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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수요가 급

증할 것으로 보이는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을 중심으로, 요양원 입소노인의 

주부양자들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 모형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사례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남자 1 명, 여자 4 명을 사

례로 하여 주부양자인 아들 4 명, 며느리 3 명이었고 자료수집 방법은  비

구조화된 개방식 질문지를 사용한 심층면접과 직접관찰, 기록지 검토였으

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0 년 3 월 18 일부터 4 월 16 일까지였다. 자료의 분

석은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표현 중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여 개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개념들을 관계문헌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순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요양원 이용자들이 노인의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된 

동기는 크게 가족 부담감과 지지부족, 환경개선, 무력감이었는데 가족 부담

감에는 가족들의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짐, 식구들이 지침,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정신적 부담감, 병원경비의 부담감이 있었으며,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정신적 부담이 동반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요양원으로 

입소시킨다는 결정은 형제간의 합의에 의해 주부양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다. 

정보는 인터넷 정보 검색, 신문, 소개를 통한 것이었고, 다른 시설을 

직접, 또는 전화 등의 간접 방문으로 탐방하였다. 탐방 결과에서 보여진 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상황은 유료일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입소조건이 불합리하고, 입소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며, 가

까이 있어 쉽게 노인을 입소시킬 수 있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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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깝고 가정적인 분위기면서 소수의 환

자 만을 받고, 전문 간호사가 운영하면서 다른 곳에서 받지 않는 중증의 

환자도 받는, 또한 자신들의 경제력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다른 유료시

설에 비해 저렴하다는 조건에서 현 요양원을 선택하였다. 요양원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부모에 대해 불편감, 불효라는 생각, 씁쓸함, 죄

송함, 감정이입이 있었고,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 정부에 대해서는 중

산층이 이용할만한 장기요양시설이 없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현 요양원의 긍정적인 면은 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적인 세심한 돌봄

으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며, 비용에 비해 봉사 수준인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된 것은, 비용의 부담, 

공간의 협소, 인력이 적어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 물리치료나 생

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운영면에서 인력 수준에 맞지 않는 중증의 환자

를 받는다는 것과 한 시설에 집중 투자되지 못하고 또 다른 시설이 개설되

어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등이었다. 

요양원 경험을 통해 나온 이상적인 요양원 상은 전문의료인의 돌봄 하

에 자식들의 거주지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로 위치하여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며,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었고, 정부에 바라는 사

항은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핵심되는 말 : 노인, 간호요양원, 이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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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인구는 1970 년에 3.9%, 1995 년에 5.9%였고, 

2000 년에 7.1%, 2020 년에는 1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통계청, 

1996) 인구 고령화가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은 신체 특성상 만성 질환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 저하와 손상의 동반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기 쉬운

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질환에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치유

(cure)를 위한 서비스 보다는 장기적인 간호(care)의 서비스가 더 요구되며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이 크다(강임옥, 1998).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만성질환자가 장기적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이 길어지고 병상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런 환자를 조

기에 퇴원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노인환자 입장에서도 만성질환

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꺼려 할 수가 

있다. 병원에 입원중인 65 세 이상 노인으로 일반 환자와 같은 진료서비스

를 받고 있는 환자 중 46.8%가 실제로는 장기요양환자이며, 3 백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는 64.2%에 이르고 있으며(간협신보, 1999.11.11),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1990 년부터 1998 년까지의 공교 피보험 대상자의 진료비를 분

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 년 동안 

1.8 배 증가했고, 진료비총액은 연평균 25.6 %씩 증가했다(간협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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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4). 

   우리보다 일찍부터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의료비 절감 방안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로써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복지 시설

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김영숙, 1994).  그러나 

우리 나라는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요양을 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

이지 못하다. 국민연금 첫 수혜자가 나오는 2008 년이 되면 유료요양원이나 

양로원의 수요는 더 늘어나리라고 본다. 서미경(1995)은 2010 년에 와상노

인수를 318,000 명으로 하여 와상 노인의 20% 수준에서 요양 시설이 필요

하다고 추정할 경우 총 소요량은 64,000 명이며, 그 중 70%인 44,800 명이 

유료시설 소요량이라고 산출하였다. 이에 무료 시설이나 최고급 실버타운  

등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노인 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병원에서의 치료

는 종결되었지만 집으로 갈 여건이 안된 환자들이 중간단계로 갈만한 시설

은 거의 전무하므로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요양원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보호 시설로 보편화되어 있는 간호 요양원(nursing 

home)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강임옥(1999)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간호요양원(nursing home)과 같은 시설을 도입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하였으며 간호요양원 필

요량을 예측 연구하였는데 우리나라 일반 노인인구의 13%에서 3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강기선(1997)은 오래 전부터 서구사회에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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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고임금의 의사 인력 보다는 전문 간호인력을 활용하

여 간호요양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상적인 유료 노인 간호

요양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향후에 요구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의 필요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시급하다.  그런데 요양원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막연한 기대 심리에 근거한 양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

으며 (이형주, 1993; 김익기, 1999),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연구(신동준, 1997; 허홍, 1993) 등이 있었지만 실제 유료 요양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는 실제 연구 대상이 되

는 유료 요양원이 몇 개 되지 않아 이용자 수도 많지 않았고 노인 대상자

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들의 문제를 표현하기에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핵가족화과 여성취업의 증가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로 가족의 전통

적 기능이 점차 약해져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간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양부담이 

큰 가족에게서 노인요양원 이용선호도가 높고(차흥봉, 1998) 시설보호서비

스에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neshensel, 

1995). 또한 알쯔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llins 의 연구(1994)에서는 노

인 스스로가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족과 전문가가 서비

스 이용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이에 요양원을 이용한 노인가족들을 대상으

로, 심층면접을 통한 요양원 이용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가족부양이 선호되

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 실정에 맞는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 모형 설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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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

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문화 실정에 맞는 시설 모형 설정을 위한 근거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을 이용한 

노인의 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된 배경과 요양원 선택 

과정, 요양원 이용 경험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을 이용하게 된 동기를 파악하고, 

2)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 선택 과정을 알아본 다음, 

3)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 이용과정의 여러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상적인 노인요양원의 형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5 - 

II. 요양원 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험적 자료의 분석에 앞서 노인 요양원 실태와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는 동기로 알려져 있는 노인 환자 부양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

적 보호의 필요성, 요양원 선택시 고려하게 되는 결정 요인에 대해 이론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노인 요양원의 실태 

 

미국에서 요양원이 현저히 늘어 난 것은 1940 년대 초에 접어 들면서

이다. 그 배경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보호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병원 

치료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요양원이 선호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요양원은 처음에는 일종의 영리사업으로 개인들

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이들 시설들은 가

정과 흡사하게 꾸며졌고, 마치 개조된 살림집과 같았으며, 입소 노인들에게 

부드럽고 애정어린 보호를 강조하였다(거의 모든 시설들이 개인의 성을 따

서 지어졌다)(한국노년학회, 1995). 1950 년대와 60 년대를 지나면서 시설 수

가 늘어 났고 정부의 지원도 늘었으며, 수요도 증가하였다. 또한 시설의 형

태도 개인 소유에서 협의체(Joint Commission Hospital Accreditation)로, 나아가 

요양시설협회로 바뀌어 갔다. 1993 년 현재 미국의 요양원 가운데 절반 정

도가 협의체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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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대부분의 노인 시설은 현재 보건 및 간호 기능에 치중하고 있

다. 요양원(nursing home)은 숙식, 의료서비스 , 개인적인 수발이 제공되는 

시설로 인력 수준과 보호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가 있으며, 입주자의 50% 이상이 간호사의 보호를 받는 

요양보호소 

둘째, 간호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와 건강검진이 제공되는 대

인 보호소 

셋째, 대인보호만 제공되는 왕진센터 

한편 요양원은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따라 일반 요양시설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ICF)과 보다 높은 의존도와 치료 욕구를 가진 수

혜자에게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로 나눌 수 있다. 후자에는 정기적 치료와 사회 서비스 뿐 아니라 집

중적인 24 시간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자도 집중적이진 않지만 24 시

간 보호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숙련간호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는 높은 

요금을 청구 받는다. 의료 직원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근거하여 

보호 수준을 결정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1993 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허가한 시설수는 16,332 개에 총병상 수 

1,656,302 병상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그 중 75%가 영리, 17%가 비영리, 8%가 정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리고 시설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시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강한 정책적 신념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 중심의 접근이라는 일관된 

미국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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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1961 년 경제적으로 빈곤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거택보호와 양로, 요양시설 등의 시설보호 차원의 

생활보호법이, 1981 년에는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2 년에는 경로헌장이 선포되었다. 1993 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유료 요양 사업에 민간참여

를 유도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1995 년에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세워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1999 년 현재 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07 개소에 5,403 명, 요양

시설 86 개소에 5,136 명, 전문요양시설 20 개소에 1,812 명이 입소하고 있다 

(표 1). 

