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9년 8월
J Korean Gerontol Nurs Vol. 21 No. 2, 112-124

pISSN 2384-1877 | eISSN 2383-8086
https://doi.org/10.17079/jkgn.2019.21.2.112

서울시와 강원도 치매업무종사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및 효율적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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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car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dementia care workers and 
to analyze contents for effective operation of dementia care centers. The study setting was Seoul and Gangwon-do. 
Methods: One hundred fifty workers in dementia care centers participated: 80 from Seoul and 70 from Gangwon-do. 
Caring competences and job satisfaction were measured using questionnaires of 18 and 22 items, respectively. 
Result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dementia caring competence between the locations (t=2.05, p=.042). 
Workers in Seoul (4.09±0.51) had higher competence than those from Gangwon-do (3.91±0.55). Second, the 
dementia caring competence of the worker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job satisfaction (r=.19, p=.023). 
Finally, based on content analysis, it was expected that a dementia care system supported by the government 
resulted in effective and systematic control, enhanced professional service, and strengthened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better work environments to provide long-term service and 
to establish various strategies to improve car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dementia care workers. In 
addition, operational strategies adapted to local workers where unbalanced health care resources exist should be 
applied continuously in the operation of nation-wide dementia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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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가족은 

다양한 부양부담감을 경험하지만, 그중 돌봄 영역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돌봄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

해 세계적으로 치매관리는 국가 주요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2] 국내에서도 국가주도의 치매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특히, 치매관리 비용은 세계적으로 2030년에 3배 증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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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3] 국내의 비용은 2017년 기

준 약 14조원으로, 이후 1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

었다[4]. 따라서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국내 치매관리 대책은 

시급한 실정이다[2,5].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5

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사

업의 서비스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한계점을 

보여, 2016년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제3차 치매관리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매노

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

환하였으며, 2020년까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6]. 더욱이 현 정부가 치매관리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확충을 목표로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

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시점에

서, 간호직을 비롯한 치매업무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치매사업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아

울러 효율적인 수행에 앞서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치매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국가에서 발표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의 초기 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노

인을 위한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노인 가족지원(카페운영 등)

이다[7]. 따라서 이 지원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의료 및 복지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직은 물론 

사회복지 및 기타 기술직 등 여러 요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

함하여 다양한 직종의 치매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차 치매관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

해 관련 종사자들이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

여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하게 구성된 업무종사자들

의 돌봄 능력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돌봄

의 실시에 앞서 먼저 업무종사자들의 치매 돌봄 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 본 다음[8] 좋은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

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돌봄 능력 인지도란 개인이 치매에 대

해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관리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인

식정도를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9]. 특히 치매노인의 

상태는 다른 기억력저하 환자와 달리 여러 가지 정신 ․ 행동적 

증상을 보이고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10] 이들의 돌

봄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은 우선 자신의 돌봄 능력을 인지한 

후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종사자에서 치매 돌봄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치매업무종사자의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고 본다. 

반면, 치매노인은 인지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흔히 

의존적이 되므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업무종사

자들은 보다 쉽게 소진이 될 수 있다. 이때 높은 직무만족도는 

소진을 감소시키고 직무부담감을 낮추는 중요 요소이다[11]. 

직무만족도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

력이자 직업이 갖는 상대적 위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으

로 갖게 되는 만족감이다[12]. 이러한 직무만족도는 서울시 치

매센터의 보건종사자에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낮아졌음[13]

을 감안할 때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장해 가는 시점에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먼저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에서 돌봄 

능력 인지도가 낮을 경우 돌봄 준비가 부족하여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므로[14] 치매업무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알

아보는 것은 업무 수행 시 그들의 소진에 대한 대처는 물론 치

매노인의 안정적인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15] 중요하

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치매 직무만족도 연구에서 돌봄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단일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8,16]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국내 치매사업이 확

장되어 보건소 중심 치매안심센터의 개설을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직종의 치매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함께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돌봄 능력 인지도가 낮아 

돌봄 준비가 부족할 경우 돌봄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직무만족도가 낮아짐[14]을 개념적 기틀로 하여 돌봄자의 돌

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치매를 

국가사업으로 선정하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진단, 보건 ․ 복지 

자원의 연계 등을 통해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

감하기 위해서 2012년에 중앙치매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시 ․ 도 중심의 광역치매센터 17개와 서울시 치매지

원센터 25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치매 관련 정책을 보

다 광범위하게 다루게 되면서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실천적 측면의 국내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17].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상담 ․ 검진업무 등과 같은 치매 관

련 실천적 서비스를 증가시키고자 2018년 기존의 보건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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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여 총 252개 센터를 운

영할 계획을 세워[7,18] 점진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의 본격적 운영과 실시

에 앞서, 이미 치매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전국 치매안심

센터의 근간이 된 서울시의 일부 치매지원센터와 추후 치매안

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보건소 중 강원도의 치매

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돌봄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고 추후 개설될 치매안심센터 치매 돌봄과 직무만족도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신설되는 보건소 중심

