 핸드폰으로 연구보조원이 전화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격

려하였다. 프로그램 끝난 직후 사후 1(프로그램 끝난 직후) 설

문조사와 사후 2(프로그램이 끝난 후 4주) 설문조사도 교육기

관에 참여하여 직접 이루어졌고 불참자는 전화를 통하여 실시

되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수집되었고, 설

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하였으며 시력저하나 진전으로 인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읽어주고 대상자가 대

답하는 대로 표기하는 면접 타계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반복측정으로 인한 대상자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

전, 사후 와 사후 4주 설문조사 시점에는 대상자의 집이나 핸

드폰 번호를 확보하여 참석을 격려하였고 설문조사마다 간식

제공 및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Beck [17]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의 

한국판 개발을 위해 Lee [18]의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DI는 4점 척도로 정서적, 동기적, 인지적, 생리적 증

후군 등 21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는 0점에서 63점까지 나타난다. BDI의 절단점(cut-off 

score)은 사용자마다 다양한데 Beck [17]의 경우 정신과 환

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우울의 절단점은 0~9점 

우울하지 않는 상태, 10~15점 경한 우울, 16~23점 중등도 우

울, 24~63점은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한다. Beck [17]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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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ronbach's ⍺는 .85, Lee [18] 번역 당시 Cronbach's ⍺
는 .98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자신감에 대한 믿음으로서 Sherer 등[19]의 일반적 자기효능

감을 Kim [20]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14문항으로 문

항별로 10점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

에서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Sherer 등[18]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6, Kim [20]의 

번안도구 Cronbach’s ⍺는 .92, 본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는 .95였다.

3) 부양부담

본 연구에서 부양부담은 부양자의 건강, 사회생활이나 경

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21]. Novak과 Gues 

[22]의 Caregiver Burden Inventory (CBI)의 도구로 부양으

로 인한 시간의존, 발달적,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 5가

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5문항 리커트 5점 척도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도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 신뢰

도 Cronbach's ⍺는 .97이었다.

4. 자료수집

1) 예비조사

본 연구 예비조사를 위해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4년 5

월 초 외래를 방문한 10명의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 조사 결과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고 진술하거나 잘못 판단한 문맥은 간화학과 교수 1인과 주치

의의 자문을 구하여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2) 본 조사

자료수집은 파킨슨병 센터의 외래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추천을 받고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자를 2015

년 3월 초부터 4월 말초까지 임의표집 하였다. 최근 6개월 이

내 실시하여 차트에 기록된 파킨슨병 진행단계(Hoehn & 

Yahr stage) 0에서 3에 해당하며[15] 인지기능(MMSE) 24점 

이상의 환자 부양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은 매뉴얼에 따라 질병 및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을 8

주 동안 주1회 1시간 20분 교육과 자조모임 30~40분을 진행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8주 동안 관찰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 D대학병원 기관의 윤리심의 위원회(IRB 

No. 15-068)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주치의 추

천을 받고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연구참여 의사를 위해 참

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를 통한 위험이나 혜택에 대

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상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연구이외

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기 은 철저하게 보장될 

것을 약속하였다. 대조군은 프로그램 종료 후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타 연구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일차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6. 질병 및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 

파킨슨병 환자와 부양자는 파킨슨병 환자 교육 프로그램

(Patient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EPP) 프로토콜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며 파킨슨

병 환자 교육 프로그램(PEPP)은 7개 유럽국가로부터 온 다양

한 학문분야 전문가들의 컨소시엄으로 개발되었다[12,13]. 파

킨슨병 환자 부양자 교육 교재에서 ‘사회적 지지’ 부분을 빼고 

‘영양과 식이’로 대치한 이유는 부양자 및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2014년에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매뉴얼로 만든 후 문화적 차이 고려, 프로그램의 구성 타당도 

및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 상담심

리학 교수 1인, 신경과 주치의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 정보, 자가 모니터링, 건강 증진, 

스트레스 중재, 우울과 불안 중재, 영양과 식이, 사교능력 및 

평가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 교육 내용 구조는 (1) 