단위:개소, 명 

표 1 .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1999 년 12 월 31 일 현재)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구분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시설수 88 4 15 69 13 4 20 

입소노인 4,674 100 629 4,346 689 101 1,812 

자료: 보건복지부, 2000  

 

이 중 요양시설에는 전문요양 시설까지 포함하여 약 7,000 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337 만명(보건복지부, 2000)의  

약 0.2%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노인정을 조사한 결과, 60 세 이상 한국 노

인의 40% 이상이 월 80 만원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노인전용주거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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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를 희망하고 있고(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2), 한국 노인인구의 13~38%

가 요양원 필요 인구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강임옥, 1999)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공급 실태라 하겠다.  

요양원 입소는 무료시설일 경우 자녀나 친인척 등 노인을 돌봐 줄 연

고자가 없으며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관공서를 통해 서

류로 증명한 뒤 거주지에 인접한 사회복지시설 중 자신의 건강 수준에 적

합한 시설로 관공서(시, 군 가정 복지과)의 입소 안내에 따라 입소하면 되

고, 실비시설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65 세 이상 

노인이 입소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1994; 2000).  

1990 년대 초에 유료시설 노인의 평균 연령이 75.4 세이고 배우자가 있

는 경우가 13%, 자녀가 있는 노인이 89%였다. 건강 상태는 양로원 입소자 

중 약 94%가 건강한 상태였고, 요양원 입소자는 약 92%가 신체적인 질병

이 있는 상태였다(최성재, 1993).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주거와 식사서비스 외에 

여가 및 취미 활동, 보건 위생 및 건강서비스가 있고, 비용 부담은 요양원

의 경우 입주 보증금이 3~5 천만원 정도이고, 월 생활비는 50 만원 수준이

다. 이들 시설의 운영비 중 50% 이상이 인건비이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의 인건비 보조는 전혀 없다. 입주자는 남자가 39%, 여자가 

61% 였고 연령은 요양원의 경우 80~84 세가 가장 많았다. 시설 운영의 문

제점으로는 재정과 인력문제이며,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 및 사

회적 분위기 조성, 인력 공급, 행정 규제의 완화, 시설 융자의 확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이 요망되고 있었다. 시설 규모는 1997 년 현재 10 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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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개, 11~49 실이 1 개소이고, 정원도 10 명 이하가 2 개소 51~99 명이 1

개소였다. 요양원 위치는 공기 물이 좋고 민가와 단절된 곳이었고 자격으

로는 연령과 보증인 유무였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인접 병원과의 제휴, 

침 뜸,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상비약, 촉탁 의사 정기검진, 혈압 체크, 간

호사 상담 등이었다. 시설 운영비는 2 개가 1 억원 이하, 1 개시설이 7 억원 

이상이었다. 거주기간은 1~2 년이 66%, 2~3 년이 33%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7).  

 

2. 노인환자 부양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가족의 부담감’은 가족이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 변

화와 같은 상황 및 시간과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 신체, 사회 및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 (Zarit, 1980), 그리고 가족의 경험과 관련

된 반응에 있어서의 고통(distress)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인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부양 부담’이라는 용어는 장애가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 기능 수행 및 정신 건강에 나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 부담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 정의하는 개념이다. 즉 부

양 부담이란 가족이 노인 환자를 부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시간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장영신, 1999).  

우리 사회에서 장기요양 보호 노인의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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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의 부모 부양이 당연한 것으로 규

범시 되었지만 오늘날 장기요양 보호노인이 있는 많은 가족은 부양의 육

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수, 

1997). 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맡겨 두었을 때 수발자는 여러 가지 어

려움에 부딪히는데 육체적, 정신적 건강 쇠약, 갈등적 가족관계, 재정적 고

갈, 감정적 문제, 취업 포기나 조기 퇴직 등 고용기회 박탈, 정서적 소진, 

사회적 고립 등이 포함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조유향(1988)에 따르면 와상 노인의 신체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은 6

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노부

모와의 갈등이 많고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특히 며느리의 부양 

스트레스는 더 높아질 소지를 안게 된다. 특히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자

녀들은 별거하는 자녀보다 더 많은 부양 부담감을 갖는다(김태현, 1997; 민

무숙, 1994). 노인 부양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양 스트레스는 만성적 피로, 

건강 장해, 걱정 우울 및 심리적 부적응이 있으며, 일상 생활의 변화, 부양 

노인으로 인한 속박감과 과중한 부양 부담감 등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송현애, 1993). 이가옥(1999)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호 노인 

수발자의 절반이상(55.8%)이 수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정서적 

부담 역시 심각하여, 가끔씩 짜증이 나거나(65.9%) 매일 지친 느낌을 받으

며, 노인과 같이 지내는 것이 신경 쓰이고 피곤한(55.6%)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람직한 동거 형태에 관한 물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노인은 43.7%가 

동거를 선호하는데 비해 주수발자는 26.5%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일상 생활 동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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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미혜, 1993; Pearson, 1988 ; Draper, 1992), 문제 행동(마정수, 1995), 부양

자의 상황(George, 1986), 간호 행동 수준(Faison, 1999) 등이고, 사회적 지지

가 가족의 부담감을 줄인다(박명희, 1991; 노영숙, 1997 ; Zarit, 1980; Baillie, 

1988). 따라서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족 기능을 지원하여 줄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고 있

다(김태현, 1997).  

   1997 년 현재 미국의 비공식 부양의 국가경제 가치는 1960 억불, 공식적

인 가정 건강 보호는 320 억불, nursing home 보호는 830 억불 이라고 했으며, 

거시적 차원의 건강보호 체계에서, 미시적 차원의 가족 부양자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책임감에서, 보다 효과적인 가족 부양자의 지지 방법을 발견해 

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Arno et al, 1999).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물리치료, 통목욕 대행)에 대한 정보 및 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과 정책적으로 뇌졸중과 같은 장기적 

간호를 요하는 대상 집단을 위해 너싱홈(nursing home)과 같은 간호 요양시

설을 운영하여 가족의 부담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과(이현주, 2000),  부양자

들의 시간적 부담감 및 사회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 등을 통한 휴식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있었다(장영신, 1999). 또한 김병희(1999)는 치매노인 환자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족 모임과 주간보호소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영신(1993)은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원의 부담감이 커지

므로 가능한 적정 입원 일수를 지키고 퇴원 후 병원과 가정을 연계시키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치매노인 주부양자들이 외부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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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도는 높으며, 단기 거주 서비스의 요구도가 가장 높고, 그 외에 

구체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나 수용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낮

다(오진주, 1995). 일반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시설수용에 

대하여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동희, 1994).    

 

3. 요양원 선택과 결정 요인 

 

노후에 자녀의 곁을 떠나 양로 시설이나 요양 시설 같은 노인 보호 시

설에 입소하여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생활 단위로부터 일탈하는 행위가 되고, 친숙한 생활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주거지 이동의 행동이고, 또한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는 일생 일대의 변혁이기에 노인과 자녀 모두에게 극심한 불안과 스

트레스를 초래하는 중대한 가족 이변이다. 노인 주거 시설의 선택은 단순

히 노인 자신이 즉석에서 희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직원의 

자세한 설명, 가족과의 오랜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생기는 일생의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인수, 1997). 

어떤 가족은 부모를 가정에서 보살필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낄 것

이다(한국노년학회, 1995). 요양원 입소와 관련하여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

었던 노인 부양에 대한 해방감과 동시에 현실적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감, 부적절한 자원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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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불안감 등 각종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

을 때 장기보호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htt://net.kitel.co.kr/~krig/sisulboho9.htm). 너싱홈(nursing home)에 가족을 입소 

시킨 가족들은 조절 상실, 무력감, 죄책감, 슬픔과 안도의 양가 감정, 실패

감의 소유, 강요되고 부정적인 선택과 같은 경험을 가지므로, 가족과 간호 

요원간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Ursula, 1999).  