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의 일부 치매지

원센터와 강원도의 치매업무종사자들에게 치매안심센터 운

영을 위한 주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하

여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센터 개소 시 운영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강원도의 치매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치매안

심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가치매책임제에

서 효율적인 치매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를 파악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

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제시한 효율적인 치매안심센

터 운영을 위한 내용을 분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의 일부 치매지원센터와 추후 치매안심센

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치매업무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치매 돌봄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또한 조사한 두 지역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치매

안심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분석한 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치매업무종사자는 공공기관인 보건소에

서 직영 혹은 위탁기관에서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 선정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치매지원센

터에서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강원도는 보건소 소속 

직원 중 현재 치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였고, 비 관

련자는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는 .05, 검정

력 1-β=.80, 중간 효과크기 .50을 고려할 때 two independent 

Pearson correlation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132명으로 한 

그룹에 필요한 인원은 66명이었다. 서울시는 25개구 보건소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8개 보건소 소속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업무종사자 82명, 강원도는 18개 시 ․ 군 보건소 중 연구에 동

의한 8개 보건소의 치매업무종사자 82명으로 총 164명이 참

여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명을 제외한 서울시 80

명, 강원도 70명으로 총 15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대상자

의 근무 직종별로는 간호직 89명, 의료기술직 16명, 사회복지

사 14명, 보건직 10명, 행정직 6명, 기타 및 직종을 표시하길 원

치 않는 사람이 15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현 기관 근무기간, 치매 관련 근무기

간, 근무 직종과 고용상태의 총 7항목으로 Sung과 Kim [13]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2)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 

본 연구에서는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 [8]의 연구에서 Otero 등[19]이 치매의 다차원 돌봄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한국 버전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어 버전으로 이미 치매 관련 연구

에서 사용되었으나 연구에 앞서 본 연구팀이 도구의 내용을 

재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

단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치

매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학 교수 2인과 노인 간호 임상경력이 

17년 이상인 박사과정생 1인과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와 강

원도 보건소에서 치매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직 팀장 각 1

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CVI가 

.80 이하인 ‘치매 환자의 문제들을 아주 잘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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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은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며, 다른 문항에 

있는 치매노인의 행동장애와 인지적 문제(기억력장애, 주의

집중능력 저하 등)와 상통되므로 삭제하는 편이 낫다는 평가

로 인해 삭제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

는 .98로 하위 요인은 치매 돌봄 지식, 태도, 기술 10문항, 보호

자와의 관계 4문항, 업무에서의 상호작용 4문항으로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중

요하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중요하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용타

당도 검증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는 최종적으로 대상자들이 이

해 가능한 문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개 치매

안심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의 치매 관련 담당업무 팀장

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치매업무종사자 5인(간호직 2

인, 보건직 1인, 사회복지사 1인, 작업치료사 1인)에게 이메일

을 통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

간은 30분 이내로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8]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는 

.75~.91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돌봄 지식, 태도, 기술의 Cronbach’s ⍺는 

.93, 보호자와의 관계는 .80, 업무에서의 상호작용은 .86이었

고,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경험에 대하여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로[20] 본 연구에서는 치매업무종사자

의 업무와 경험에 대한 반응 결과가 즐겁고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도구는 Stamps 등[21]이 개발하고, 이를 Han 

[20]과 Park [22]이 번안하여 보건간호사용으로 수정한 도구

를 본 연구팀의 회의와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 도구에서 제시

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된 도구는 총 24문항, 7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것 중에서 유사한 하부 영역인 상호작용 요인과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 요인은 중복되므로 병합하고, 전문적 

위치에 포함된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

는 항목은 ‘다른 무슨 일보다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중요하다’

는 것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업무요구에 포함된 항목으로 

‘간호기록에 소비하는 시간은 적당하며 이것 때문에 환자 간

호시간을 뺏기지는 않는다’는 항목은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업

무요구와는 관련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삭제하였다. 두 개

의 항목을 삭제한 도구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는 .96으로 6

개의 하위 요인, 총 22문항(보수/봉급 2문항, 자율성 4문항, 전

문적 위치 4문항, 상호작용 5문항, 행정체계 3문항, 업무요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술문항에 대해서는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여 ‘항상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그

렇게 느낀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tamps 등[21]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
는 .91, Han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Park [2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67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는 .81이었다.

