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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위한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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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a case-based dementia program for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hospitals on their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towards people with dementia.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Nursing staff who attended the
education program were included in an experimental group (n=30), and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nursing
practice toward dementia were compared with nursing staff in a control group (n=30).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1 to August 21, 2018.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case-based dementia program 4 times, scheduled
once a week, with each session lasting 60 minutes. Test measures were completed before and after the 4 week
intervention period for all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hapiro-Wilk test,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with the IBM SPSS 23.0 program.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 knowledge of dementia (z=-4.86, p<.001), attitudes toward dementia (t=-3.04, p=.003), and dementia nursing
practices (z=-4.55, p<.001)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is program could be effective on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hospitals to increase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nursing practice toward patien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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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 유병률을 증가시켜 2016년 국내의 치매노인 인구수는
68만 명 정도였으나,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2].
치매는 뇌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언어 ․ 행동장애, 성

현대사회는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격변화 등의 다양한 행동심리증상을 나타내고[3], 경과가 진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로,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행될수록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의 지속

는 2017년 전체인구의 13.8%에서 2045년 47.7%로 증가될 것

적인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질

으로 전망된다[1].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만성질환과 노인성

환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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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치매 환자 관리는 경증치매의 경우 대부분 재가형

양병원 간호인력에게 적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로 가족들이 부양하거나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돌

사례기반의 학습(Case Based Learning, CBL)은 현장 재

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나 불안, 우울, 초조, 공격성 등의

현형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하는 중고도 치매는 요양병원과 장기요

며, 이론지식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고등

양시설에서 돌보는 추세이다[2,5]. 그러나 국내의 요양병원이

사고 능력인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나 장기요양시설에는 치매 전문병동이 설치된 곳이 부족하며

적인 학습법으로 알려져 있다[11].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간호사의 배치수준도 법정 정원수에 미달된 경우가 많아, 직

에서도 임상 상황별에 따른 사례기반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

접간호의 상당부분이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

을 때 간호성과와 실무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

고된다[2,6]. 치매전문시설과 치매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현상

과들을 볼 때[11], 중고도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별 사례를

은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기반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치매

으므로[5,6] 치매 환자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치매 간호수행력을 향상시키는데 도

치매전문시설의 확충과 돌봄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치

치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의 가족 돌봄

매의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고 치매 행동심리증상별에 따른

제공자와 요양기관의 치매 환자 돌봄 인력의 치매에 관한 지

치매 간호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로그

식과 경험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족한 치매지식

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

과 경험 및 부정적인 치매태도는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

도하였다.

감을 높이고 직무만족의 저하와 소진으로 인한 이직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었다[4,5]. 따라서 치매 환자 돌봄 인력의 소진

2. 연구목적

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의 근무자
격 기준 강화 및 보수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 등이 마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사례기반 치매

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이나 대학원에는 아

교육 프로그램이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치매 간호수행에 미

직까지 치매 관련 전문교육과정이나 전문간호사 과정이 개설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지 않으며[4], 정부에서 주관하는 치매 관련 전문교육
도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교육 수강의

3. 연구가설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4], 요양병원의 중고도 치매 환자 돌봄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위한 교육수강의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2/3정도를 차지
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치매 보수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교육을 주도하는 역할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외

 가설 1.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부교육의 경우도 교육수강의 기회가 제한적인 관계로[4-6],

 가설 3.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간호인력을 위한

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에 대한 간호수행 점수가 높을

체계적인 치매 전문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국 ․ 내외 치매교육에 관한 연구들
은 간호학생[7]과 요양보호사[8], 재가 돌봄 제공자[9], 너싱홈

연구방법

간호인력, 요양보호사를 대상[10]으로 치매지식과 돌봄 태도,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

1. 연구설계

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고도 치매 환자는 대부분 행동심리증
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증상은 돌봄 제공자에게 부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사례

담감과 우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나[2,3] 행동심리증

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

상별에 따른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례기반 교육을 요

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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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각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대상자는 실험군

2. 연구대상

30명, 대조군 30명이었다(Figure 1).
본 연구의 대상은 C시 소재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요양병
원 중 병상수와 간호등급, 의사등급, 주상병명이 비슷하나, 실

3. 연구도구

험효과 확산방지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 소재지가
다른 두 개 요양병원을 편의표집 한 후 해당기관의 기관장 및

1) 치매지식

부서장의 승인 후에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임의로 선정한 두

Lee 등[15]이 일반인의 치매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개 기관 중 제비뽑기를 하여 ‘첫 번째’로 뽑힌 기관은 실험군,