그러므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우 이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자의 역할과 영향이 의미 있는 변수가 된다. Teresi(1988) 등은 시설 보

호 서비스 이용 결정에 대한 가족 부양자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가족 부양

자가 노인의 특성(신체적, 인지적, 기능적 상태), 비공식적 지원 체계의 특

성(이용 가능성), 공식적 보호 체계의 특성(이용 가능성, 자격 요인 등)에 

기초해서 시설 이용을 결정한다고 했으며, Aneshensel(1995) 등은 노인의 신

체적 건강 상태와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Collins(1994) 등도 알쯔하이머 환자의 경우 노인 스스로가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족과 전문가가 서비스 이용의 욕구를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시도한다고 했고, 가족 부양자의 태도를 중요한 변수로 삼

았는데, 이 태도의 개념은 특정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하며, 이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상태에서 제반 상황적 요인

(비공식적 지원 체계, 부양자의 건강과 능력, 서비스에 관한 정보 의뢰 제

안)이 그 서비스의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차흥봉(1998)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부양자의 60.7%가 지역 사회 보

호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했고, 노인 요양원을 선호하는 가족 비율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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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지 않았다.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뇌졸중이나 기타 와상 노인

을 부양하는 가족이,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노

인 요양원을 선호하였고, 배우자 보다 자녀가 부양 가족인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고, 부양 부담이 큰 가족의 노인 요양원 이용 선호도가 컸는데 이것

은 가장 강한 효과를 지닌 것 이었다. 가족 수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보호를 가족 보호의 대안으로 선호하는 경향은 자녀가 부

양하고 있는 경우, 노인이 치매증을 겪고 있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자녀가 소유한 경우, 가족 월 수입이 많은 경우, 그리고 가족 부양 부담, 

특히 정서적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가족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부담

의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가족은 가정 간호사에, 시간적 부

담감이 있는 가족은 단기 보호를, 정서적 부담감을 느끼는 가족은 노인 요

양원과 주간 보호 서비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강기선(1997)이 차세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원 입소에 관한 견해

는 63.6%가 대체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무료보다는 유료요양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요양원의 운영 주체는 정부, 자선기관, 

종교단체, 개인사업체 순이었다. 

이가옥(1999)에 의하면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그 중 가정봉사원 서비스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인

지율은 노인은 15.2%, 주부양자는 35.8%에 불과했다. 실제 이용도 거의 하

지 않고 있었는데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률은 7%, 노인요양시설은 0%였다. 

이용의향은 주부양자의 경우 가정봉사원이 35.7%, 단기보호서비스가 26.7%, 

가정간호서비스가 25.9%, 노인요양시설이 22.2%였다. 이는 일반노인의  가



- 15 - 

구주보다 이용 의향율이 높으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의 보고에 의하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입주

하고 있는 노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의 형태로는 도시 근교형이 55.9%, 

전원형이 28.0%, 도시형이 16.1%의 분포를 보였는데, 도시 근교형을 선호

하는 이유로는 자녀들과 인접하여 왕래가 용이한 점과 복잡하지 않으면서 

수도권과의 교통이 원활한 점이었고, 전원형은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것과 

건강관리를 들었으며, 도시형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교통 편리 및 외출.외박

의 자유와 편의생활의 용이를 들었다. 요양원의 경우는 도시형과 전원형만 

있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시설은 물리치료실이었고 시

설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요인은 입지요건이었다.  

Kruzich 등(1992)은 요양원 거주자의 생활 만족도에 방의 크기, 지지적 

서비스 이용 가능성, 적당한 음식 배선 등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antz 등(1998)은 너싱홈(nursing home)에 관련된 행

정가나, 직원, 전문가들을 초점 집단으로 너싱홈(nursing home)의 질에 영향

을 주는 요소를 질적 연구하였는데 두 가지 중심 요소는 관계와 냄새였으

며, 관련 개념은 중앙화, 관계, 주위환경, 개별 간호, 인력, 안전이었다. 또

한 너싱홈(nursing home)거주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Rantz, 1999)에

서는 너싱홈(nursing home)의 질이 인력, 간호, 가족 참여, 의사소통, 환경, 

가정, 비용이었으며, 특히 시설이 아닌 집과 같은 느낌의 설치가 중요한 요

소로 나타난 것은 거주자들이 장기간동안 그 시설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했

다. 

Chiu 등(1999)은 가족 노동 비용이 고려될 때, nursing home 부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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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장기 부양보다 덜 비싸다고 하며, nursing home 부양이 심하거나 중증

의 의존을 가진 치매환자와 같은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게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했다. 

김영숙(1994)이 전국 152 개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노인들의 복지시설 입소에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권유 도움을 준 기

관이나 사람은 친지와 이웃이 24.4%, 동회 및 구청 직원의 도움이 21%, 가

족 도움이 18,9%,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17.9%였다. 입소 이유로는 

47.9%가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였고, 주거지 및 경제적 이유가 19.3%, 

건강상 이유가 16.7%, 기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와 가족의 소

홀이 있었다. 물리치료 서비스의 요구도는 1 일 3 회 이상이 17.8%, 1 일 1

회가 37.7%, 였다. 또 27 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결과 요

양 시설에는 상담, 오락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더 요구된다고 하였으며,.주

간보호소를 제외한 시설의 퇴소 및 전원 사유는 사망, 가정으로 퇴소, 건강

문제로 다른 기관 전원 등이 있었다.  

이형주(1993)의 노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가구 월 수입이 많을수록 요양원 이용의사가 높았으

며, 요양원 거부 이유는 가족과 별거하기 싫다는 점이, 이용 시 고려 사항

은 시설규모였고, 전문적인 간호를 원했다. 요양원 지불 방법은 보증금과 

월세금 형태를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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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시설의 특성 

 

본 연구에서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이라 함은 치매, 중풍 등에 이환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며 간호사가 운영의 주체가 되

어 관리하는 요양 시설을 지칭한다(강기선, 1997).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2 개, 용인 1 개, 밀양의 1 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A 너싱홈에 입소한 노인들이고, 이들과 그 

주부양가족에 대하여 질적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를 노인의 주부양자로 선정한 것은 노인들을 면접한 결과 노인들의 나이나 

신체적, 인지적 건강상태가 1 시간 정도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전화로 취지를 설명

한 후 면접을 요청한 가족은 거의 모두가 거절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면

회를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구자가 요양원에 상주하며 면회가 끝나는 

시간에 가족을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현재 입소자 14 명의 대상 가족 중 자료수집 기간 중 면회를 온 가족

은 모두 10 가족이었다. 그 중 4 가족이 면접에 응해 주었고 6 가족이 면담

을 거절하였는데 주 거절 이유는 ‘좋은 일도 아닌데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와 ‘환자가 싫어할 것이다’ 등이었다. 운영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면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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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한 이용자 중 한 노인은 아들이 의사였으며, 또 한 노인은 고위 공무

원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의사로서 본인이 직접 부양하거나 병원에 입

원시키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시켰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인 것 

같고 고위 공무원 가족 또한 노출의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 

참여한 사례 중 두 사례는 부부가 같이 면접에 참여해 주었다. 또한 요양

원 이용 후 퇴원하여 현재 집에서 부양 받고 있는 노인의 가족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현 요양원 이용자들로만 대상자가 구성될 경우 좋은 경

험들만 부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접에 동의한 1 사례를 면접하였다. 

본 연구의 총 연구 참여자는 입소노인 5 명을 사례로 하여 주부양자 7

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1) 시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였으며, 잔디밭이 있는 2 층 일반주택을 노인들

의 생활에 맞게 개조한 형태다. 1999 년에 설립되었고 간호사 5 명이 공동 

투자 방식으로 개설하여 요양원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운영에도 참여한다. 

요양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에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중

증의 치매나 중풍 노인이며 최대 입소 인원은 16 명이다. 시설 인력은 간호

사 4 명, 간병인 4 명, 주방 근무자 2 명이며, 월 입소 비용은 100 만원에서 

120 만원이며, 입소보증금은 500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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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 노인의 특성 

 

2000 년 4 월 현재 입소 노인은 14 명으로, 남자 2 명, 여자 12 명 이고,

나이는 50 대 2 명, 60 대 3 명, 70 대 5 명, 80 대 3 명, 90 대 1 명이었다.                