과제 논의, (2) 능동적 정보(특정 회기의 주제와 자기관리 전략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의 경

험에 대해 물어보며 부양자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3) 연습(회기 동안의 실제적 과제), (4) 다음 회기를 위

한 과제, (5) 에피타이저(참가자들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다음 

회기 주제 미리보기) 등이다.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주제별 8~9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였다.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 그림, 과제

작성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고 

각 분야의 전문 강사(의료, 간호, 상담, 영양, 운동 등)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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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ified EduPark Consortium Patient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EPP) 

Week Session Main focus

1 Information ․ Need to seek information about PD/how to search for information/ deal with possible 
difficulties

․ How to seek information /ask questions to health care provider/help them prepare a list of 
question

2 Self-monitoring ․ Self-monitoring-definition, exploration, importance and guidelines (learn self-monitoring 
techniques)

․ Body awareness-experiences, thoughts and emotions
․ Complete self-monitoring diary, level of energy, stressors, mood etc.

3 Pleasant activities ․ Explore pleasant objects. Perform a new pleasant activity daily.

4 Stress
management

․ Role of thought in stressful situations or coping skills (relaxation)
․ Learning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or relaxation techniques

5 Management
anxiety & 
depression 

․ Manage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definitions, differences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nature, cause, and treatment and practical ways 
to deal with anxiety and sadness

․ Positive thoughts or activities to maintain/ increase feeling of wellbeing

6 Nutrition & diet ․ The reason why patient with Parkinson's disease must manage their body weight
․ Medication treatment and diet
․ With dysphasia, how to have a diet 
․ Balanced diet 

7 Social competence ․ Examine ways to communicate, social competence, unhelpful and helpful thoughts.
․ Explore script conversations illustrating PD-related problems in communications and discuss 

solutions and role-play socially acceptable behavior.

8 Evaluation ․ Review and summarize main topics of all previous sessions.
․ Participants discuss which information, skills and exercises were most important for them 

and compare their expectations and achievements.

PD=Parkinson's disease.

하여 주1회, 1시간 20분에 걸친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 담당 

상담원은 4주에 걸쳐 주 1회 4시간씩 간호학과 교수와 신경과 

주치의로부터 교육을 받고 8회 실시하는 세션에 참여한 간호

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후 부양자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담당 상담원은 배운 내용의 복습, 과제 설명과 부양 관련 지식

을 30~40분정도 나누었다. 주중에는 담당 상담원이 전화로 필

요한 간호지식과 대화로 곤란한 자신 문제의 개별적 상담 및 

지지를 제공하여 집단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

다. 또한, 과제 확인, 다음 주제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을 실시하

였고 자가 모니터링, 운동과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여부를 자

가 실천 점검표에 체크하게 하고 이를 매 회기에 확인하였다. 

환자의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은 신경과 주치의의 화

답을 구한 후 답을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문가

는 노인 간호 및 복지학 전공 간호대학 교수 1명, 노인전문간

호사 1명, 간호사 2명, 음악치료사 1명으로 구성된 총 6명이었

다. 8주차 종료 시에는 수료식을 통해 집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참석한 부양자를 격려하

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하여 차후 참여와 가족 간의 상호지지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조집단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매

뉴얼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7.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분산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은 x2 test 혹은 Fisher's exact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전화를 사용한 질병중재 집단과 중재를 하지 않은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In-

dependent sample t-test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성 검증(Mauchly's test of sphericity)

으로 복합대칭의 가정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반복측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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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N=36)

Variables Categories
Cont. (n=20) Exp. (n=16) x2 or

 Fisher's exac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3 (65.0)
 7 (35.0)

 8 (50.0)
 8 (50.0)

0.82 .364

Caregivers' age (year) 67.30±12.86 69.06±11.68 -3.84 .320

Patients' age (year) 66.95±8.38 70.11±7.96 -1.19 .242

Age of disease onset in patients (year) 60.40±8.80 62.00±9.37 -0.54 .591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 (5.0)
 3 (15.0)
 4 (20.0)
 6 (30.0)
 6 (30.0)