도구를 개발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두 번째’로 나온 기관을 대조군으로 할당한 후, 해당 병원의

질병에 관한 지식 5문항, 증상에 관한 지식 3문항, 치료에 관한

부서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지식 2문항, 간호에 관한 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간호사의 임상현장에 대한

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여, 맞으면 1점,

적응기간이 입사 후 최소 6개월이라는 선행연구 결과[12]에

틀리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따라 현 기관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이고 치매 환자 직접간호의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Kuder-Richardson

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

Formula 20 (KR-20)은 .57이었고, 본 연구에서 KR-20은 .60

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었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수의 산정은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Cohen [13]의 공식에 따라 집단 2개,

2) 치매태도

Independent t-test, 통계적 검정력(1-β) .80, 유의수준(⍺) .05

Lee 등[16]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개발자

로 설정하고, 효과크기는 간호학생에게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긍정형 9문항과

적용한 선행연구[14]에 근거하여 표본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부정형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4점

집단별로 26명씩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Assessed for eligibility (n=60)

Excluded (n=0)
Lot drawing

Experimental group ('1' Agency)

('1' Agency → Experimental group)
('2' Agency → Control group)

Allocation

Allocated to intervention (n=30)

Lost to follow-up (n=0)
Discontinued intervention (n=0)
Drop out (n=0)

Analysed (n=30)
Excluded from analysis (n=0)

Allocated to no intervention (n=30)

Follow-up

Analysis

Figure 1. Consort-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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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2' Agency)

Lost to follow-up (n=0)
Discontinued intervention (n=0)
Drop out (n=0)

Analysed (n=30)
Excluded from analysis (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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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하위 영역별로 분류한 후 구체적인 교육주제 및 교육내용과 교

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

육방법을 선정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22],

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너싱홈 직원[23], 간호학생[7]에게 주1회, 4주간의 치매교육

Cronbach’s ⍺는 .70이었다.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를 검증한 결과, 4주(총 240분) 프로그
램 제공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요

3) 치매 간호수행

양병원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본 교

Hwang과 Jang [17]이 개발한 도구를 Park [5]이 노인요양

육 프로그램도 교육 참여 대상자의 3교대 근무특성을 고려하

병원 간호사에 맞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개발자 및 수정 ․ 보

여 주1회, 60분,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교육

완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안전관리

방법은 3회기까지는 치매의 이해와 치료, 환자간호에 대한 이

7문항, 건강도모 6문항, 의사소통기능 5문항, 일상생활기능 3

론적인 내용을 동영상 시청과 유인물을 배포하여 강의식으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4점 Likert 척도

진행하고, 4회기에는 치매 간호수행 향상을 위해 중고도 치매

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 ‘항상 그렇게 한다’ 4점으

환자의 주요 증상인 불안, 우울, 수면장애, 망상, 무감동을 주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호소로 하는 가상의 사례기반 간호과정을 적용한 팀학습을 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는 .83이었으며, Park [5]

도록 계획하였다.

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3) 개발(Development)
본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의 치매안심센터 및 장기요양

4. 연구진행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된 치매전문 교육용 자료[18-21]를
근거로 치매 환자 돌봄 인력의 교육 요구도를 고려하여 교육

1) 치매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결정하였다. 선행연구[24]에서 간호사의 임상수행력

요양병원 간호인력을 위한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과 우수한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임상사례, 소그룹 역동을 이용한 간호과정을 학습한 후 문제

(ADDIE) 모형을 근간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

해결과정의 핵심사고 영역인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향상된

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1회기에서 3회기까지

의 5단계로 구성되었다.

는 파워포인트(PowerPoint, PPT)와 동영상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으로, 4회기에는 대상자의 실제적 ․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1) 분석(Analysis)

찾고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진 간호

학습과제에 대한 분석은 국내 ․ 외 치매 관련 종사자들을 위

과정을 팀학습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해 개발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선행연

교육매체는 PPT와 동영상, 유인물 자료를 사용하고, 시청

구[18-21]를 토대로 치매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주제,

각자료는 한국방송공사(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교육방법,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최근까지 국내에 개발된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 10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동영

치매전문교육 교육용 자료에는 2017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

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 Tube)에 게시한 ‘황혼의 동반

센터 주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 알츠하이머 치매’[25], ‘치매, 알면 두렵지 않다’[26], ‘건강

‘치매 소양기초 공통교육 교재’[18]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 동행’[27] 편을 주제별 이론 강의 PPT에 링크하여 시청하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19], 2011년 한국치매협회

