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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동심리증상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에

게 다루기 가장 어려운 증상으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2]. 가족 돌봄제공자의 고통 증가

는 행동심리증상의 악화와도 관련이 있어[3] 가족의 고통과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의 악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행동심리증상이 호전되면 가족 돌봄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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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통 감소, 치매 환자의 시설입소 감소, 가족과 치매 환자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1,3,4] 행동심리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심리증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접근법은 환자 개개인 별로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를 우

선적으로 적용하여 증상 발생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2,5].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

제공자가 환자 돌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4] 

가족 돌봄제공자가 행동심리증상에 얼마나 능숙하게 잘 처

하는지는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봄제공자 역할을 지속하

게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2]. 따라서 치매 관련 전문 의료인

들은 가족 돌봄제공자가 행동심리증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처하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족 돌봄제공자들에게 행동심리증상 

관리기술에 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행동심리증상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 행동심리증상을 관리하

는 방법 또는 기술,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한 교육

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증이나 부담감, 삶

의 질, 돌봄의 긍정적 측면의 변화로 평가하였으며 교육, 훈련

으로 습득한 내용인 돌봄기술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없었다[4-11]. 몇몇 연구에서는 돌봄 자기효능감[7,11,12], 

처전략[7], 돌봄 역량[12]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을 관리하

기 위해 행동을 관리하고 조직할 수 있다는 능력에 한 개인

의 믿음으로[13] ‘기술’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처전략은 

Nolan 등[14]의 돌봄제공자의 처능력 사정도구(Carers’ 

Assessment of Managing Index, CAMI)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이 도구는 치매와 상관없이 환자를 돌보는 돌봄제

공자를 상으로 전반적인 돌봄에서의 문제해결 전략, 상황

에 한 인식 재구성 전략, 스트레스 증상 관리전략 등의 내

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행동심리증상의 처기술에 해 직

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돌봄 역량은 Pearlin 등[15]의 돌봄제공자의 역량 측정도

구(Caregiver Competence Scale, CCS)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15개 하위척도 중 4문

항짜리 ‘돌봄 역량(carigiving competence)’ 하위척도이다. 

즉 돌봄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지 행동기술을 포함한 역량이라 할 수 없다. 이를 보면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 행동심리증상에 처하는 능력

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행동관리기술(Behavioral Management Skill, BMS) 측정

도구는 Farran 등[16]이 개발한 돌봄제공자의 행동기술 자가

평가 도구(Caregiver Assessment of Behavioral Skill-Self 

Report, CABS-SR)의 하위도구이다. CABS-SR은 돌봄에 

한 일반적 접근기술 하위도구(29문항)와 행동관리기술 하위

도구(17문항)와 기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단일문항(1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BMS는 치매 환자의 기억 변화, 우울증

상, 환각과 편집증, 공격과 초조 등 개인 돌봄에서 발생가능한 

행동심리증상에 초점을 두어 행동심리증상 관리기술을 측정

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가족이 경험해보지 않은 환자 증상에 

한 문항에는 ‘관련 없음’으로 답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

다는 특징이 있는데, 치매 환자마다 보이는 행동심리증상이 

다양하고 개인 내에서도 증상 발현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1], 행동관리기술 측정에 가족이 특정 증상을 경험해보

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이 도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행동심리증상은 치매의 종류나 치

매의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매우 일반적으로 발현되고[1], 많

은 치매 환자에게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만 단독적으로 나타나

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치매가 혼재되어 나타나 치매종류에 상

관없이 행동심리증상 특성 연구, 돌봄 부담감 연구, 치료 및 예

방 중재 연구, 돌봄제공자의 중재연구, 사회적 비용 연구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4,6,8]. 그러므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형 외의 기타 유형의 치매 환자 

가족에게도 이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MS 도구를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 

및 수정하여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와 비알

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Farran 등[16]이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

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치매 환자 행동관리기술 측정도구

인 BMS 도구를 번안 및 수정하여 한국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와 비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에게까지 

도구 적용 적합성을 타진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 도구인 치매 환자 행동관리기술 측정도구를 한