1 (6.3)
 3 (18.7)
 3 (18.7)
 7 (43.8)
 2 (12.5)

2.13 .816

Relation to patient Spouse
Offspring
Relatives
 Others

14 (70.0)
 5 (25.0)
0 (0.0)
1 (5.0)

13 (81.2)
1 (6.3)
1 (6.3)
1 (6.2)

3.31 .300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99
100~199
≥200

 8 (40.0)
 6 (30.0)
 6 (30.0)

11 (68.8)
 2 (12.4)
 3 (18.8)

14.10 .201

Type of living
(together with family)

Yes
No

17 (85.0)
 3 (15.0)

13 (81.3)
 3 (18.7)

0.09 1.000

Duration of patients' illness 
(year)

1~＜3
3~＜5
5~＜7
7~＜9
≥9

 2 (10.0)
 8 (40.0)
 3 (15.0)
 2 (10.0)
 5 (25.0)

 3 (18.8)
 6 (37.4)
1 (6.3)

 2 (12.5)
 4 (25.0)

2.16 .785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산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질병 및 심리적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실험군은 여성 50.0%, 남

성 50.0%이며 대조군은 여성 65.9%, 남성 35.0%로 구성되었

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69.1세,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61.3세

였다. 부양자의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실험군 68.8%, 대조

군은 52.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환자 유병기간

은 9년 이상이 실험군 38.9% 3~5년 미만이 대조군 40.0%로 가

장 높았고 발병연령도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62세, 60세였다. 

부양자의 환자와 관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배우자인 경우

가 각각 81.3%, 70.0%로 가장 높았다. 두 그룹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05) 실험군

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요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두 군의 사전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

시결과, 실험처치 전에 두 집단은 우울(p=.804), 자기효능감

(p=.946) 및 부양부담(p=.645)에 대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3. 가설검증 

1) 가설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 실험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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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두 집단 간의 우울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시행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우울양상

에 관하여 그룹(p=.769) 간, 시점(p=.454)과 집단의 교호작용

(p=.147)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조군은 사전 9.05점, 8주후 8.10점, 사후 1 9.25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866), 실험군도 사전 9.75점, 

사후 2 12.94점, 4주후 9.4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563). 이 결과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그룹에 대

해 유의하지 않음(p=.789)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시

점별로 살펴보면 사후 1에서는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741), 사후 2에서도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957). 이 결과는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집단에 대해 유의하

지 않음(p=.454)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2) 가설 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 실험군과 대

조군 두 집단 간의 자기효능감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시행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

능감에 대해서 집단(p=.603)과 시점(p=.413)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시점과 집단의 교호작용(p=.037)은 유의

한 차이를 보여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3개 집단에서 2개

씩 비교의 수는 3이므로 t-test 의 p값에 3을 곱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조군

에서는 사전 78.57점, 사후 1 77.56점, 사후 2 88.72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군에서도 사전 81.47점, 

사후 1 95.37점, 사후 2 91.6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 결과는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그룹에 대해 유

의하지 않음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시점별로 살펴보

면 사후 1에서는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후 2에서도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반복측정분산분석

에서 시점에 대해 유의하지 않음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가설 2는 시점과 집단의 교호작용에 차이를 보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3) 가설 3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 실험군과 대조

군 두 집단 간의 부양부담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시행 결과 집단, 시점과 집단의 교호작용

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점과 집단의 교호작용을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험군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부양부담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은 부양부

담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조군에서는 사전 55.96점, 사후 1 

56.61점, 사후 2 62.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실험군에서도 사전 58.63점, 사후 1 45.42점, 사후 2 42.77점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반복측정분

산분석에서 그룹에 대해 유의함)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시점별로 살펴보면 사후 1에서는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사후 2에서도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시점에 대해 유의하지 않음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가설 3은 집단 간 및 시점과 집단의 교호

작용에 차이를 보여 가설이 지지되었다(Table 3).