이환  기간은 2 년에서 10 년 사이였고 현 요양원 입소 기간은 1 개월에서 

10 개월이었다. 질병명은 뇌졸중 7 명, 치매 6 명, 파킨손증후군이 1 명이었

는데 뇌졸중과 파킨손증후군 노인의 대부분은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의사소

통이 어려웠다. 뇌졸중 환자 7 명 중 5 명은 거의 침대 생활을 하고 있었으

며, 욕창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 그 중 2 명은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상태

이고 경관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의식불명 상태였다. 치매 환자인 6 명

도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의존적 상태였다. 

 

3) 입소 상담 일지 분석 

 

2000 년 1 월 5 일부터 4 월 10 일 사이의 입소 상담일지 분석 결과 총 

25 사례였고 전화상담이 15 건, 내방상담이 9 건, 전화 후 내방상담이 1 건으

로 전화상담이 많았다. 면담을 한 가족은 아들이 12 명, 딸이 6 명이었고 처, 

며느리, 손주, 손녀 등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9 명 여자가 16 명으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30 대가 

1 명, 60 대가 3 명, 70 대가 7 명, 80 대가 8 명, 90 대가 4명, 연령 기록이 안된 

사례가 2 명으로 70-90 대가 대부분이었으며 30 대 1 명은 정신질환으로 전

화 문의한 경우였다. 질환명은 치매가 11 명, 뇌졸중이 3 명, 뇌손상이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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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1 명, 천식 1 명이었고 나머지 8 명은 질환명은 불분명하나 일상생

활동작의 어려움이 5 명이었고 노인 부부의 불화로 가족이 부담감을 느껴

서 한 노인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는 사례도 1 명 있었다. 거주지는 대부분 

서울이었고 은평구에서 가까운 고양시가 3 명, 용인시 거주자도 1 명 있었

다.  

 

2. 사례 노인 및 연구 참여자의 특성 

 

1) 사례 노인의 특성 

 

사례 1: 76 세 남자로 55 세 때 상처하였으며 2 남 3 녀를 혼자 키웠고 장

남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평소 건강하였고 성격이 반듯하였다 한다. 5 년 

전 종종 걸음이 쳐지며 걸음을 잘 못걸어 개인의원, 한방의원을 거쳐 대학

병원에서 파킨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외래를 통해 투약을 계속 받았으며, 

집을 한옥에서 아파트로 옮겼다. 그러나 3 년 동안 조금씩 증세가 악화되어 

걸음을 못 걷게 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였다. 큰아

들 내외는 1 년간 집에서 수발하다가 잠깐 잠깐 아버지를 부양해본 다른 

형제들과의 합의로 노인시설을 찾게 되었고, 최근 2 년 동안 복지관, 노인 

병원을 거쳐 현 요양원에 5 개월 전 입소하였다. 현재 중증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동작 전부를 도와 주어야 한다. 경비는 아들 둘, 딸 

한명이 나누어 내며, 형제들이 돌아가며 면회를 오는데 큰아들 가족들은 

거의 1 주일마다 면회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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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74 세 여자로 42 세 때 혼자되어 아들 넷을 키웠으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아들들이 고생하면서 자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한다. 

발병 전까지 막내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4 년 전 넘어져 척추골절

로 준 종합 병원에 몇 달 입원하였고 그 후 집에 잠깐 퇴원하였으나, 며느

리도 직장을 다니므로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노인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

년 반 동안 있었는데 치매 증상까지 동반되었다고 한다. 병원비 부담으로 

다른 요양원을 찾게 되었고 신문에서 현 요양원을 보고 입소하여 현재 10

개월째이다. 현재 경증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어 다니며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 생활 동작이 가능하다. 경비는 막내아들과 셋째 아들이 나

누어 내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첫째, 둘째 아들은 면회도 거의 

오지 않는 상태이다.  

 

사례 3: 83 세 여자로 53 세 때 혼자 되었으며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고 

발병 전까지 둘째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첫째 아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한다. 관절염을 20 년 동안 앓아 왔으며 지팡이 짚고 걸음걸이는 가능

한 상태였다. 1999 년 1 월 말 넘어져 대퇴골절을 입어 세달 동안 종합 병원

에 입원하였고, 그 후 퇴원하여 둘째 아들 집에서 간병인과 며느리의 간병

을 받았으나 며느리가 직업을 가지게 되어 낮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 

간병인은 사례노인 뿐 아니라 그 집 간난 아이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

는데, 불평이 커지고 노인은 자신에 대한 소홀함에 짜증이 나면서 자식들

에 대한 불평이 심해졌다. 그러던 중 간병인이 지쳐서 그만 두게 되고, 자

식들이 의논 끝에 시설을 찾게 되었고, 본인 동의 하에 2000 년 1 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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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입소 1 주일 후 노인은 요양원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하였고 1 주일 더 있은 후 둘째 아들의 결정으로 퇴소하였다. 현재

는 간병인을 두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일

상생활동작 모두를 도와 주어야 한다. 부양비는 세 아들이 분담하고 있다. 

 

사례 4: 71 세 여자로 발병 전까지 남편과 함께 살았으며 3 남 2 녀를 두

었다. 9 년 전 뇌졸중으로 대학 병원에서 수술 후 3 개월간 입원 치료하였고 

한방 병원에 3 개월 입원 후 퇴원하여 셋째 아들 가족과 함께 2 년 반 동안 

거주하였다. 물리 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3 개월 동안 치료 받았는데 혼

자 일상생활동작 가능할 정도까지 치유되어 남편과 따로 나와 살았다. 7 개

월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걸음을 다시 못 걷게 되고 집에서 남편과 계속 

성격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자식들이 다시 부양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본인도 원하여 남편의 결정으로 요양원을 찾게 되었으며, 현재 입소하여 7

개월째이다. 현재 좌측 마비이며,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으나 이동은 도

와 주어야 하며, 식사는 혼자하나 위생, 대소변 처리는 모두 도와 주어야 

한다. 정신 상태는 의사 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다. 남편은 한 달에 1 회, 자

식들은 돌아가며 1 주일에 1 회 정도 면회 오는 상태이며, 비용은 남편과 

아들들이 분담하여 내고 있다.  

 

사례 5: 79 세 여자로 4년 전 혼자 되었으며, 2 남 3녀를 두었고 장남 가

족과 계속 같이 거주하여 왔었다. 10 년 전 낙상으로 다리 골절되어 수술 

받은 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3 년 전부터는 경증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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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증상도 보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장남과 며

느리가 수발하였으나 며느리가 연골파괴로 수술을 하게 되어 돌 볼 사람이 

없어져 간병인을 두었는데 한달 후 간병인이 못 견디고 그만 두게 되어 집

안어른들과 가족회의 끝에 요양원을 찾게 되었다. 현재 상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대인 관계가 어려우며, 대퇴 골절 상태로 일상생활동작 전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자식들이  매주 방문하며 비용은 분담하여 내고 있다. 

 

표 2. 사례 노인의 특성 

 성

별 

나

이 

결혼 

상태 

자녀 수 주질환명 일상생활 

동작수준 

이환 

기간 

현요양원 

입소기간 

사례 1 남 76 사별 2 남 3 녀 파킨손 

증후군 

전부 

도와줌 

5 년 5 개월 

사례 2 여 74 사별 4 남 치매 부분 

도와줌 

4 년 10 개월 

사례 3 여 83 사별 3 남 1 녀 대퇴골절 부분 

도와줌 

1 년 2 주 

사례 4 여 71 남편 

생존 

3 남 2 녀 뇌졸중 전부 

도와줌 

9 년 7 개월 

사례 5 여 79 사별 2 남 3 녀 치매 

대퇴골절 

전부 

도와줌 

3 년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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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노인과의 관계는 모두 노인을 직접 부양했던  아들 며느리였으며 나이

는 50 대인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40 대 였다. 교육수준은 모두 대졸 이상

이었다(표 3).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노인과의 관계 나 이 직 업 교육 수준 

사례 1 큰아들 

큰며느리 

45 

43 

초등학교 교사 

주부 

대졸 

대졸 

사례 2 막내 아들 42 무역업 대졸 

사례 3 셋째 며느리 41 대학 강사 박사과정 

사례 4 셋째 아들 

셋째 며느리 

43 

42 

회사원 

주부 

대졸 

대졸 

사례 5 큰 아들 55 회사원 대졸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료 노인간호요

양원 이용자가 많지 않고, 가족 부양이 선호되는 사회 분위기이므로 조사 

연구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 노인간호요양

원 이용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위해, 관련자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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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에 의존하였다. 