국어판 치매 환자 행동관리기술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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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havioral Management Skill, K-BMS)로 번역 및 수정

한다. 둘째,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

으로 K-BM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셋째, 비알츠하

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도 K-BM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본 연구팀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행동심리증상 

처 역량 측정도구(Competence Scale in Managing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CS-MBPSD) 개

발’을 위해 수집한 460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Farran 등[16]이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치매 환자 

행동관리기술 측정도구인 BMS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알츠하

이머형 및 기타 유형의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

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상은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로 구체적

인 선정기준은 1) S시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

매 환자의 주 가족 돌봄제공자, 2) 행동심리증상 처 경험을 

해본 자, 3)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 1회 이상 치매 환

자의 거주 장소를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 4)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5) 20세 이상 성인이다. 연구참여를 수

락한 S시 21개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집

하였으며, 연구에 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

의한 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팀이 ‘CS-MBPSD 개발’을 위해 수집한 

460명의 자료 중 치매 환자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종류 유무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자료를 제외하고 459명의 자료를 사용하

였다. 이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Alzheimer’s Dementia, 

AD)의 가족 돌봄제공자(이하 AD 그룹)는 258명이고 비알츠

하이머형 치매 환자(Non-Alzheimer’s dementia, Non-AD)

의 가족 돌봄제공자(이하 Non-AD 그룹)는 201명이었다. 요

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200 이상이면 문제없이 보통 이상

인 수준이며, 사례 수  측정변수의 비율은 5~10:1 이상이어

야 한다[17]는 문헌에 따르면 본 연구의 상자 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도구

1) 행동관리기술(Behavioral Management Skill, BMS) 측정

도구

BMS는 Farran 등[16]이 개발한 CABS-SR의 하위 도구

로 17개 문항, 4개 하위척도 ‘Need-Based (욕구기반)’ 6문항, 

‘Behavior Management (행동중재)’ 3문항, ‘Pleasurable 

Activities (즐거운 활동)’ 2문항, ‘Confronting/Criticizing 

(직면/비난)’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욕구기반 하위척도에

는 치매 환자의 기억장애 증상, 공격적인 언어사용, 배회증상, 

우울감 증상과 환자 목욕 시 환자의 욕구를 고려한 의사소통 

기술에 한 문항이 포함되며 행동중재 하위척도에는 기억장

애 증상, 공격적인 언어사용, 환자 목욕 시 상황 전환을 위한 

행동적 중재기술에 한 문항이 포함된다. 즐거운 활동 하위

척도에는 환자의 우울감 증상 시 즐거운 활동을 제공하고 환

자의 목욕을 즐거운 활동으로써 수행하는 기술이 포함되고 직

면/비난 하위척도에는 환자의 초조증상, 기억장애 증상, 무감

동 증상, 우울감 증상, 망상 증상, 공격적 증상에 직면하고 비

난하는 중재기술이 포함된다.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거의 그렇지 않다’는 0점, ‘가끔 그렇다’는 1점, ‘거의 항상 그

렇다’는 2점이다. ‘직면/비난’ 하위척도인 문항 12~17번은 역

코딩 하였다. 문항에서 질문하는 치매 환자의 행동이 응답자

가 겪어보지 못한 경우이면 ‘관련 없다’에 표시하여 3점으로 

코딩하였다. 원 도구 저자는 ‘관련 없다’라고 표시된 문항은 응

답자가 해당 문항과 관련된 행동심리증상을 경험하지 못했거

나 증상에 한 중재방법을 사용해보지 못했거나 중재법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0점

으로 변환하여 총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와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BMS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4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관리기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전체 .75, 하위척

도 별로는 ‘욕구기반’ .75, ‘행동중재’ .79, ‘즐거운 활동’ .76, 

‘직면/비난’ .80이었다. 