논 의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들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함에 따라 부양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만성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불예측성을 보이기 때문에 부양자의 면역 체계와 심리사회적 

기능을 악화시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2] 부양자 

신체, 정신 및 감정적 건강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부양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부양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및 부양부담의 효과를 평가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에 대해서 시

점, 그룹 간, 시점과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 환자 프로그램(PEPP) 개발 

후 유럽 7개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서 부양자 평균연령 

62.2세이며 88%가 배우자로 구성되었고 교육 실시 전 환자는 

경증 우울, 부양자는 우울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교육 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4]. Simons 등[12]의 영국인 

환자 부양자로부터 수집된 자료 평가 결과 심리사회적 문제와 

우울에서 어떤 호전도 보이지 않았고 기분상의 개선만이 발견

되었다. 그러나 Macht 등[23]의 연구는 유럽 7개국 국가의 

151명 파킨슨병 환자 대상에게 PEPP 8회기 교육 사전과 사후 

에 기분뿐만 아니라 이해도와 실현가능성을 함께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프로그램 이해도 및 운영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환자 기분 상승과 질환 관련 심리적 문제가 감소

되었으며 문화 간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것은 심리사회적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표본 크기가 각각 부양자 14명과 15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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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eated Measure ANOVA of Depression, Self Efficacy, and Caregiver Burden between the Two Groups (N=36)

Variables Groups
Pre Post 1 Post 2 p for time differences

F (p) Sources F (p)
M±SD M±SD M±SD Pre/ Post 1 Post 1/ Post 2

Depression Cont. (n=20) 9.05±5.84 8.10±7.56 9.25±8.13 0.447 .022 0.14
(.866)

Group 0.07
(.769)

Exp. (n=16) 9.75±9.83 12.94±11.42 9.44±9.08 0.58
(.563)

Time 0.81
(.454)

p for group
differences

0.804 0.741 0.957 Time*
Group

1.99
(.147)

Self
efficacy

Cont. (n=20) 78.57±39.21 77.56±21.88 88.72±21.88 1.65
(.200)

Group 0.27
(.603)

Exp. (n=16) 81.47±20.41 95.37±21.33 91.68±21.34 1.70
(.192)

Time 0.89
(.413)

p for group
differences

0.946 .060 0.208 Time*
Group

3.45
 (.037)*

Caregiver
burden

Cont (n=20) 55.96±18.88 56.61±17.89 62.22±18.89 1.08
(.346)

Group 5.17
(.028)

Exp. (n=16) 58.63±13.22 45.42±15.80 42.77±11.37 .006 .001 4.96
(.011)

Time 2.39
(.104)

p for group
differences

0.645 .039 .001 Time*
Group

7.51
  (.002)**

Pre=Pre-test; Post 1=Post-test 1; Post 2=Post-test 2;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 Bonferroni test: p＞.05; ** Bonferroni test: 
p＜.05.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평균 연령은 68세, 환

자 평균 연령 68세이며 부양자는 약 75%가 배우자였다. 환자

의 평균 우울 점수는 약 17점으로 중등도 우울이고 부양자의 

평균 우울 점수는 약 9점으로 우울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결과 환자의 우울은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 삶의 

질, 신체 건강 및 부양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3,24,25] 

부양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

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진행단계 3 이하, 인지기능 정상으로 

외래를 다니고 있을 만큼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탈락자가 많아서 적은 수의 대상자만으

로는 우울 증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Winter와 Gitlin [26]의 연구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여성

부양자에게 전화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부담감, 우울, 보람 중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전화

와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경청, 

격려, 자신을 돌아봄, 자아표현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특별

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증가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

다. 집단교육에 참여한 부양자는 개별 프로그램 참여자들보다 

지역사회 주민, 친구 등 비공식적인 지지망(informal support 

network)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각자 경험

을 비교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고, 타 참여자들의 부양경험

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중재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중재 모델을 사용한다면 의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필요한 간호지식과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곤란한 경우 주중에 간호사 출신 