 자료는 연구자의 심층 면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보조 자료로서 요양원

의 일일기록지와 입소상담기록지를 검토하였고, 사례 노인의 상태는 직접 

관찰하였다. 면접 도구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개방식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의 영역은 다음의 3 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있다. 

 

1) 요양원 입소 과정  

2) 요양원 선택 요인 

3) 요양원 이용 경험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은 요양원 상담실(4 사례), 또는 참여

자의 직장 사무실(1 사례)에서 2000 년 3 월 18 일부터 4 월 16 일 사이에 실

시하였다. 면접시 충분한 취지 설명 후 참여자와의 상호 작용으로 솔직한 

응답을 받아 내고자 노력하였고 참여자의 허락을 얻어 모두 녹음하였다.  

Digital recorder 를 사용하여 면접에 방해가 되진 않았다. 

녹음 내용은 면담 당일 바로 기록지에 옮겨 적었으며 빠진 부분이나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전화 면접으로 확인하였다. 요양원의 일일 

기록지와 입소 상담 기록지는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특성 이해를 위해 참

조하였다. 면접의 소요 시간은 50 분에서 1 시간 30 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Lincoln & Guba, 

1985; 정승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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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면접에서 참여자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고 계속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였다. 

둘째,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 중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였다. 

셋째, 확인된 의미 있는 요소들을 해석하여 개념을 설정하였다. 

넷째, 나타난 개념들을 관계 문헌을 참고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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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요양원 입소 동기 

 

전반적으로 노인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된 동기는 가족 부담감, 지

지 부족, 환경 개선, 무력감이 있었다. 

 

1) 가족 부담감 

 

 가족 부담감의 속성에는 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짐, 식구들이 지침,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정신적 부담감, 병원비용 부담

감이 있었고,  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으로 나눌 수 있

지만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들어 지면서 정신적인 부담감을 같이 느끼는 복

합적인 상황이었다. 사례 1 과 같은 치매 노인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

거나 지치는 육체적 부담감이 컸고, 사례 3 이나 4 와 같이 인지능력은 있으

나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의존적인 노인에서는 정신적인 부담감이 더 컸다.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은 주부양자에 대한 주변 형제들의 이해부족, 노인의 

편애에 대한 주부양자의 섭섭함이 형제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주부양자

의 스트레스가 자녀들에게까지 파급되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

났다. 사례 2 의 경우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됨으로써 병원비의 직간접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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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들의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짐 

 

낮에 왔다 갔다 하시고, 소변  갈아  드리고 그런 것은 좋은데, 밤에  안 주무시고 

계속 우리를 불러대고 괴롭히시니까 낮에 직장을 나가야 할 사람이 밤에 한숨도 

못자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 지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은 견디지만 계속되니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구요.(#1)*    

 

꼼짝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요 . 한번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문을 안으로 잠그신 

거야. 문을  열으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  들으시니까  문  따고  들어  왔어

요.(#1)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부엌  살림이 전부 안방으로 가 있고 그래서  힘들고 

그렇다는거죠.(#1) 

 

아이가 잠을 못자요. 마주 보는 방인데 한참자고 있는데 가서 막 흔들어 깨우는거

야. 일어나라고. 그러고 뭐 화장실 앞에 이만큼 싸 놓으시고…(#1) 

 

(2) 식구들이 지침 

 

12 월이  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burn out 이 되었어요. 간병인  아줌마도  이제 못 

있겠다 그러고….(#3) 

* 면접 내용 끝에 첨부된 (   )는 사례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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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물리 치료, 팔 운동 시켜드리지 , 매일 목욕 시켜 드리지 , 하다 보면 팔이 이

만해 졌으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지치죠 뭐(#4) 

 

노인 분들이  그냥 적적하시니까  꼭  옆에 있으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노인  옆에서

만 시중할 수 없잖아요. 자기 볼 일도 있고, 그런 데서 지치죠.(#5) 

 

(3)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모시는  사람은 하느라고  해도  옛날  말대로 긴 병에  효자 없고  효부  없다고  그러

듯이 짜증이 나죠 . 어떤 때는 짜증내고 신경질도 부리게 되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식구들은 그게 싫죠. 그런 것도 형제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더라 구요.(#5) 

 

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어두워 지고, 그 다음

에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받는 스트레스

가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4) 

 

남편이 바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 가지고 와서 정말 후덕한 며느리라면 모를

까 한마디쯤 짜증 섞인 얘기  할 수  있을 거고 남편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는데 하는 생각에 화도 많이 낼  거고 , 그럼  피차간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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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하신 분도 어쩌다 한번 오는 자식들한테는 아무래도 반갑게 받아 들이

시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갈등도 생기는 것 같고…(#4) 

 

(4) 정신적 부담감 

 

받아 들이시는 분의 마음과 , 또 하는 사람과의  그런 것들이  서로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지다  보니까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불편하니까 힘들어지고, 모시는 

사람은 모시는 사람대로 힘들어 지고…(#4) 

 

정신적으로 무지무지  힘들어요. 환자와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님도 계신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어

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4) 

 

아무래도  환자다 보면 내가  몸이  아프다 보면 좋은  부분  보다는 섭섭한  부분이 

더 크게 노출이 되고…(#4)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다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되

죠.(#4) 

 

(간병인)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짜증이 나고 어머니는 어머님대로 맘껏 안해 주니

까 자식이  소홀하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셨는지  자식들한테  complain 이  많아지

고 힘들게 하시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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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병원비용 부담 

 

병원에서  처음에는 한달 입원료가 의료비 공제 받고도  140 만원 정도 나왔어요 . 

160 만원  정도까지  나오다가  IMF 때는  200 만원까지 올라가더라  구요 . 또 매점에서 

대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기저귀 값이 1 달에 30 만원 이예요. (#2) 

 

2) 지지 부족 

사례 2 와 같이 맞벌이 가정일 때 노인환자의 가족부양은 어렵게 되며, 사

례 5 는 주부양자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로 개

인 간병인까지 두었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

회적 지지제도와 시설이 필요하다. 

 

(1) 돌보아 드릴 사람이 없음 

 

퇴원하여서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 활동  못하시고  누워만 있으니까, 자꾸  누가 돌

보아 드리지도 못하고(#2) 

 

집사람도 job 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2) 

 

우리집 사람이 무릎 관절이 아파 수술을 하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5) 

 

간병인을  집에  뒀는데 노인  분이  계속  자꾸  자기  옆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못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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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고 가셨어요.(#5)  

 

3) 환경 개선 

환경 개선에는 환기 목적, 관계 변화의 경험이 있었는데, 노인에게서 

받는 정신적 부담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더 이상의 갈등 소지와 관계의 

악화를 막아보려는 뜻이 보였는데 노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며느리 

두 사례에서 나타났다. 

 

(1) 환기 목적 

자식들은 일단 모셔 보자라는 얘기를 했죠. 가족이 아닌 곳에서 어머니가 한번 겪

어 보시게 하자, 자식들이  이만큼 힘들고  또 자식  만큼  잘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도 어머니가 좀 아셔야 된다 , 너무 모른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

무 많이 요구 하셨기 때문에(#3) 

 

(2) 관계의 변화 경험 

환자인 상태면 부모라는 입장 보다는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로 변해요 시간이 흐

르다 보면,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4) 

 

4) 무력감 

무력감에는 끝이 없다는 느낌과 어쩔 수 없음이 있었는데 이런 속성들

이 가족 부양에서 요양원 보호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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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이 없다는 느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들 원하

는 것 같아요.(#4) 

 

(2) 어쩔 수 없음 

남편도  집안에서  알아 주는  효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요(#4) 

 

요양원 입소 동기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4 와 같다. 

 

표 4. 요양원 입소동기 

개 념 속 성 사 례 

가족들의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짐 #1 

식구들이 지침 #3 #4 #5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4 #5 

가족 부담감 

정신적 부담감 #3 #4 

 병원비용의 부담 #2 

지지 부족 돌보아 드릴 사람이 없음 #2 #5 

환기 목적 #3 환경 개선 

관계의 변화 경험 #4 

끝이 없다는 느낌 #4 무력감 

어쩔 수 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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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원 선택 과정 

 

1) 요양원 선택 단계 

 

(1)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은 인터넷 정보검색, 전화, 신문,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것이었는데,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은 의료인이었다. 인터넷 검색은 컴퓨터

에 익숙한 교육계 종사자 사례에서 많이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더 늘어 나

리라 본다. 사례 2 같이 노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병원에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염두에 둘 점이다. 면접 동안 느낀 점은 5 사례 모두 

개인적으로 요양원을 찾기 위해 많이 힘들어 했다는 것이다. 