4)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은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에서 제시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국가치

매안심센터 운영 시 필요 사항에 대한 자문과 두 지역의 치매

담당 팀장 각각 2인에게 센터 운영 시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서 논의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고안

하였다. 치매업무의 개방형 질문 내용은 크게 3문항으로 첫째, 

“치매지원/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장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센터가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센터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소들(장소, 필요인력, 운영시간, 프

로그램, 운영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IRB-2017-105)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에서 12월 13일까지였다. 설문지의 적절성

을 확인하기 위해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는 일개 보

건소 치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소속 기관의 치매업무종사자 중에서 연구에 동의를 한 5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의 25개구 보

건소 중에서 치매담당 팀장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구두로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승인한 팀장이 속한 8개

의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강원도는 18개 시 ․ 군 보건소 중에서 치매담당 팀장의 동의를 

받은 8개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철회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25~30분정도 소요되

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밀봉하여 우편으로 회신하게 하였

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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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x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의 차

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é test를 활용하였다.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효율적 센터 운영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치매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학 교수 2인이 수작업으로 단

순 빈도 분석을 한 후, 빈도가 높은 순위로 내용을 제시하

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대상자는 총 150명으로 서울시는 80명, 강원도는 70명이었

다. 두 지역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현 기관 근무기간, 치매 관

련 근무기간, 근무 직종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평

균연령은 37.6세로 서울시의 평균연령은 32.6세, 강원도는 

42.2세이었다. 성별은 강원도가 남성이 2.9%인데 비해 서울

시는 22.5%로 높았고,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이 서울시

가 83.7%, 강원도는 54.3%였다. 현 기관 근무기간은 서울시는 

1년 미만이 25.3%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7년 이상이 35.3%

였으며, 치매 관련 근무기간은 7년 이상이 서울시가 28.8%, 강

원도는 1년 미만이 47.5%였다. 근무 직종은 서울시가 간호직 

53.5%, 의료기술직 18.3%, 사회복지직 15.5% 순이었고, 강원

도는 간호직 76.1%와 보건직 11.9%로 총 88.0%를 차지하였

다. 직급은 서울시는 정규직이 33.7%, 계약직 29.9%, 무기 계

약직 22.1% 순이었고 강원도는 정규직 34.4%, 무기 계약직 

32.8%, 계약직 28.1% 순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 

돌봄 능력 인지도는 총 평균 3.92±0.67점이었고, 하부영역별

로 지식/태도/기술(4.20±0.55점), 보호자와의 관계(3.86±0.70

점), 업무에서의 상호작용(3.69±0.76점) 순이었다. 두 지역의 

돌봄 능력 인지도(t=2.05, p=.042)는 서울시가 4.09±0.51점, 

강원도는 3.91±0.55점을 보였으나, 이 차이검정은 두 지역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다. 직무만족도는 총 평균 3.29±0.52점이었고, 하부

영역별로는 상호작용(3.71±0.63점), 전문적 위치(3.38±0.58점), 

자율성(3.30±0.57점), 업무요구(3.13±0.41점), 보수봉급(3.12± 

0.34점), 행정체계(3.08±0.57점) 순이었다. 두 지역의 직무만

족도(t=1.33, p=.187)는 서울시가 3.32±0.38점, 강원도는 3.40 

±0.40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 가장 높은 순위는 상호작용으

로 두 지역이 동일하였고 가장 낮은 순위는 서울시가 행정체계

(3.04±0.52점)이었고 강원도는 보수/봉급(3.13±0.34점)이었

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능력 인지

도와 직무만족도의 차이

두 지역의 일반적 특성 중 돌봄 능력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은 강원도의 근무 직종(F=2.43, p=.045)이었다. 사

후 검정결과는 한 명씩인 직종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직종 간

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간호직과 보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무만족도는 서울시에서 근무기간

(F=3.04, p=.022)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정결과에 의

하면 1년 미만과 1~3년에서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서울시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는 순상관관계

(r=.25, p=.028)가 있었으나 강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r=.17, p=.163). 전체적으로는 대상

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19, p=.023)(Table 4). 

5.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안

일부 서울시와 강원도 치매업무종사자에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장점과 어려운 점, 대상자(치매노인과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들(장소, 필요인력, 운

영시간,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하고, 이

에 대한 답변을 빈도분석 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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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mentia Care Workers in Seoul and Gangwon-do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Seoul (n=80) Gangwon-do (n=70)

x2 (p)
n (%) n (%) n (%)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33 (22.0)
 61 (40.7)
 35 (23.3)
 21 (14.0)

24 (30.0)
45 (56.3)
 8 (10.0)
3 (3.7)

 9 (12.8)
16 (22.9)
27 (38.6)
18 (25.7)

 6.26 (＜.001)

Gender Male
Female

 20 (13.3)
130 (86.7)

18 (22.5)
62 (77.5)

2 (2.9)
68 (97.1)

12.47 (＜00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97 (64.7)
 53 (35.3)

40 (50.0)
40 (50.0)

57 (81.4)
13 (18.6)

16.14 (＜.001)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University
College

12 (8.0)
 93 (62.0)
 45 (30.0)

10 (12.5)
57 (71.2)
13 (16.3)

2 (2.9)
36 (51.4)
32 (45.7)