2) 돌봄 부담감 측정도구(Zarit Burden Interview, ZBI)

ZBI는 Zarit 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제공자의 부담

감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2문항짜리 도구

로 본 연구에서는 이형석 등[18]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ZBI는 개인적 부담 12문항과 역할 부담 6문항과 두 

하위척도에 속하지 않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

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아주 가끔 그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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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거의 항상 그

렇다’는 4점이다. 한국어판 ZBI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개인적 부담’ .83, ‘역할 부담’ .90, 전체 .93이었다. Feast 등

[19]의 연구에서 돌봄 부담감과 돌봄제공자의 역량은 음의 상

관관계였으며 Campbell 등[20]의 연구에서도 돌봄제공자로

서의 자신감이 낮으면 돌봄 부담감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부담감과 행동관리기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였다. 

3) 시각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VAS는 상자들이 인지된 감각이나 경험 등의 정도나 강

도를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일직선상의 가장 낮은 지

점에서 상자가 표시한 지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산출하

는 도구이다[21]. 이 측정방식은 상자의 반응이나 경험, 인

식과 같은 주관적 현상을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고되었다[22].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치매 노인 행동심리증상 처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해 VAS 양극단에 0점 ‘매우 부족함’에서 

10점 ‘매우 풍부함’을 표시하여 연구 상자들에게 자가평가

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4) 단일 항목척도(Single General Item, SGI)

SGI는 CS-MBPSD에서 치매 행동심리증상 처 역량을 포

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단일 문항이다[23]. ‘나는 치매 어르

신의 행동심리증상을 이해하고 잘 처할 수 있다’라는 문항

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아주 약간 그렇다’는 2점, ‘어느 

정도 그렇다’는 3점, ‘ 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측정한다. 

4. 도구 번역

원 도구 개발자인 Farran [16]의 승인을 받은 후 도구 번역

을 시행하였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미국 박사학위를 

소지한 간호학 교수가 원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미국 학 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이를 영어로 역번역 하였다. 3명의 간호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치매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가 원 도

구와 역번역한 도구의 어의동등성을 ‘두 개의 버전이 정확하

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3점, ‘두 개의 버전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2점, ‘두 개의 버전이 다른 의미를 가지

고 있다’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3명의 평가 담당자의 어의동

등성 평가 점수 평균은 각각 2.29, 2.94, 2.94점이었으며 영어

를 직역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되도록 총 6문

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무슨 요일인지 반복

적으로 잊을 때’는 ‘치매 노인이 날짜나 요일을 반복적으로 잊

을 때’로 수정하였고 ‘치매 노인을 욕실로 데리고 가려 할 때 그

/그녀가 내게 주먹을 휘두른다면’은 ‘치매 노인을 욕실로 데리

고 가려 할 때 그/그녀가 나를 때린다면’으로 수정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본 연구팀이 ‘CS-MBPSD 개발’을 위해 수집한 

460명의 자료를 이차분석 한 것으로 해당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이었다. 본 연구팀은 S시 

25개 중 21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의 기관장에게 연구참여에 

한 승낙과 협조를 구한 후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료수집

을 진행하였다. 치매안심센터에 연구참여 공고문을 게시하였

으며, 본 연구팀은 공고문을 통해 연락한 연구 상자 중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 상

자와 직접 면할 일정을 정하였다. 본 연구팀은 약속된 일정

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강당이나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의 장

소에서 연구 상자와 직접 만나 상자에게 다시 한번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료수집

을 하였다. 

6. 자료분석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한 K-BM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 SPSS/WIN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과 R (R Core Team, Vienna, Austria)의 ‘lavaan’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t-test, chi-square로 AD 

그룹과 Non-AD 그룹의 차이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측치는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과 집단비교법

을 시행하였으며 요인분석은 다음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AD 그룹 자료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였고, 두 번

째 단계는 Non-AD 그룹 자료로 CFA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AD 그룹 자료로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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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항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 값이 

.30보다 낮으면 삭제하였다[24]. Kaiser Meyer Olkin (KMO)

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

을 확인한 후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과 직교회전(varimax)을 이용하여 EFA를 실시하였다. 고유

값(eigen value)은 1.0 이상, 공통성(communality)은 .20 이

상,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40 이상을 기준으로 적절한 

요인을 추출하였다[17,24]. CFA는 최 우도법을 이용하여 시

행하였으며 모델 적합도지수를 확인하였다[17]. 모델 적합도

지수 기준은 Goodness of fit index (GFI) (≥.9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10), Tucker 

lewis index (TLI) (≥.90), Comparative fit index (CFI)