 

가. 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 통신으로 복지관, 치매 같은 데 들어가 보면…(#1) 

 

복지관을 통해서 명단을 얻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계통만 찾아서 보면 명단들

이 나와요. (#1) 

 

Internet search 를 죽 해서 찾았어요. (#3) 

 

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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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복지관에 전화를 해 본 곳이 열 군데는 넘을 거예요.(#1)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위탁  시설  같은  데를 알아  보고 가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1) 

 

복지부에 전화도 했어요. 답답해서(#1) 

 

다. 신문 

노인 전문 병원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난 걸 보고 갔거든요. (#1) 

 

신문을 보고 왔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마땅한 곳을 찾고 있던 차에… (#2) 

 

라. 소개 

한군데 가면 다른데 소개도 해줘요. (#1) 

 

저희가 그런 상황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개를 해요. (#1) 

 

저희 아는 분이 병원쪽에 계신데 소개를 해 주어서  믿고 왔어요. (#4) 

 

누나에게  누가 소개 해 주어서 왔어요.(누나에게 소개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는 잘 모르겠다고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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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은 발병 5 년째로 2 년 전부터 모실만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경우로 인터넷, 신문, 기관의 소개, 아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직접 가보

고 복지관, 노인 병원 등에 모셔 본 사례로 현 요양원은 인터넷을 통해 알

고 2 번 방문하였다 사례 2 는 발병 후 3 년 동안 노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

었는데 병원 비 부담으로 모실 곳을 찾고 있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고 1

번 방문 하였다. 사례 3 은 부양자가 의료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러 시설

을 알아 보고 전화로 비용 비교한 후 한번 방문 하였다. 사례 4 는 아는 의

료인의 소개로 전화로 확인 후 1 번 방문 하였다. 사례 5 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1 번 방문 하였다.  

 

 (2) 타 시설 탐방 경험 

 

두 사례는 다른 시설을 둘러 보고 실제 노인을 입주시켜 본 경험을 가

지고 있었고, 세 사례는 전화나 방문 등의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타 시설을 계속 이용하지 못했거나,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의 고부

담, 시설의 입소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정된 입소 기간, 수용소 같

은 시설의 분위기, 거리가 먼 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짐, 시설 인력의 비인

격적 대우, 부적절한 시설, 병원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비용의 고부담은 노인병원 이용 시 장기 입원으로 인한 부담과 IMF

와 같은 특수 상황이 겹쳐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유료 요양원일 경우 보

증금이 비싸거나 월이용료가 부담이 되었다. 시설의 입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노인만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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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이는 실제 이용이 꼭 필요한 노인의 상황과

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입소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복지관의 경

우 단기보호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 1

은 요양원 탐방 경험이 많았는데 다수의 시설들이 수용소 같은 폐쇄적인 

분위기라고 지적해 주었으며, 노인에게 부적절한 시설들의 상황표를 가지

고 있으며, 공개하고 싶을 정도라고 하여 요양원 개설 시나 정기적인  질

평가가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자식된 도리로 자주 면회를 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요양원까지의 거리가 문제되었으며, 노인의 상태가 안좋아 

지는 것은 다른 시설을 고려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자식인 본

인 대신 노인을 돌보아주는 요양원 인력의 자질 또한 요양원 선택 시 중요

한 요소였으며, 노인 병원은 장기요양시설의 큰 부분이지만 호전이 가능한 

노인 외에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로 선호되지는 않았다.  

 

가. 비용의 고 부담 

 

병원에서  처음에는 한달 입원료가 의료비 공제 받고도  140 만원 정도 나왔어요 . 

160 만원  정도까지  나오다가  IMF 때는 200 만원까지  올라가더라구요 . 또 매점에서 

대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기저귀 값이 1 달에 30 만원 이예요. (#2) 

 

용인 같은 경우는 200 만원 보증금을 내고도 200 만원을 매달 들어 가야 되고, 충

남 같은 경우는 300 만원 내고 거의 100 만원 정도 내고(#3) 

 



- 38 - 

다른 데는 보증금이 비쌌어요. (#4) 

 

나. 시설의 입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는 받는 데가 많아요 . 할아버지가 훨씬 힘드니까 할아버지들

은 기피하는 거예요. (#1) 

 

해볼 수 있는 데는 다  해서  전화를 하는데 어느 한 곳도 속시원히 오라고 하는 

데는 없었어요. (#1) 

 

할머니만 받습니다. 하는데 하고 할아버지도 받지만 거동이 편하셔야 됩니다. 거

동이 불편한 사람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 화장실 출입은 가능한 사람만 받는 거예

요. (#1) 

 

일단 모셔 가지고  며칠 보고 생활할  수 있는지  보고 받겠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 . 

(#1) 

 

성당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는 할머니 밖에 못 받는다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1) 

 

다. 한정된 입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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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1 년에 90 일 이상은 못 모시고 보름 있으면 나가야 돼요. 밀려 있는 사

람이 많데요. (#1) 

 

거기는 문제가 한 환자를 오랫동안 보호를 못해 줘요.  3 개월인가 규정이 되어 있

더라구요 .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한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로

테이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장기  보호할 환자들은 안 좋죠 .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나가요. (#2) 

 

라. 수용소 같은 폐쇄적인 시설의 분위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참  이런  곳은  자식된 도리로서 못 모시겠다  싶은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몇  십만원씩  받고 하는데도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다  두고  그냥 

문을 닫아 놓는거야. 그냥 수용소 같이. (#1) 

 

어떤 데는 저희들이 들어가  보려고 하면 보는 것 조차도  싫어  하는 곳이 있어요 .  

우리들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걸 안보여 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 

그런걸 볼 때 거부감이 드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1) 

 

마. 부적절한 시설 

 

어떤 복지관에  갔더니 문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돌아서 들어 가야 하는데 거기 가

는 동안에 다 싸시겠더라구요. (#1) 



- 40 - 

 

바. 거리가 멈 

 

워낙 머니까 자주 못 가 뵙고(#1) 

 

만약 거기서 돌아 가시게 되면 서울로  모셔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

겠다 싶었어요. (#1) 

 

순천 같은 데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매달  70 만원쯤 낸다는데 너무 멀어

요 목포 이런데도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3).    

 

용인도 너무 멀고, 가려니 1 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3) 

 

사. 노인의 상태가 나빠짐 

 

상태가 계속 안  좋아  지시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실 것도  같고 , 더 이상 아버님을 

거기 더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1) 

 

아. 시설의  인력 문제 

 

어떤 곳은 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 할아버지한테, 애 다루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더 이상은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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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받게 하고 싶진 않더라구요. (#1) 

 

자원 봉사자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공공 근로도 원하면 이런 데로 보내주나 봐

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일하는 걸  보면  정말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 

그야말로 와서 시간만 채우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은 정말 할 사람

들이 해야지 아무에게나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자. 병원 분위기 

 

병원 이라는  게 노인  병원이라는  게 환자로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  고치러 왔

다가 완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병원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뭐 노인분들 

한테는,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2) 

 

(3) 현 요양원 선택 

 

현 요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의 가정같은 아늑한 분위기, 

전문 인력의 신뢰감과 편안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주 이유였고, 개

방성, 적정한 서비스 내용, 거리의 가까움, 선택의 여지가 없음 등의 이유

가 있었는데 소규모의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

두 제시해줌으로써 요양원 선택 시 가장 비중이 있는 속성이었다. 이는 아

직까지 가족 부양이 대부분인 우리 정서에서 대단위의 병원 같은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것보다 가정적인 환경에 입소시키는 것이 주부양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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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노인들

을 돌보는 인력인 만큼 전문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선택 요

소였는데, 특히 주부양자가 간호사였던 사례 3 에서는 이 요소가 가장 중요

한 선택 이유였다. 다른 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

된 선택사유가 되었고, 사례 3 은 서울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가 어려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례마다 2~3 가지의 복합적 이유로 현 요

양원을 선택했다. 