17.50 (＜.001)*

Duration of work
(year)†

＜1
1~＜3
3~＜5
5~＜7
≥7

 38 (25.3)
 37 (24.7)
 18 (12.0)
11 (7.3)

 43 (28.7)

20 (25.3)
18 (22.8)
13 (16.5)
 9 (11.4)
19 (24.0)

18 (26.5)
19 (27.9)
5 (7.4)
2 (2.9)

24 (35.3)

 3.17 (.002)

Duration of work
related to dementia 
(year)

＜1
1~＜3
3~＜5
5~＜7
≥7

 44 (29.3)
 45 (30.0)
 17 (11.3)
10 (6.7)

 25 (16.7)

15 (18.7)
19 (23.8)
15 (18.7)
 8 (10.0)
23 (28.8)

29 (47.5)
26 (42.6)
2 (3.3)
2 (3.3)
2 (3.3)

 4.71 (＜.001)

Work field† Administrative
Nursing
Public health
Medical technique
Social welfare
Others

 6 (4.4)
 89 (64.5)
10 (7.2)

 16 (11.6)
 14 (10.1)
 3 (2.2)

5 (7.1)
38 (53.5)
2 (2.8)

13 (18.3)
11 (15.5)
2 (2.8)

1 (1.5)
51 (76.1)
 8 (11.9)
3 (4.5)
3 (4.5)
1 (1.5)

19.00 (.001)*

Employment status† Permanent
Contract
Permanent contract
Others

 48 (34.0)
 41 (29.1)
 38 (27.0)
14 (9.9)

26 (33.7)
23 (29.9)
17 (22.1)
11 (14.3)

22 (34.4)
18 (28.1)
21 (32.8)
3 (4.7)

 4.72 (.191)*

*Fisher's exact test; †Excluding non-response.

Table 2. Differences in Dementia Care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Dementia Care Workers in Seoul and Gangwon-do 
(N=150)

Variables Categories
Total

Seoul
(n=80)

Gangwon-do
(n=70) t (p)

M±SD M±SD M±SD

Dementia 
caring 
competence

Care for elders with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skills)

Interactions with family caregivers
Interaction with other professional staff
Total

4.20±0.55

3.86±0.70
3.69±0.76
3.92±0.67

4.22±0.55

3.93±0.68
3.91±0.70
4.09±0.51

4.16±0.54

3.76±0.70
3.43±0.75
3.91±0.55

0.69 (.490)

1.47 (.143)
4.05 (＜.001)
2.05 (.042)

Job satisfaction Pay/Salary
Autonomy
Professional status
Interaction
Administrative status
Job requirements
Total

3.12±0.34
3.30±0.57
3.38±0.58
3.71±0.63
3.08±0.57
3.13±0.41
3.29±0.52

3.12±0.34
3.23±0.53
3.33±0.59
3.65±0.64
3.04±0.52
3.12±0.43
3.32±0.38

3.13±0.34
3.39±0.59
3.41±0.56
3.79±0.61
3.14±0.62
3.14±0.40
3.40±0.40

0.17 (.860)
1.83 (.070)
0.85 (.399)
1.43 (.154)
1.12 (.261)
1.12 (.261)
1.3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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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Dementia Care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mentia Care
Workers in Seoul and Gangwon-do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50) Seoul (n=80) Gangwon-do (n=70)

Dementia care
competence

 Job satisfaction
Dementia care

competence
Job satisfaction

Dementia care
competence

Job satisfac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4.07±0.51
4.00±0.52
4.07±0.55
3.81±0.58

1.28
(.285)

3.41±0.34
3.28±0.41
3.39±0.42
3.44±0.33

1.51
(.215)

4.05±0.55
4.07±0.52
4.29±0.42
4.02±0.47

0.48
(.694)

3.37±0.35
3.26±0.41
3.49±0.34
3.25±0.26

1.10
(.354)

4.11±0.41
3.79±0.49
4.00±0.57
3.77±0.60

1.29
(.285)

3.51±0.32
3.32±0.43
3.37±0.44
3.47±0.34

0.69
(.561)

Gender Male
Female

4.04±0.53
4.00±0.54

0.29
(.771)

3.31±0.45
3.37±0.38

0.60
(.547)

4.10±0.53
4.08±0.51

0.01
(.929)

3.31±0.45
3.32±0.36

0.01
(.917)

3.50±0.31
3.92±0.55

1.16
(.285)

3.30±0.55
3.41±0.40

0.15
(.703)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4.01±0.54
4.00±0.53

0.05
(.964)

3.37±0.40
3.34±0.39

0.36
(.716)

4.17±0.47
4.00±0.54

2.38
(.127)

3.35±0.39
3.28±0.37

0.70
(.404)

3.89±0.56
4.01±0.51

0.52
(.475)

3.37±0.40
3.52±0.38

1.51
(.223)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University
College

4.08±0.48
4.00±0.51
3.99±0.60

0.16
(.856)