도록 하였다. 1회기 주제는 ‘치매의 이해’, 교육내용은 치매의

에서 발간한 ‘치매를 이겨내는 첫걸음’[20], 2011년 일본인지

개념, 진단, 종류 및 특성이고, 2회기 주제는 ‘치매의 치료’이

증케어학회에서 출간한 ‘치매케어 텍스트북’[21]을 근거로 교

며, 교육내용은 치매치료의 원칙과 실제, 약물 및 비약물치료

재명, 발행처, 구성, 대상자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에 대한 내용이다. 3회기 주제는 ‘치매 환자 간호’이며, 교육내
용은 치매 환자 간호의 목표와 원칙 및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2) 설계(Design)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4회기 주제는 치매의 주요 행동심리증

설계는 분석단계에서 확인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을 나타내는 가상의 사례별에 따른 간호계획을 수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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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매의 대표적인 행동심리증상인 불안, 우울, 수면장애,

에게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운영시간, 교육 횟수, 교육 분

망상, 무감동의 사례 5건을 개발하여 팀별로 간호과정을 적용

량 등의 교육방법 적절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총 4회기 주제

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성과 1회기 당 60분의 교육시간으로 재구성하여 Table 1과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간호학 교수 1인, 요양병원장

같이 최종 확정하였다. 개발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내

1인, 노인전문간호사 2인, 교육학 교수 1인, 총 5인의 전문가

용타당도(Index of Content Validity, CVI)는 .80이었다.

Table 1. Case-Based Dementia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affs of Long-Term Care Hospitals
Session
I

II

III

IV

308

Topics
Understanding
dementia

Treatment of
dementia

Nursing care for
dementia
patients

Nursing plan for
dementia
patients

Contents

Time
(min)

1. Orientation:
Introduce purpose and method of program operation
2. Introduction to the dementia education program

10

3. Watch the 10 minute video:
"The secret of life-death – Twilight Companion Alzheimer's Dementia"
4.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dementia
5. Understanding diagnosis process of dementia
6. Understand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mentia

40

7. Summary of lesson
8.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10

1. Check the contents of last session and introduction of the contents of
this session

10

2. Watch the 10 minute video:
"Secret - dementia, you know you're afraid not."
3. Understanding the integrated treatment of dementia
4. Concepts and types of medication for dementia and understanding the
effects
5. The concept of non pharmacological of dementia, understanding types
and effects

40

6. Summary of lesson
7.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10

1. Check the contents of last session and introduction of the contents of
this session

10

2. Watch the 10 minute video:
"Secrets of life-history - a healthy companion"
3. Goals and principles of dementia patient care, understanding
behavioral guidelines
4. Communication with dementia patients, understanding skills
5.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atients with dementia
understanding specific actions

40

6. Summary of lesson
7. Introduction of the next session

10

1. Check the contents of last session and introduction of the contents of
this session

10

2. Team activity (case studies and presentations):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atients with dementia
specific examples and nursing planning

40

3. Share your feelings
4. Summary of education program
5. Assessment of dementia education and follow-up evaluation

10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Method
Video and
lecture

Video and
lecture

Video and
lecture

Team activity
(case studies
and
presentation)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위한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4) 실행(Implementation)

시행 전과 종료 후에 연구보조자가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본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각 회기당 총 60분으로 구성되어

및 간호수행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도입(10분), 전개(40분), 종결(10분)로 운영하였다. 도입(10분)
은 1회기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5. 연구진행

실시하였고, 2회기부터는 지난 회기 교육내용 확인 및 이번 회
기의 교육내용을 소개하였다. 전개(40분)는 1회기부터 3회기

1) 윤리적 고려

까지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10분)과 강의(30분)로 진행

본 연구는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하였고, 종결(10분)은 각 회기별 교육내용을 요약 ․ 정리한 후

(승인번호: CSIRB-R2018018), 연구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

간략한 질의응답을 통해 피드백하고, 다음 회기 수업주제를

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대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상자에게 연구시작에 앞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개

본 교육 프로그램은 교대근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3회

인정보보호 및 연구참여 철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

기까지는 초번 근무자는 오전에, 낮번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에 해당기관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4회기에는 사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윤리적

례기반의 간호과정을 적용한 팀학습이 가능하도록 실험군 30

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조군에게는 실험종료 후 치매교육 프로

명(간호사 13명, 간호조무사 17명)을 한꺼번에 모아 제비뽑기

그램을 1회기(60분) 분량으로 축약하여 제공하였으며 실험에

로 총 6개 팀(간호사 2인, 간호조무사 3인-5팀, 간호사 3인, 간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두 군 모두

호조무사 2인-1팀)을 구성한 후 무임승차가 없도록 역할분담

에게 치매교육 자료집과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간호사1-팀장, 간호사2-기록, 그 외 팀원-발표, 시간관리 등)
을 한 후 치매의 대표적인 행동심리증상인 불안, 우울, 수면장
애, 망상, 무감동 5사례 중 하나를 팀장이 선택하게 하였다.