 

가. 소규모의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분위기가 뭐랄까 아늑하니 편안한 내 집 같은 분위기가 들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

에는 그게 참 좋았어요. (#1) 

 

여기는 집이라서 그런지 환경이 오히려 노인들 한테 환자라는 이미지를 덜 느끼

게 해 주는 것 같아요. (#2) 

 

와 보니까 집 같고…(#5) 

 

너무 대단위 수용소가 아니고 가정적인 거죠 . 집 자체도 가정적이고 ,  신경을 많

이 쓰죠 아무래도. 소규모 인원이니까. 그런 게 작용을 많이 했죠. (#5) 

 

환자의 심적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가정적이고 규모 자체도  그렇고 하니까.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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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단위 수용소 이런데 가면 버림 받았다는 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노인들이 . 

그런 심적인 부담이 좀 적을 것 같더라구요. 소규모 가정적인 것이…(#4) 

 

나. 전문 인력의 신뢰감, 편안함 

 

처음에 간호사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편했어요. 사람 대하는 

일이니까 그 봐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뭐랄까 굉장히 편안

하고 관심있게 들어 주시더라구요. 그런 얘기들을. (#1) 

 

일단 간호사라 경험이 있으시고 신뢰가 가더라구요. (#2)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간호사가  했기  때문에 간호사라는  것을  정말  100% 믿었어

요. 일반 다른 복지 시설보다 그냥 일반 사회 복지 같은 데서 시설 만들어서 들어 

가서 하는 데보다 훨씬 질이 높을 거라는 걸 많이 기대했어요. (#3) 

 

간호사가 한다고 quality 가 높을 거라고 제가 얘기 했어요. (#3) 

 

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월 100 만원이면 절반이잖아요. 의료 보험 안된 데도(#2) 

 

비용이 다른 데 비해 저렴했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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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는 비용이 110 만원 밖에 안든다고 거기로 하라고 했어요. (#3) 

 

여기가 보증금이 좀 싸잖아요. 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돼요. (#4) 

 

라. 개방성 

 

면담하고  시설을 보여  줬어요. 어떤  데는  들어가 보려고  하면  보는 것  조차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왜 요양소  해가지고  이상한 데도  많잖아요.그런  데가  가끔  보면  신문이나  TV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상한  데다 가두어  놓고  밥도  제대로 주는 지 안주는  지  모르겠

고, 그런데 여기는 open 되어 있고…(#1) 

 

마. 거리의 가까움 

 

서울권이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보기 좋지 않겠냐고 했고(#3) 

 

바. 선택의 여지가 없음 

 

일단 이런 데가 많지가 않았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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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선택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5 과 같다. 

표 5. 요양원 선택단계 

범 주 속 성 사 례 

인터넷 검색 #1 #3 

신문 #1 #2 

소개 #1 #4 #5 

정보수집 

전화 #1 

비용의 고 부담 #2 #3 #4 

시설의 입소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1 

한정된 입소 기간 #1 #2 

수용소 같은 폐쇄적인 분위기 #1 

부적절한 시설  #1  

거리가 멈 #1 #3 

환자의 상태가 나빠짐 #1 

시설의 인력 문제 #1 

타 시설 탐방 경험 

병원 분위기 #2 

소규모의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1 #2 #4 #5 

전문 인력의 신뢰감, 편안함 #1 #2 #3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2 #3 #4 

개방성 #1 

거리의 가까움 #3 

현 요양원 선택 

선택의 여지가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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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원 선택 과정에서의 정서 경험 

 

요양원 선택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부모, 본인 자신, 정부와 공무원

에 대한 감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부모에게는 불편감, 불효, 씁쓸함, 감

정이입, 죄송함이 있었고 자신에 있어서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정부에 대

해서는 장기요양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있었다.  

 

(1) 부모에 대한 감정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 놓고 모든 사례에서 불편감을 호소하였지만 뒤

이어 부모도 요양원이 더 편할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양가 감정을 보여 

주었다. 사례 2 는 막내인데도 어머니를 부양할 만큼 다른 형제들에 비해 

어머니와 친밀하였으므로 요양원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것을 불효로 받아들

였다.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감정이입은 여성 참여자들의 속성

으로 며느리 2 명에게서 나타났다.  

 

가. 불편감 

 

모셔 놓고 나니까  정말 이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저희도 불편하죠. (#1) 

 

고이 못  모셔  드리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항상  머리 속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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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4) 

 

안 좋죠 . 좋을 게  없죠 . 좋은 게  없는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많죠. (#4) 

 

우리 집  사람은 아무래도  편하겠지. 며느리니까 . 근데 전  친부모라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게 마음이 안 좋죠. 올 때마다 느끼죠. 다 나으면 다시 모셔 가야죠. (#5) 

 

모셔다  놓고  식구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입장은  더욱  그랬어요 . 간호산데 

못 모시고  부모를 저곳으로 보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혈연된  입장에서 …  그래

도 거긴 믿을 만한 곳이다. 그래서 믿고 나왔죠. (#3) 

 

사실 본인도 편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으로서는 마음 한구석이 미어지죠. (#2) 

 

나. 불효 

 

항상 마음 한구석에 같이 못 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 마치 불효하는 것 같고(#2) 

 

다. 씁쓸함 

 

모셔 놓고는  굉장히 기분이  씁쓸하죠. 노인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나올  때 그 부

모님의 눈초리가 뭐랄까 눈앞에 아른거려요. 오랫동안 아휴 참 괜히 모신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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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생각…(#3) 

 

라. 감정 이입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텐데. 내가 늙었을 때 나도 

저런 입장이 되면 어떨까. (#3) 

 

내가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  나도 자식을 키

우는 데,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을 텐데, 어려우셨을 텐데…(#2) 

 

마. 죄송함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지만…(#4) 

 

(2) 자신에 대한 감정 

본인 자신에 대한 감정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네 사례였는데 부모를 

시설에 모셔놓고, 자신들도 건강이 악화되어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 당연히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럴 경우 이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음을 걱정했고, 특히 경제적 부담이 요양원 입소의 동기

가 된 사례 2 의 경우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보험에 

드는 것까지 고려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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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후에 대한 걱정 

 

다 앞으로 우리 문제죠. (#5) 

 

사람들에게 그런 얘길 해요 . 지금 남의 일이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고 , 나중에 우

리들, 내가  없이 만약  애  아빠가 이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당장  우리나라  남자

들, 지금  40 대  50 대인 남자들  10 년  안에 20 년  안에  닥칠 지 모르는  데  갈  데가 

없을 거라 이거예요. (#1)    

 

우리가 늙어서 그 나이 되어서 그 상황이  될 때  쯤이면 우리가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자식한테까지 그런 부담 주지 않고 내가 한 만큼. 이때까지 우리 아빠

가 낸 세금만 해도 얼마나 냈어요? 그렇게 세금을 내고 살았으면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1) 

 

제가 늙을 때는  이런  기관이 더 많아 지겠죠 .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죠 . 좋은 

곳도 있고, 좀더 비용을  추가해서 좋은 곳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하나의 미리 

보험을 들어서 치매 보험 같은 것 들어 놓으면 이다음에 자식들 한테 신세 질 필

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미리 암보험 들듯이 치매 보험 하나 들어 놓고 나

중에 내가 치매  걸려 그런 기관에  딱 들어 가면 알아서 보호해 주고 죽게 되면 

장례까지 치뤄 주면 얼마나 깨끗해요. (#2)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노인 인구가 많아 지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는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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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노인 인구들이  앞으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노인이 될 건  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있는 노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옛날의 충효 사상을 위해

서나 나는 복합적으로 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그 지원은 당연

히 노인 복지 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해요. (#3) 

 

(3) 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정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감정은 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은 부양자가 

없거나 저소득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상류층을 위한 민간 영리시설

이 대부분으로 중산층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대부분의 사례에서 느끼고 있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노인

을 위한 시설이지만 그들의 신체적 상태에 맞지 않는 시설을 갖고 있다든

가,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상황만 무마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은 장기요양시설 이용과 탐방 경험이 많은 사례 1 과 노인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 2 에서 볼 수 있었다. 