(≥.90),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SRMR) 

(≤.10), x2/degrees of freedom (df) (≤3.0)를 사용하였다

[21,25]. 수렴타당도 평가를 위해 하위도구의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 (≥.70),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Estimate, AVE) (≥.50)을 계산하였고, 

판별타당도 평가를 위해 상관계수와 AVE 값을 비교하였다

(AVE >상관계수2)[17]. 두 번째 단계로 Non-AD 그룹 자료

를 이용하여 CFA를 시행하였으며 분석방법과 추출지수와 기

준은 AD 그룹 자료분석과 동일하게 하였다.

집단비교법(Known-groups method)을 활용한 구성타당

도 검정을 위해 AD 그룹 자료를 행동심리증상 처능력이 좋

은 그룹(VAS >5)과 그렇지 않은 그룹(VAS ≤5)으로 나눠 두 

그룹의 K-BMS 점수를 독립표본 t-test로 차이검정을 하였다. 

또한 Non-AD 그룹 자료에도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도구의 동시타당도 검정을 위해 각 그룹의 자료와 VAS 및 

SGI, ZBI와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 값

을 산출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CS- 

MBPSD 개발’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차분석 하기 위

해 IRB 심의면제를 받아 진행하였다(KUIRB-2022-0235-01). 

‘CS-MBPSD 개발’ 연구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해 설명하고 연구 상자가 연구참여 내용에 해 충분히 이해

하였는지 확인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에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상자에게 자료 보

관방법, 개인정보 보호방법, 연구 도중 참여 중단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자에게 소

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D 그룹의 연구 상자는 남자 55명(21.3%), 여자 203명

(78.7%), 평균연령은 69.5±11.76세였다. 치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62.8%,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8.0%로 가장 

많았다. 치매 환자 돌봄기간은 평균 54.16±40.72개월이고, 하

루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 11.34±5.47시간이었다. 

치매에 해 가족 돌봄제공자 스스로가 인지한 지식수준 상태

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가

지고 있는 가족 돌봄제공자는 221명(85.7%)이었다. AD 그룹 

연구 상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 성별은 남자 134명(51.9%), 

여자 124명(48.1%)이며, 평균연령은 81.0±8.11세였다. 치매 환

자가 치매를 진단받은 기간은 평균 57.57±42.08개월이고 치

매 진행단계는 중기가 143명(55.4%), 일상생활활동수준은 ‘어

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가 125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Non-AD 그룹은 남자 43명(21.4%), 여자 158명(78.6%), 평

균연령은 70.2±10.28세였다. 치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69.1%,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6.8%로 가장 많았다. 치

매 환자 돌봄기간은 평균 55.26±40.01개월이고, 하루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 11.21±5.52시간이었다. 치매에 

해 가족 돌봄제공자 스스로가 인지한 지식수준 상태는 ‘어

느 정도 알고 있다’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족 돌봄제공자는 166명(83.0%)이었다. Non-AD 그룹 

연구 상자가 돌보는 치매 환자 성별은 남자 125명(62.2%), 여

자 76명(37.8%)이며, 평균연령은 80.2±6.88세였다. 치매 환자

가 치매 진단받은 기간은 평균 61.02±46.32개월이고 치매 진행

단계는 중기가 110명(54.7%), 일상생활활동수준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가 8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두 그룹의 일반적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 결과, 연구 상자

가 돌보는 치매 환자의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p>.05)(Table 1). 