2) 연구보조자 훈련
연구자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

사례기반의 간호과정을 적용한 팀학습은 간호과정에 대한

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보조자

학습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팀원으로 포함된 관계로 팀원

1명을 선정하여 연구시작 2일 전에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에

이 함께 모여 가상의 사례에서 문제나 이슈를 식별하여 순위를

관해 15분 정도 설명하였다. 연구보조자는 C대학 간호학 석사

정하는 명목집단기법(Norminal Group Technique, NGT)을

학위과정 중에 있으며 간호연구 교과목과 기관생명윤리위원

이용했으며, 팀학습 전에 10분 정도 NGT 방식에 대해 설명한

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후 연구자의 가이드에 따라 간호과정 단계를 NGT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간호과정을 적용한 팀 기반 활동은 팀원들이 주

3) 중재 프로그램 운영

어진 가상의 시나리오 및 건강정보조사지 등을 분석한 후 간

연구보조자는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사전 조사

호사정-간호진단-간호계획-간호평가 절차에 따라 중요한 정

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에 관한 지식

보 3가지를 개별로 포스트잇에 적어 제출하면 서기가 이것을

과 태도, 간호수행을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사전 조사 완료 후

A4 용지에 붙인 후 팀원 투표를 통해 아이디어를 결정하여 기

인 2018년 7월 21부터 8월 21일까지 실험군에게 4주간의 치매

록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진행하였다. 간호과정 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실험종료 후 치매

차 중 간호진단과 간호계획은 사전에 제공한 ‘간호진단,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1회기(60분) 분량으로 축약하여 제공하였

중재 및 결과 가이드’ 참고도서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되, 팀장

다. 사후 조사는 연구보조자가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간

인 간호사의 주도하에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가상의 사례가

호수행에 대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수거하였고, 모든 프

제시된 관계로 간호계획까지만 진행한 후 정리된 결과를 팀별

로그램이 종료된 후 두 군 모두에게 치매교육 자료집과 소정

로 발표한 후 다른 팀의 사례들은 서로 공유하거나 보완 ․ 강화

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5) 평가(Evaluation)
본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은 교육 프로그램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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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차이에 대한 두군 간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2

구하고, 동질성 검정을 위해 x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정규성 검정은 사전 ․ 사후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치매 간호수행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Shapiro-

1. 대상자의 제 특성과 동질성 검정

Wilk test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치매 간호수행의 동질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특성과 치매지식, 치매태도, 치매 간

검정은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

호수행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연

시하였다.

령(x =0.11, p=.949), 결혼상태(p=.424), 종교(x =1.09, p=.297),

2

 대상자의 사전 ․ 사후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치매 간호수

2

2

2

최종학력(x =0.34, p =.842), 직종(x =0.07, p=.795), 임상경력

Table 2.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between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Exp. (n=30)

Cont. (n=30)

(N=60)
2

x or t or z

p

0.11

.949

n (%)

M±SD

n (%)

M±SD

≤40
41~50
＞51

6 (20.0)
18 (60.0)
6 (20.0)

45.7±5.76

6 (20.0)
17 (56.7)
7 (23.3)

43.8±8.6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 (6.7)
28 (93.3)

5 (16.7)
25 (83.3)

Religion

Yes
No

19 (63.3)
11 (36.7)

15 (50.0)
15 (50.0)

1.09

.297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11 (36.7)
13 (43.3)
6 (20.0)

9 (30.0)
15 (50.0)
6 (20.0)

0.34

.842

Job

Nurse's aide
Registered nurse

17 (56.7)
13 (43.3)

16 (53.3)
14 (46.7)

0.07

.795

Total clinical
career (year)

＜3
3~5
＞5

4 (13.3)
8 (26.7)
18 (60.0)

8.36±7.28

7 (23.3)
7 (23.3)
16 (53.4)

8.59±5.46

1.00

.606

Current hospital
career (year)

＜3
3~5
＞5

10 (33.3)
9 (30.0)
11 (36.7)