3.33±0.37
3.35±0.38
3.38±0.42

0.12
(.889)

4.06±0.51
4.06±0.52
4.23±0.47

0.62
(.543)

3.30±0.23
3.29±0.39
3.45±0.44

1.00
(.374)

4.19±0.35
3.91±0.48
3.89±0.63

0.29
(.747)

3.45±0.96
3.45±0.36
3.35±0.42

0.55
(.580)

Duration of 
work (year)

＜1a

1~＜3b

3~＜5c

5~＜7d

≥7e

3.95±0.42
4.01±0.63
4.06±0.55
4.25±0.46
3.96±0.57

0.78
(.540)

3.49±0.37
3.27±0.45
3.34±0.43
3.31±0.27
3.34±0.34

1.67
(.161)

3.97±0.43
3.99±0.58
4.12±0.59
4.25±0.48
4.21±0.49

0.95
(.440)

3.50±0.29
3.11±0.40
3.30±0.44
3.22±0.18
3.37±0.40

3.04
(.022)*
a＞b

3.93±0.41
4.02±0.68
3.91±0.45
4.22±0.47
3.76±0.55

0.81
(.523)

3.47±0.45
3.42±0.45
3.45±0.44
3.70±0.35
3.31±0.29

0.80
(.532)

Duration of 
work 
related 
dementia 
(year)

＜1
1~＜3
3~＜5
5~＜7
≥7

3.89±0.44
3.93±0.61
4.09±0.56
4.10±0.58
4.25±0.47

2.36
(.056)

3.47±0.39
3.32±0.41
3.19±0.37
3.24±0.31
3.39±0.36

2.18
(.074)

3.89±0.42
3.99±0.53
4.09±0.58
4.26±0.49
4.23±0.49

1.41
(.239)

3.44±0.27
3.27±0.48
3.20±0.39
3.28±0.30
3.37±0.37

0.99
(.420)

3.88±0.45
3.88±0.67
4.10±0.53
3.50±0.63
4.49±0.02

0.88
(.480)

3.49±0.44
3.36±0.36
3.14±0.32
3.07±0.42
3.63±0.32

1.14
(.346)

Work field Administrative
Nursing
Public health
Medical technique
Social welfare
Others

3.59±0.38
4.04±0.53
3.96±0.89
3.95±0.58
3.77±0.45
4.33±0.24

1.60
(.162)

3.27±0.48
3.36±0.39
3.41±0.49
3.49±0.39
3.31±0.30
3.65±0.13

0.77
(.574)

3.59±0.43
4.13±0.53
4.61±0.55
4.12±0.49
3.90±0.32
4.39±0.31

1.99
(.091)

3.16±0.45
3.29±0.39
3.32±0.13
3.53±0.39
3.27±0.34
3.72±0.06

1.47
(.211)

3.61†

3.98±0.52
3.80±0.50
3.18±0.08
3.28±0.63

4.21†

2.43
(.045)*

3.81
3.41±0.39
3.44±0.56
3.32±0.42
3.44±0.14

3.50

0.23
(.946)

Employment 
status

Permanent
Contract
Permanent contract
Others

3.94±0,54
3.93±0.58
4.07±0.54
4.15±0.37

0.99
(.400)

3.30±0.34
3.35±0.46
3.40±0.38
3.39±0.35

0.49
(.688)

4.06±0.53
3.94±0.57
4.28±0.46
4.18±0.38

1.57
(.203)

3.22±0.34
3.40±0.41
3.35±0.45
3.37±0.31

0.99
(.404)

3.80±0.53
3.93±0.61
3.90±0.54
4.07±0.43

0.35
(.789)

3.39±0.32
3.29±0.51
3.44±0.33
3.42±0.57

0.49
(.690)

*Scheffé́ test; †Not applicable.

Table 4. Correlation of Dementia Caring Competences and
Job Satisfaction of Dementia Care Workers in Seoul and 
Gangwon-do

 Variables  Region
Job satisfaction

r (p)

Dementia caring 
competences

Seoul  .25 (.028)

Gangwon-do .17 (.163)

Total .19 (.023)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장점과 어려운 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해 온 서울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장점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전문적인 서비스 

강화,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치매대상자(치매노인, 가

족)의 비용감소와 만족도 증진, 보건소 역할 부각 순이었고,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자원 활용 강화라고 하였다. 강원도도 

유사한 순서였으나 서울시에 비해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은 순

위로 제시했다. 어려운 점은 서울시는 업무부담 증가, 인력수

급 및 관리의 어려움, 자원 충당 부담, 접근성, 정보 및 홍보 부

족, 전문적 지식 부족 순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강원도는 인력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업무 부담과 

자원충당의 부담 순이었으며, 그 이후의 순위는 서울시와 유

사하였다.