2. 타당도 검정

1) AD 그룹 자료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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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그룹 자료의 문항분석 결과 문항 12, 13, 14, 15, 16, 17

번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가 .30 이하로(각 -.09, .20, .09, 

.06, .29, .24) 이 6개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11개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는 .37에서 .59였다. 11개 문항의 KMO 

값은 0.8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이 모델은 요인분

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검정되었다(p<.001). 주성분분석

과 직교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설명된 총 분

산은 46.75%였고 요인은 2개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459)

Variables Categories

AD
(N=258)

Non-AD
(N=201)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of FCG Men
Women

 55 (21.3)
203 (78.7)

 43 (21.4)
158 (78.6)

0.00 .984

Age of FCG (year)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69.5±11.76
2

 70.2±10.28
2

0.66 .508

Relationship to PWD Spouse
Son
Daughter
Daughter-in-law
Sibling
Other

162 (62.8)
15 (5.8)

 61 (23.7)
15 (5.8)
 3 (1.1)
 2 (0.8)

139 (69.1)
13 (6.5)

 30 (14.9)
 9 (4.5)
 5 (2.5)
 5 (2.5)

8.76* .113

Education of FCG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Senior high school
≥College

 3 (1.2)
 45 (17.4)
 41 (15.9)
 98 (38.0)
 71 (27.5)

 6 (3.0)
 45 (22.4)
 40 (19.9)
 74 (36.8)
 36 (17.9)

8.87 .064

Duration of caregiving (months)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54.16±40.72
0

 55.26±40.01
1

0.29 .774

Caregiving time per day (hours)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11.34±5.47
2

11.21±5.52
1

-0.25 .801

FCG's perceived knowledge status 
to dementia

Very Poor
Poor
Fair 
Good 
Very good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3 (1.2)
 30 (11.6)
162 (62.8)
 50 (19.4)
13 (5.0)

0

 5 (2.5)
 24 (12.0)
119 (59.5)
 40 (20.0)
12 (6.0)

1

1.64* .815

Working status Working
Not working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221 (85.7)
 37 (14.3)

0

166 (83.0)
 34 (17.0)

1

0.61 .436

Gender of PWD Men
Women

134 (51.9)
124 (48.1)

125 (62.2)
 76 (37.8)

4.83 .028

Age of PWD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81.0±8.11
0 

80.2±6.88
1

-1.02 .306

Diagnosis period of PWD (months) 57.57±42.08 61.02±46.32 -0.83 .407

Stage of dementia of PWD Early 
Middle 
Late 

 76 (29.5)
143 (55.4)
 39 (15.1)

 64 (31.9)
110 (54.7)
 27 (13.4)

0.44 .801

Level of ADL of PWD Autonomous
Needs assistance
Total assistance 
Cases of missing information

 69 (26.7)
125 (48.5)
 64 (24.8)

0

 51 (25.5)
 80 (40.0)
 69 (34.5)

1

5.51 .064

*Fisher's exact test; 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Alzheimer's Dementia; Non-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non-Alzheimer's 
dementia; SD=standard deviation; FCG=Family Caregivers; PWD=People with Dementia;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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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값은 1.0 이상이었으며, 요인적채치는 모두 .47에서 .77사

이, 공통성은 .36에서 .61사이였다. 추출된 2개 요인은 각각 

‘욕구기반 중재 기술(요인 1)’과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기술

(요인 2)’로 명명하였다. 원 도구의 1~11번 문항이 3개 요인으

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K-BMS는 1~11번 문항 중 7개 문항

(문항 1, 2, 3, 4, 5, 7, 8)이 요인1에, 4개 문항(문항 6, 9, 10, 11)

이 요인2에 포함되었다(Table 2).

K-BMS 11개 문항에 하여 AD 그룹 자료로 CFA 분석결

과 모델 적합도는 GFI=.95, RMSEA=.05, TLI=.93, CFI=.95, 

SRMR=.05, x2/df=1.74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 기준을 충족

하였다.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수렴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AVE 값은 .50 미만이었으나 CR값은 .70 이상으로 기준을 충

족하였다. 구성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모두 AVE보다 높아 

판별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Table 3). 두 요인 간 상관

계수는 .56이고 각 요인과 전체 도구의 상관계수는 .93과 .8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2) Non-AD 그룹 자료의 요인분석

Non-AD 그룹 자료로 K-BMS 11개 문항에 하여 CFA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AD 그룹 자료의 CFA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모델 적합도는 GFI=.93, RMSEA=.07, TLI= 