5.08±2.96

13 (43.3)
12 (40.0)
5 (16.7)

3.49±2.66

3.07

.215

Previous experience
of dementia care*

Yes
No

28 (93.3)
2 (6.7)

Conservative

≤1

8 (26.7)

Education (hour)

2~7
≥8

9 (30.0)
13 (43.3)

12 (40.0)
8 (26.7)

Previous experience
of dementia practice

Yes
No

10 (33.3)
20 (66.7)

Living with dementia
patient

Yes
No

5 (16.7)
25 (83.3)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

Dementia nursing practice
†

.424

27 (90.0)
3 (10.0)
6.27±8.07

10 (33.3)

1.000
3.73±3.73

1.84

.398

7 (23.3)
23 (76.7)

0.74

.390

9 (30.0)
21 (70.0)

1.49

.222

9.93±1.39

9.37±1.52

-1.45

.147

46.77±3.88

47.00±3.68

0.24

.812

66.37±7.53

66.13±6.64

-0.14

.887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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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x =1.00, p=.606), 요양병원 근무경력(x =3.07, p=.215), 치매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

간호 경험(p=1.000), 치매교육 시간(x =1.84, p =.398), 치매 관
2

 가설 1.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2

련 기관 실습(x =0.74, p=.390), 치매가족 동거경험(x =1.49, p =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222)은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

분석결과, 프로그램 중재 후 치매지식 점수가 실험군은

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z=-1.45, p=.147)과 태도(t=0.24, p=

1.30±0.66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20±0.00점 증가하

.812), 간호수행(z=-0.14, p =.887)도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

였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4.86,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 2.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분석

2. 대상자의 정규성 검정

결과, 프로그램 중재 후 치매태도 점수가 실험군은 2.77±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에 앞서 측정변수의 정규성

1.40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40±0.06점 감소하였으며,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3.04, p=.003).

매태도는 두 집단 모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나, 치매지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 3.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

식과 치매 간호수행 측정치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 간호수행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분석결과, 프로그램 중재 후 치매 간호수행 점수가 실험군

3. 가설검정

은 7.66±1.24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20±0.37점 증가
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z=-4.55,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치매 간호수행의 차이는 측정값의 정
규분포 여부에 따라 Mann-Whitney U test와 Independent
Table 3. Normality Test of Variables

(N=60)
Shapiro-Wilk

Variables

Categories

Exp. (n=30)
M±SD

z

Cont. (n=30)
p

M±SD

z

p

Dementia knowledge

Pretest
Posttest

9.93±1.39
11.23±0.73

0.77
0.77

＜.001
＜.001

9.37±1.59
9.57±1.59

0.88
0.88

.003
.003

Dementia attitude

Pretest
Posttest

46.76±3.87
49.53±2.47

0.98
0.96

.785
.372

47.00±3.67
46.60±3.61

0.94
0.94

.100
.110

Dementia nursing
practice

Pretest
Posttest

66.37±7.53
74.03±8.77

0.86
0.82

.001
＜.001

66.13±6.64
66.33±7.01

0.73
0.69

＜.001
＜.00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Effects of a Case-Based Dementia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affs in Long-Term Care Hospital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N=60)

t or z

p

Dementia knowledge*

Exp. (n=30)
Cont. (n=30)

9.93±1.39
9.37±1.59

11.23±0.73
9.57±1.59

1.30±0.66
0.20±0.00

-4.86

＜.001

Dementia attitude

Exp. (n=30)
Cont. (n=30)

46.76±3.87
47.00±3.67

49.53±2.47
46.60±3.61

2.77±1.40
0.40±0.06

-3.04

.003

Dementia nursing practice*

Exp. (n=30)
Cont. (n=30)

66.37±7.53
66.13±6.64

74.03±8.77
66.33±7.01

7.66±1.24
0.20±0.37

-4.55

＜.001

*Mann-Whitney U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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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도 교육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고,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치매지식과 태도 및 간호

차이가 있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 점수가

수행 향상을 위해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t=-3.04, p =.003). 이러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교육 중재

적용한 후 치매태도의 효과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고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

한 차이가 있어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

을 적용한 Je 등[28]의 연구에서도 실험군의 치매태도 점수는

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

되었다(z=-4.86, p<.001). 이러한 결과는 치매에 대한 지식에

에서 실험군의 치매태도 점수는 치매교육 중재 후에 향상되었

관한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간호

는데 이는 매 회차 강의마다 실제 치매 환자 사례를 영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등[7]의 연구나 요양보호사를 대