2)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대상자를 크게 치매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치매노인 가

족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치매노인 측면에서 서울시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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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ent Analysis of Dementia Center Operation in Seoul and Gangwon-do (N=150)

Items Contents
Seoul Gangwon-do

n n

Advantages 
and 
difficulties 
in operating 
dementia 
centers

Advantages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as a national project 
Enhancement of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s)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Dementia patients' cost reduction and promotion of satisfaction for them 
Strengthening role of public health centers
Others

36
14
13
12
6
5

21
14
18
6
5
1

Difficulties Increase of workload
Difficulty in manpower recruitment and management 
Burden of resource procurement 
Difficulty in accessibility
Lack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thers (lack of professionalism and knowledge)

29
24
12
9
3
3

16
26
14
10
5
1

Impact on 
the subjects 
when 
operating 
a dementia 
centers

To elderly 
dementia 
patients

Improvement of management for elder dementia patients in vulnerable areas
(early detection and patient's burden reduction etc.)

Improvement of health services and care
Delaying the progress of diseas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Creating a sense of stability
Others (improvement of sociality and communication)

33

25
17
6
4
4

12

27
13
5
9
8

To family and 
care givers

Reduction of care burden (physical, mental, economic)
Building a support network (care information, service delivery, family participation, etc.)
Improving awareness of dementia
Helping in daily life (emotional stability, rest, etc)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
Others

39
38
11
6
1
0

30
30
4
8
4
3

Factors for 
efficient 
operation of 
dementia 
centers

Place Ease to access
Independent space (one storied, subdivision in suburbs)
Near to public health center, government office
Populated area
Safe place
Others

54
4
3
2
2
1

28
1

10
1
0
4

Manpower 
needed

Nurse
Social worker
Occupational therapist
Doctor
Clinical psychologist
Others (administrator, care worker, program manager, etc) 

53
42
41
11
9

18

27
23
22
13
10
60

Operation 
hours

9:00 to 18:00 on weekdays
Nocturnal operation
Weekend operation (off duty once a month. 9:00 to 13:00 on every Saturday if needed) 
Same operation hours as public health center
Flexible operation hours according to regional conditions
Others

50
5
4
3
2
7

26
3
4
3
4

11

Programs Cognitive rehabilitation
Family support/family meeting
Customized to elder's conditions
Daily life
Psychological counseling
Others (training specialist, unification of external programs, improvement of quality)

105
35
24
9
6
7

74
12
13
12
8

10

Operation 
cost

Dividing labor costs and project expenses including equipment expenses
Government support (central government: 70%, local government: 30%)
More than one billion won a year
Increase of elder dementia patients' cost (medical care, medicine, etc.)
Less than 600 million to 1 billion won
Others (full amount from government)

 16
 3
 2
 2
 1
 1

4
2
1
0
4
1

Others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y of human resources (improving treatment, 
education)

Networking community resources
Sharing information (delegation of duties, manual)
Others

12

 2
 2
 3

4

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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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효과적인 치매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즉, 치매운영센터의 가장 큰 효과는 치

매 조기발견 및 경제적 부담 감소이며, 이어서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돌봄 제공이 가능해지며, 인지재활을 통해 질병의 진

행속도를 늦추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안정성과 사회성 및 

소통이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돌봄을 가장 높게 기대했고, 질병속도의 완화와 취

약 지역 치매노인의 관리향상, 사회성 및 소통증가, 안정성, 삶

의 질 증가 순이었다. 치매센터 운영이 치매노인 가족에게 미

칠 영향에 대해 서울시는 가족의 부담감, 즉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 경감, 치매관리의 지원망 구축(돌봄 

정보, 서비스 제공, 가족 프로그램 참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일상생활 도움(정서적 안정, 여가생활 등), 가족관계 개

선이라고 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지원망 구축, 부담감 경감, 

일상생활에 도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가족관계 개선, 경제

활동 증진 순이었다. 

3) 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들

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들(장소, 필요인력, 운

영시간,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서울시는 장소적 측면으

로 접근 용이성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독립 공간(단층, 외곽 지

역의 분소 등) 구비, 보건소와 관공서 근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 안전한 장소 순으로 언급하였다. 강원도도 유사하였

고 설비 ․ 장비 등 사용 효용성이 높아야 함을 추가로 언급하였

다. 필요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의사, 임상

심리사 순이었고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 행정담당자, 운전담

당자, 운동치료사로 두 지역이 유사하였다. 강원도는 이외에

도 프로그램 운영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를 언급

하였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비는 두 지역이 유사한 순서

로 응답하였다. 운영시간은 대부분이 평일 9시에서 18시라고 

하였고, 야간 운영(주 1회), 주말 운영(1회/월, 필요시 매주 토

요일 9~13시), 탄력적 운영(지역특성 고려), 8~21시 순이었다. 