.88, CFI=.91, SRMR=.05, x2/df=1.74로 TLI 외에 모든 지수

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여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VE 값은 .50 미만이었으나 CR값은 .70 이상으로 수렴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with Data from AD (N=258)

Ite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1 F2 Communalities ⍺ if item deleted Cronbach's ⍺
No. 1
No. 2
No. 3
No. 4
No. 5
No. 7
No. 8

.60

.65

.55

.52

.70

.64

.60

.36

.43

.37

.39

.55

.42

.43

.82

.81

.81

.80

.80

.81

.80

.76

No. 6
No. 9
No. 10
No. 11

.77

.74

.47

.74

.61

.61

.41

.56

.81

.80

.80

.81

.71

Total .82

Eigen values 2.88 2.26

Explained variance (%) 26.19 20.56

Cumulative variance (%) 26.19 46.75

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Alzheimer's Dementia; F=Factor.

Table 3.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Model Fit of K-BMS

Variables

SCE Convergent validity Model fit

F1 F2
CR

(≥.70)
AVE

(≥.50)
GFI

(≥.90)
RMSEA
(≤.10)

TLI
(≥.90)

CFI
(≥.90)

SRMR
(≤.10)

x2/df
(≤3.0)

AD F1
F2
Total

1
.56

.56
1

.77

.71
.32
.38

 
 

.95

 
 

.05

 
 

.93

 
 

.95

 
 

.05

 
 

1.74

Non-AD F1
F2
Total

1
.80

.80
1

.76

.70
.32
.36

 
 

.93

 
 

.07

 
 

.88

 
 

.91

 
 

.05

 
 

1.74

K-BMS=Korean version of the behavioral management skill;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estimate;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SCE=Square of Correlation Estimate; 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Alzheimer's 
Dementia; Non-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non-Alzheimer's dementia; F=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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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두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모두 AVE보다 높아 판별타당도 판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Table 3). 두 요인 간 상관계수는 .64이고 각 요인과 전

체 도구의 상관계수는 .94와 .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01).

3) 집단비교법 타당도

AD 그룹 자료와 Non-AD 그룹 자료를 각각 행동심리증상 

처능력이 높은 그룹(VAS>5)과 낮은 그룹(VAS≤5)으로 

나누어 K-BMS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 K-BM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 검정을 위해 VAS, SGI, ZBI와 상관관계 분석

을 하였다. AD 그룹의 경우 K-BMS와 VAS, SGI, ZBI는 각각 

r=.22, .30, .36으로 유의한(p<.001)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

었다, Non-AD 그룹에서는 K-BMS와 VAS, ZBI의 상관관계

는 각각 r=.27, .40으로 유의한(p<.001)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나 SGI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11, p=.128).

3. 신뢰도 검정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측정한 전

체 도구의 Cronbach’s ⍺값은 .82이며 각 문항이 삭제되었을 

때의 Cronbach’s ⍺값은 모두 .82 이하였다. 요인 1과 요인 2

의 Cronbach’s ⍺값은 각각 .76, .71이었다(Table 2).

4. 행동관리기술 수준

AD 그룹의 K-BMS 수준은 요인1 평균 7.93±3.61, 요인 2 

평균 3.99±2.42, 전체 평균 11.92±5.35였고, Non-AD 그룹의 

K-BMS 수준은 요인 1 총점 7.82±3.66, 요인2 총점 4.04±2.43, 

전체 평균 11.86±5.55으로 두 그룹 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였

다(Table 5).

Table 4. Known-Groups Validity of K-BMS

Groups

K-BMS

AD (N=258) Non-AD (N=201)

n (%)   M±SD t (p) n (%)   M±SD t (p)

VAS＞5 
VAS≤5

124 (48.1)
134 (51.9)

13.03±5.61
10.90±4.89

-3.25 (.001)  86 (42.8)
115 (57.2)

13.43±5.70
10.69±5.16

-3.57 (＜.001)

K-BMS=Korean version of the behavioral management skill; 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Alzheimer's Dementia; Non-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non-Alzheimer's dementia; VAS=Visual analog scale.