시청한 것과 제공된 가상의 시나리오가 임상현장의 구체적 상

상으로 한 Kong [8]의 연구에서도 치매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황이나 맥락을 강조하여 중고도 치매 환자의 간호문제해결에

치매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현실감을 높인 점, 간호과정을 적용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치

팀 기반의 문제해결과정이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낮추고 치매

매의 전반적인 이해 및 진단, 치료, 간호에 대한 이론 강의와

태도 향상을 위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

실제 치매사례 동영상 시청 및 사례기반의 간호과정을 적용한

을 것으로 생각된다[8,11]. 따라서 본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노

팀학습이 실험군의 치매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인 및 치매 환자 돌봄 관련 실습을 앞둔 학부생이나 요양병원

것으로 생각된다[7-9]. 따라서 본 교육 프로그램은 요양병원

의 치매병동에 신규 입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간병인 교

간호인력의 치매지식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치

육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에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간호수행은 교육 프로그램 중재 후

게도 확대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고,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램 적용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교육의 효과가 반

이가 있어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

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Kong [8]의 연구에서도 치매에 대한 지

다 치매 간호수행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식은 교육 직후 향상되었다가 교육 1개월 후, 교육 3개월 후 시

(z=-4.55, p <.001). 치매 간호수행은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적

간이 지날수록 교육의 효과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ong [8]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 연구(t=13.37, p =.004)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Stacey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 교육의 효과 지속정도를 확인하는

와 Hardy [29]의 연구에서도 치매교육 후 인지 ․ 행동적 대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대상이 상이한 간호사와

방법이 향상되었고, 실제 치매간호 현장 및 유사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 직군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직군의 차이를 고려한

더 잘 대처한 것으로 나타나, 치매교육이 대상자의 치매에 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후속연구를 시행할 것을

한 간호수행을 향상시킨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인력은 현 의료기관

수 있었다.

취업 전에 치매기관 실습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망상, 무감동의 행동심리증상을 동

나타났고 치매전문기관에 의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의 개설

반한 가상의 치매 환자 사례별에 따른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

및 참여자격도 제한적인 관계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

로그램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치매지식과 태도 및 간호수행

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제도적인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점수를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

있었다. 따라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한 중고도

원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사례기반의 간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 돌봄 인

호과정 팀학습으로 적용한 경우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력들에게 일정시간 이상의 치매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필

려우나 임상 사례별에 따른 간호과정을 팀으로 학습한 후 간

수과정으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 및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

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향상된 선행연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0]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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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한 학습은 임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으로 설정된 사례

결론 및 제언

를 통해 이론지식과 정보를 탐색케 하고 간호문제를 확인한
후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를 계획하는 체계적인 문제해결중심

본 연구는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요양병원 간

의 학습법[30]인데, 사례중심의 간호과정 팀학습이 치매 환자

호인력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

간호수행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임상판단력

례기반의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교육 프로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사례기반의 치매교육 프로그램

그램은 치매 환자의 불안, 우울감, 수면장애, 망상, 무감동의 5

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치매지식과 치매태도를 향상시키고

건의 사례만을 1회기에 한정하여 활용한 관계로, 복합적이고

치매에 대한 간호수행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본 교육 프로그램은 요양병원의 신규 간호인력을 위한 치매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행동심리증상

환자 교육용 자료와 기존인력의 직무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사례들을 개발하는 후속 치매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있을 것이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현장에서도 활용 가

할 것이다.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고도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요양병원 간호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인 대상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치매

인력을 대상으로 사례기반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

지식 도구를 사용하였고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교육종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직

료 직후에만 측정한 점과 치매 지식과 간호수행의 결과는 교

접 돌보는 간호인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육과정 및 임상경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간호인력의 치매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직군이 다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 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 환자 직접 돌봄인력인 간호사와 간

로그램을 적용한 관계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호조무사의 치매지식과 태도, 간호수행력을 향상시켜 치매 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교육대상을 치매 환자 돌봄 제

자의 남은 생애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공자별로 나누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신뢰도와 타당도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력, 임상경험 등이 다른 두 직군이

가 높은 치매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사례기반의 간호과정을 적용한 팀

효과를 교육 직후, 교육 1개월, 교육 3개월경에 확인하는 후속

학습 중 간호진단과 간호계획 부분은 간호사의 주도하에 진행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된 관계로 연구결과인 치매 지식과 간호수행의 향상이 교육의
연한과 과정이 다른 두 직군에게서 동일하게 발생되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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