전문 상담원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적 상담 및 지지를 제공

하여 집단 프로그램에서 충족되지 못한 역할을 부분적으로 보

충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화 상담에 만족하였고 환자 때

문에 사회활동의 제한을 받은 경우 환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하였지만 연구 제한점으로 인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부양자들의 우울증상이 

호전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

물요법을 받고 있을 수 있었고, 우울 증상으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우울을 가진 부양자 

집단 구성의 한계점 때문에 정확한 교육 효과의 평가가 어려

웠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를 부양하는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

스 해소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이므로 지속적인 교육

과 비 약물요법의 심리적 치료 적용 등 노력이 요구된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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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집단과 시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시점과 

집단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 [27]는 만성질

환자가 일상생활과 자가 간호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양자도 마찬가지로 역동

성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데 간호기술 및 심리적 문

제를 다루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rodaty, Green와 Koschera [28]의 메타분석에서 분석된 

한 연구는 치매노인 가족부양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집단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또 다른 집단에는 지지/심리치

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두 집

단은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심리치료 효과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보다 더 컸다고 보고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

다. A'campo 등[14,23]은 부양자들이 PEPP 프로그램을 마친 

후 환자 질병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고통이 감소되었다

고 하였다. PEPP 프로그램이 우울과 불안 증세의 예방과 처리 

부양부담, 의사소통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능력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므로 질병에 대한 대처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서 효과적이었음을 보인 것[14,23]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교육은 각 회기마다 질병 및 심리사회 문제 교육 후 저자

에 의하여 20~30분 정도 부양자 모임을 제공하면서 질병에 관

한 새로운 정보를 나누었고 부양자들의 심리적 문제도 나누는 

기회를 통해 대리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지자원의 역할을 하

였다. 남성 부양자인 경우, 부양과 가사를 동시에 맡아야 하며, 

자신의 부양문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부양자의 자조모임을 적

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자조모

임이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면 부양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전달하고 집단차원에

서도 모임의 역동성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양기술 훈련과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기술이 장기요

양케어가 필요한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

한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

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부양

자와 환자 평균 연령은 거의 같았고 대부분 배우자인 점을 고

려한다면 부양자 스스로가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신

체, 정신 및 심리적 중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질환에 

관한 지식, 우울 및 불안 관리, 영양, 운동 등 문제대처능력 강

화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가 함께 이루어지

는 다학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집단 및 시점과 집

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Park, Park과 Kim [29]의 복합적 심리치료 교육이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과 문제대처 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프로그램 내용도 복합적 접근으로 본 연

구 다학제 접근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족이 경험하

는 부양부담, 우울의 정도 및 대처유형이 다양하므로 정보제

공이나 상담 중심의 단일 중재의 적용보다는 신체적, 심리 ․ 정
서적,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중재를 활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30].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본 연

구 부양부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질병 및 심리적 중재를 위한 정보를 획득함

으로써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을 통하여 

부양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문제나 부담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지지 자원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다학제 분야 전

문가를 통한 통합교육은 부양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방법에서 질병과 심리교

육 중심의 집단접근과 부양자의 구체적, 직접적 문제를 다루

는 전화를 통한 개별접근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에게 질병에 대한 지식

을 제공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방법은 집단과 

개별접근을 활용한 다학제 접근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주

어진 상황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수용하

는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법과 스스로의 건강관

리를 위하여 즐거운 활동 및 운동요법, 우울과 불안을 다루는 

심리 중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근육이완요법, 의사소통 관

리 등은 부양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특정 지

역의 파킨슨병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무작위 할당

이 이루어지 못했다는 점과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의 모

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부양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및 부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중재를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부양자를 위한 질병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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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이 부양자 부양부담, 우울 및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부양부담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유용함을 알 수 있었고 실무적

인 측면은 부양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자조모임이 효과적이었다. 연구측면에서 

파킨슨병 운동증상이 심리적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진행되는 

질병 특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로 

지친 부양자에게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자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정책적인 부양자의 지지 자원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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