Table 5. Outcomes of K-BMS (N=459)

K-BMS
AD (n=258) Non-AD (n=201)

Range
Mean SD Mean SD

F1 No. 1
No. 2
No. 3
No. 4
No. 5
No. 7
No. 8

1.47
1.42
1.02
0.92
0.93
1.03
1.15

0.68
0.74
0.95
0.78
0.82
0.80
0.81

1.46
1.31
1.01
0.95
0.91
0.98
1.20

0.70
0.73
0.94
0.78
0.88
0.85
0.81

0~2

F2 No. 6
No. 9
No. 10
No. 11

0.86
0.64
1.26
1.24

0.84
0.86
0.74
0.88

0.92
0.58
1.25
1.30

0.89
0.83
0.79
0.85

F1
F2

7.93
3.99

3.61
2.42

7.82
4.04

3.66
2.43

0~14
0~8

Total 11.92 5.35 11.86 5.55 0~22

K-BMS=Korean version of the behavioral management skill; 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Alzheimer's Dementia; Non-AD=Family 
caregivers of people with non-Alzheimer's dementia; F=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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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한국어로 번안한 BMS 도구를 AD와 Non-AD의 

가족 돌봄제공자에게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모

든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 도구의 적용 가능

성을 확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원 BMS 도구는 총 17문항과 4개 하위척도로 개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검증한 K-BMS는 총 11문항과 2개 하위척도(욕

구기반 중재 기술,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기술)로 구성되어 있

어 원 BMS와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문항분석 

단계에서 삭제된 문항은 12~17번으로 모두 원 BMS 도구의 

‘Confronting/Criticizing (직면/비난)’ 하위척도에 해당하

는 문항이었다. 해당 문항의 내용은 ‘치매 환자가 집중하기 어

려워할 때 조금 더 집중하라고 말하기’, ‘치매 환자가 같은 질

문을 계속한다면 방금 그 질문을 했다고 말하기’, ‘치매 환자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

하기’, ‘치매 환자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면 그렇

게 말하지 말라고 하기’, ‘치매 환자가 도둑망상을 보이면 언

쟁을 벌이기’, ‘치매 환자가 기물을 파괴한다면 억제하기’이다

[16]. 행동심리증상에 올바르게 처하는 방법은 환자의 행동

에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가르치듯이 하기보다는 환자의 감정을 

헤아려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며 새로운 활동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중재를 해야 하지만[2,26] 직면/비난 하위척도

에 해당하는 문항은 환자 감정에 한 이해와 공감 없이 환자 

행동과 태도를 그 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기술이다. 원 BMS 

도구의 총점을 구할 때도 직면/비난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

항은 역코딩하여 총합을 계산한다[16]. 하지만 치매 환자 가

족 돌봄제공자들은 치매 환자 돌봄에 해 배울 때 아이의 행

동에 빗 어 환자의 증상과 반응을 배우면서[26], 자녀를 양

육하듯 치매 환자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고, 반복질문한 것을 

인지시키고, 정신차리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환자 행동을 직

면/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 여겨 직면/비난

의 문항에 표현된 기술을 좋은 관리기술이라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 Moor 등[27]의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가 치

매 환자를 아이처럼 하라는 전문가의 가르침에 따라 치매 

환자를 훈육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문항분

석 단계에서 직면/비난 문항이 낮은 총점-문항 상관관계를 보

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지나치게 아이 하

듯이 낮추어 하면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2] 치매 환자 가족을 교육할 때 치매 환자를 존중해주는 자세

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K-BMS는 AD와 Non-AD 가족 돌봄제공자 두 그룹에서 

수렴타당도 평가 기준인 ‘CR 값 .70 이상’은 충족하였지만 

‘AVE값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

지만 AVE 값의 산출방법이 보수적이어서 CR 값의 기준만 충

족하여도 수렴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28]에 

따라 K-BMS 도구는 수렴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K-BMS는 구성 간 상관이 높아 하위척도 간의 판별타당

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관련된 관찰된 

변수 외에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구성요소가 있다는 것

[29]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K-BMS가 ‘욕구기반 중재 

기술’과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기술’이라는 두 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있으나 이 두 개의 하위척도가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욕구기반 치매행

동 모델(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NDB] model)에서 제시한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치매 환자

의 불충족 욕구로 행동심리증상이 발생하므로 이 욕구를 충족

시켜줌으로써 행동심리증상을 중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30]. 