프로그램은 인지재활(놀이, 음악, 미술, 원예 등), 가족지지/

가족모임,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심리상담 순이었고 그 외에 전문가 양성, 외부 

프로그램 통일화, 질적으로 강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국비 70%, 지자체 30%, 연 10억 이상,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 연 6~10억 순으로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센터의 환경적인 측면 보완, 사업방향

의 명확성, 홍보 등을, 강원도는 차량이동의 용이성, 원격진료, 

대상자 지정책임제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지역이 모두 근무자들의 전문역량 강화(처우개선, 

교육, 자격증 등), 자원연계, 정보공유(업무분장, 매뉴얼 등), 

주 ․ 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국가치매책임제의 시작에 앞서 이미 치매

사업을 실시해 왔던 서울시와 새롭게 시작하려는 강원도의 치

매업무종사자들의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를 파

악하고, 향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공적 치매 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 자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와 강원도의 치매업무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총 근무기간, 치매 관

련 근무기간, 근무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서

울시에 비해 강원도가 평균 9세 정도 높았고, 서울시는 다양한 

직종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강원도는 간호직과 보건직이 88.0 

%를 차지하였다. 이는 Sung과 Kim [13]의 서울시 25개 자치

구에 설치된 치매센터 보건종사자 대상의 연구에서 20~29세

가 46.9%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20.2%였고, 간호사 50.0%, 임

상(작업, 인지치료, 임상심리)치료사 18.5%, 사회복지사 18.1 

% 순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강원도는 유사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려웠다. 이상과 같이 두 지역의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밀접하

게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서울시는 보건소에서 민간

위탁 형식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치매관

리서비스 이외에도 치매노인과 그들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강원도는 보건소 내 치

매상담센터로서의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근무 직종이나 치매 관련 근무연수 등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돌봄 능력 인지도는 5점 중 3.92점이

었고, 요인별로는 ‘치매노인 돌봄의 지식, 태도, 기술’이 4.20

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와의 관계’, ‘업무에서의 상호작

용’ 순으로 두 군이 동일하였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측정

하였던 요양보호사 대상 연구의 3.23점[8]보다 높은 점수를 보

였으나 하위영역별 순위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결과 내에서 

다른 하부영역에 비해 지식, 태도, 기술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최근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치매관리

에 대한 관심 고조[3]와 우리나라 정부의 치매에 대한 관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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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인해[7] 치매업무종사자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치매

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Kim [16]의 연구에서 치매노인 간

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는 

아니나 돌봄 행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4점 만점에서 3.55

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전문지식과 기술’보다는 ‘치매노

인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치매 돌봄 인지도는 치매노인의 존중이란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연구와 비교가 어려웠다. 이외에도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지식, 태도, 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치매

노인 돌봄’이라는 하나의 하부요인으로 보고, 지식, 태도, 기

술을 각각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Renehan, Goeman과 Koch [23]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식, 태도,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역량

이 반영된, 즉 ‘치매노인 존중’과 같은 태도가 포함된 국내 문

화적 정서에 맞는 치매 돌봄 능력 인지도 도구의 개발이 요구

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보호자와의 관

계와 업무에서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과 보호자 및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24]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돌봄 능력 인지도는 서울시가 강원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두 지역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두 지역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현 기관 근무기간, 치매 관련 근무기간, 근무 직종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지역 간의 차이인지 

일반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돌봄 능력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은 강원도의 경우는 근무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강

원도는 다른 근무 직종보다도 간호직과 보건직이 돌봄 능력 인

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부재로 선

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향후 다양한 직종 간의 

비교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단지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직과 

보건직이 돌봄 능력 인지도가 높은 것은 향후 치매안심센터 업

무 추진에 있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

종 선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29점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22]

의 연구결과에서 방문간호사의 3.07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결과,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영역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체계’는 3.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은 선행연구[2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센터의 특성상 개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팀으로 접

근해야 하므로 업무상 상호작용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진

다. 또한 보수 및 행정체계가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업무성과

에 대비해서 종사자들이 적절한 보상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

문이라는 Park [22]의 주장을 근거로 볼 때 치매업무종사자의 

보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매업무종사자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소진이 높은 직종으로 직무만족도를 높

이는 것은 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법[15]이므로 치매관리에 있

어서 질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업무

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서울시의 경우 현 기

관에서의 업무기간이 1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Sung과 Kim [13]의 치매센터 종사자 연구

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 

Park과 Choi [25]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

보다는 미만인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상통되는 맥

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호

직 발전을 위한 기회,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 직업을 택한 동

기, 업무의 전문성 정도가 영향을 미치게 됨[22]을 감안할 때 

업무초기의 기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

한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가 분석한 효율적인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은 비교할 만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본 연구결과에 근거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안심센터의 장점으로는 두 

지역에서 치매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와 그들의 부담감 경감을 

장점으로 제시한 결과는 기존의 실적위주의 사업보다는 질 관

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제3차 치매

관리종합계획(2016~2020)의 방향인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강화와 일

치되는 반응을 보였다고 본다. 이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

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치매사업을 제3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질적 관리로 초점이 전환되었음을 수용

하였다는 결과로도 해석되므로 이러한 의향을 추후 치매안심

센터 운영에서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센터운영의 어

려운 점은 서울시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언급된 것은 업무부

담 증가였고 인력수급과 관리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에 반해, 강원도는 인력수급과 관리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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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서울시는 치매지원센터의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시간과 노력이 투자됨과 동시에 전문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강원도는 보건의료자원의 

인적 ․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문 

인력의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의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한 센터 운

영 방식은 국가치매책임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둘째, 치매센터 운영이 치매노

인과 치매노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치매센터 운영의 

효과로 두 지역 모두 우선 치매노인에 있어 취약 지역 치매노

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제시했다. 이는 센

터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치매노인 가족에게는 신체적, 정

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감소되고 치매관리 지원망

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는 보건복지부의 2018 치매정책 사업안내[7]에서 치매안심센

터의 궁극적인 목표인 치매노인과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비전[26]인 치매노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과, 핵심목표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치료 

․ 돌봄과 치매노인의 권리 ․ 안전보호와 가족 부담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치매

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소들(장소, 필요인력, 운영

시간, 프로그램, 운영비 등)로서 두 지역 모두 지역주민들의 접

근 용이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차량지원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보건소는 안전사고, 보험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지원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됨을 지적하

였다. 따라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필요인력은 두 지역 

모두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의사나 임상심

리사에 대한 요구는 치매라는 질환 특성상 진단이나 심리적 

치료 등의 개입이 필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지원센터의 직원 채용 시 기존에 특

정직군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해당 직군에 대해 한정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강원도는 서울시와 유사한 직군을 요

구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를 언급한 것은 인력수급의 어려움

으로 인해 대체인력으로써 인지하고 응답한 것인지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 운영자

는 서울시의 경우 작업치료사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인력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운영시간은 야간운영/21시까지/

주말/탄력적 운영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은 일부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서, 정규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없는 환경

에 있는 대상자도 있고 실제 운영시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직접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민

하고 언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

영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신중하

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지재활 프

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프로그램 운영경

험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시한 놀이(여가, 오락, 인형

극), 음악, 노래, 미술, 웃음, 작업, 한글, 원예 등 다양한 구체적

인 활동과 놀이를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응답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이를 모

두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와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운영비의 경우, 치매안심센

터 이전까지 서울시는 실제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

지 않고 총비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되었을 때 

센터운영에 있었던 어려움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역량 강

화,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공유, 업무분장과 매뉴얼

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언급되었으므로 추후 센터의 운영 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볼 수 있는 개념적 기틀, 측정도구, 

연구방법 등은 보완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돌봄 능력 인지도, 직무만족도와 연계해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결과변수로 하여 선행변인, 매개

변인, 결과변인으로의 변수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치매관리서

비스를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측정

도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돌봄 능력 인지도의 지식, 태도, 기술 

각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들이 문항에 내재되고, 직업

의 내적동기 항목 등이 직무만족도에 포함된 국내 실정에 맞

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돌봄 능력 인지도는 

기존에 치매와 관련된 직무교육의 영향이 크므로 일반적 특성

에서 치매 관련 교육경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치매 관련종사

자들이 외부기관이나 보건소 자체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는 치매 관련 교육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과

정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는 치매지원센터를 다년

간 운영해 온 서울시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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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매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두 군의 일

반적 특성이 동질 한 상태였다면 두 지역의 차이까지도 볼 수

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팀은 통계학을 전공한 간호학과 교수에게 두 지역

의 동질성 검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역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지속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두 지역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비교연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개

방적 질문을 자가 기입한 내용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는 것에 

그쳤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인 연구방법을 접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운영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한점도 있지만 치

매 관련 종사자들의 돌봄 능력 인지도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의 중요성과 치매노인의 존엄성을 포함한 국내 실정에 맞는 

도구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연구로서 가

치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행하는 현 

시점에서 254개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치매관리에 있어서 치매라는 분절된 질환만을 접근하는 것보

다는 노인에게 발생되는 질환의 하나로서 공존하는 만성질환 

등 노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또한 국외의 운영사례 벤치마킹도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국내

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정밀하고 냉철한 평가결과가 치

매안심센터의 운영에 앞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교육과 정보제공, 그들의 총체적

인 요구에 대한 사정과 지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지

속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돌봄 능력 인지도

와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 다양한 보상방

법과 같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돌봄 능력 인지도는 서울시가 강원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무만족도는 강원도가 서울시에 비해 다소 높은 점

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두 지역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 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돌봄 능력 인지도는 강원도에서 근무 직종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었고, 직무만족도는 서울시에서 근무기간에 따

라 차이를 보였다. 돌봄 능력 인지도와 직무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고용과 탄력적 운영, 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 등의 기회 제공 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국가

치매책임제로 인해 전국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

역 간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불균형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

는 운영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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