오히려 판별타당성은 낮지만 수렴타당도를 확보했다는 점이 

두 하위척도로 구성된 K-BMS가 ‘행동관리기술’이라는 하나

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9]. 또한 집단비교법을 이용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정한 결과 

K-BMS 점수가 행동심리증상 처능력이 높은 그룹이 그렇

지 않은 그룹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를 통해 상자 

행동심리증상 처능력에 따른 K-BMS의 변별력이 확인되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K-BMS는 AD 가족 돌봄제공자를 상으로 

46.75%의 설명력을 확보하였다.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은 환자마다, 상황마다 다양하기 때문에[1] 그만큼 행동심리

증상 관리 능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한 가지의 측정도구

만으로 이를 평가할 수 없어서 본 도구가 50% 이하의 설명력

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 도구 비 ‘직면/비난’ 하

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이 삭제되면서 설명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명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

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사회과학계열에서는 60% 이하 설

명력도 만족스럽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17], 11문항으로 구성

된 K-BMS의 46.75% 설명력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사료

된다.

동시타당도 검증에서 K-BMS는 두 그룹에서 VAS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SGI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AD 그

룹에서만 보였다. VAS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고된 측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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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2]이므로 Non-AD 그룹에서 K-BMS와 VAS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동시타당성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추후 다양한 샘플을 이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타

당도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K-BMS

는 VAS나 SGI 뿐만 아니라 부담감을 측정하는 ZBI와도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행동심리증상 관리기술이 

높은 사람은 돌봄 부담감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돌봄 역량이나 자신감이 돌봄 부담감

과 음의 상관관계였던 점[19,20]을 고려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

과였다. Winblad 등[4]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치료에 돌봄제

공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치료계획에 포함해야 하지

만 돌봄제공자가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겪을 수 있

다고 하였기에 행동심리증상 관리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돌

봄제공자가 치매 환자 옆에서 환자돌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돌봄 부

담감도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상

자가 치매 환자의 주 돌봄제공자이고 하루 평균 돌봄시간도 

11시간 이상이므로 돌봄부담감이 높은 상자로 모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 1회 이상 치매 

환자의 거주 장소를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제시하

였기에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연구 상자와 치매 환자의 

거주 장소에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연구 상자 간에 부담감의 

차이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이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차이를 비교분석 하지 못하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원 도구 개발연구에서도 BMS

와 돌봄 부담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16], 부담감과 행동심

리증상 처기술이나 돌봄기술의 연관성을 보는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돌봄부담감과 행동심리증상 

처기술, 돌봄기술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동시타당도 검증에서 K-BMS를 VAS나 단일항

목 척도로 상관관계를 제시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

서 VAS와 SGI로 동시타당도를 검증한 이유는 원 도구가 환자

의 증상 정도와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 환자와의 관계성 

정도, 부담감 등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16], 행

동관리기술과 비슷한 개념을 측정한 도구가 없어 준거로 사용

할 적절한 도구 선정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행동심리증상 처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매 환자 가족

의 행동심리증상 관리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어판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원 도구 BMS

는 AD의 가족 돌봄제공자만을 상으로 개발되었지만 본 연

구에서 Non-AD의 가족 돌봄제공자에게도 측정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D가 치매 종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지만 많은 경우에 치매 종류는 한 가지만 나타나기보다는 여

러 종류가 혼재되기도 하므로[4] 측정도구의 적용 확  측면

에서 본 연구결과가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한국어판 치매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행동관

리기술 측정도구를 제시하였으며, AD뿐만 아니라 Non-AD 

가족 돌봄제공자에게까지 도구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도구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후 관련 연구나 실

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지만, 일부 타

당도가 지지되지 않은 점과 원 도구와 비교하여 한 개의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이 누락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양

한 표본을 이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보다 폭넓게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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