 

가. 우리나라 장기 요양 시설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중산층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저소득, 빈민층 아닌  중하층이  갈만한 

곳은 정말 없어요. 이런 시설도 못 와요. 저희도 만일 형제도  없고 아버님의 도움

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4)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실버 타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중산층을 위한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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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이 살다가 노인이 됐을 때 떼돈 만들어 놓진 못하잖아

요. (#3) 

 

우리가  이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데 정말  괜찮다는  실버 타

운은 1 인당  1 억에서  2 억이  필요한 , 저희  성당  분  가운데는  두  분이 들어  가는데 

거의 7 억이 들었다고 해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실버  타운이 

아닌거죠. (#1) 

 

저희보다 조금 어려운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은 있더라구요 . 오히려 많아

요. 사회 보호  대상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 갈 수가  있고 , 

저희들 보다 돈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있는데 저희 같

이 중산층 되는 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2) 

 

아주 없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내고 갈 수 있는 무료 시설이 많아요. 굉장히 많

더라구요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1) 

 

나. 공무원에 대한 불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 그건 말이 안 되

는 거예요. 나랏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정말 분명히  그런데는 여

기 보다는 돈을 훨씬 적게 내요. 여기 반도 안 되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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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나랏돈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자기네 편한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시설 하나도 안되어 있는 곳에 수용한다는 것은 그

런 공무원들이 있고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공무원들이예요. 그렇

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1) 

 

제일 속상했던 게 복지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걸 그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입만 막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다 크게 떠들고 다닐까 봐. 그러지 않게 

하려고 소개를 시켜 준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 힘을 가해서…(#1)  

 

정부가 모든 걸 다 나서서 하려며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면 풀리지도 않아요. 그

래서 국가는  , 정부는  필요한 곳에 지원만  해 주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 누

가 이끌어 나가냐 하면 민간 단체가 꾸려 나가면 되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정부는 감독만 하면 되요 .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하는 것 보다 낫죠. 공무

원들이 직접 나서서 할여니까 숙제는 많고 안 되는 거예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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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선택과정에서의 정서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요양원 선택과정에서의 정서 경험 

범 주 속 성 사 례 

불편감 #1 #2 # #3 4 #5 

불효 #2 

씁쓸함 #3 

감정이입 #2 #3 

부모님 

죄송함 #4 

자신 노후에 대한 걱정 #1 #2 #3 #5 

장기요양시설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1 #2 #3 #4 정부 

 공무원 불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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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선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요양원 선택 과정 

입소동기 발생 

 

가족 부담감, 지지 부족 

환경 개선, 무력감 

정보 수집 

 

인터넷, 전화, 신문, 소개 

시설 탐방 

요양원 선택 

 

 

분위기, 거리, 인력, 비용, 

형제간의 합의 

노인 양해 

(인지력 있을 경우) 

정서 경험 

 

부모님 불편감 

불효 

씁쓸함 

감정이입 

죄송함 

본인    노후에 대한 걱정 

정부    상대적 박탈감 

공무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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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요양원 경험  

 

1) 긍정적인 면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좋아진 것을 가장 긍정적인 면으로 지

적하고 있는데, 좋아진 이유로는 가정적인 편안한 분위기를 들었다. 반면에 

사례 3 처럼 신체적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금방 퇴원하였다. 처음 요양원 

선택시에 가장 많은 선택 요인이 되었던 가정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실

제 경험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마땅한 요양원 시설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런 시설이 있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주부양자 모두는 시

설 운영자에게 감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미비

한 점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이해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었다. 

 

(1) 노인 상태의 호전 

 

정말 가족처럼 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상태가 오히려 안동에서 오실 때보

다 좋아 지셨어요. (#1) 

 

아버님이 일단 여기 오시면서 편하세요 . 저희가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 보다는 훨

씬 더 편안한 얼굴이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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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와서는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좀  좋아지시더라구요 . 거

기서는 계속 죽도 못  드셔서 캔으로 된 미음을 드셨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이삼일 

죽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밥, 식사 하셨어요. 밥심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2) 

 

옛날에는 누워서 왔어요. 지금은 혼자서 기어 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고…(#2) 

 

(2) 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적인 세심한 돌봄 

 

딱딱한  병실에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있는 것 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말씀 나눌 공간이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 이렇게 가정집으로 꾸며졌기 때

문에 편안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요. (#2) 

 

가정적이예요. 인원도 적고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죠. (#5) 

 

여기서 이렇게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노상 대하고 말을 시키고 누군가 건드리고 

말을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아버님한테  이게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어떻게 보면 물리 치료 보다는 와 가지고 한번 더 주물러 드리는 것, 따뜻하게 한

번 만져 드리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여기 한분 계신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누워 계시면 왜 누워 계시냐고 막 이럴 때 그게 오히려 정감있고 그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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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누가 여기 같이 정성껏 돌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4) 

 

여기서 해주는 따뜻한 음식이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자주 와서 봤는데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5) 

 

항상 깨끗하고 목욕도 자주 시키고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5) 

 

(3) 현 요양원 존재에 대한 감사 

 

이 시설 자체를 open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3) 

 

이렇게 우리 가족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잠시라도 돌파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뜻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3) 

 

이것은 개인이 하고 이런 시설이 이런 시설이 요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

기 때문에 돈에 맞는 시설이라는 거죠. 저희가 모셔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봉사에 

가깝다고 봐요. 

이분들한테 감사해요. (#4)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하다가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중

간이 떠버리기 때문에, 퇴원하셔서 병원에서도 안받아 주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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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셔서 이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용에 비해서… 힘들 것 같아요. (#1) 

 

2) 부정적인 면 

 

현 요양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용면에서 그 중 자신들의 실정에 맞다고 선택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

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환경문제로 가장 많이 호소 하는 것은 공간의 협소

함이었고 목욕 시설의 불편함, 공기가 나쁨, 냉방 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더

위, 나쁜 냄새, 시설 접근의 불편함 등이 있었는데 나쁜 냄새는 외국 

nursing home 의 경우 중요한 질평가 요소이다. 인력면에서는 간병인의 수가 

적어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점과, 간병인의 질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비스 면에서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운동 기구가 없다는 

것과, 생활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식사에 대한 

불만족은 한 사례에서 나왔는데 노인 스스로 식사를 거부한 면도 있다고 

덧붙여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화 연락이 잘 안되어 답답

하다는 것은 입소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공중 전화를 걸 수는 있으나 자식

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침대 가까이 전화가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로서는 전화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문안 인사를 중요시 하는 한

국적 상황에서 시설 설치 시에 고려할 점이다. 

운영면에서는 주부양자 중 의료인이었던 사례 3 이 주로 지적해 주었는

데, 인력 수준에 맞지 않는 중증의 환자를 받는다는 점과 간병인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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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되어 있는 점과 홍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고 다른 시

설에 중복 투자로 현요양원에 재투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질저하를 우려

하였다. 

 

(1) 비용 부담감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주 큰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한 달에 110 만원을 내거

든요.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의 보호자가 모신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만일 200 만원 

받는 사람이 110 만원 내놓고 어떻게 있겠어요. (#1) 

 

이런 데가 좋은데 비용이 …  저같이 형제가 같이 부담하면 비용이 덜한데 혼자 있

는 경우가 많잖아요 . 혼자  다 부담하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구요 . 100 만

원도 사실…(#2) 

 

(2) 공간의 협소함 

 

조금만  더  넓었으면, 바깥이 …  마당이  있긴 하지만  조금 넓어서  wheel chair 타고 

한바퀴 돌 수 있는…(#1) 

 

공간적인 것도 바깥에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2) 

 

공간이 없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Wheel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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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셔서 당신이 움직이셔서 그래도 가실 수 있는 곳 , 스스로 운동 같은 것도 조

금 하살 수 있고…(#4) 

 

( 3 )  불충분한 시설과 환경 

 

목욕 시설이 불편하죠. (#4) 

 

전화 연락이 잘 안되어서 답답했어요. (#3) 

 

여름에 좀 덥더라구요. (#1) 

 

겨울이었는데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변을 보면 안에서  다 해결해야 

하니까 냄새가 심하죠. (#3) 

 

요양원 앞까지 들어 가는 교통도 너무 불편했어요. (#3) 

 

공기 자체도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안 좋았어요(#3) 

 

(4) 불충분한 인력과 간병인의 낮은 질 

 

시설과  동시에 인력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환자들의  severity 에 비해서  인력

이 day 간호사가  간병인까지 쳐서  5 명  이었고  evening 때는 간병인이  2 명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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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아요. (#3)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간병인)아줌마들이 돌보는  사람이  좀더 많으면  환자들  한테 

좋죠. (#5) 

 

간병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 간호사들이  봐주는 것은  낮에  잠깐 봐 주

는 거고, 개중에 이상한 간병인이 있어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봐요. (#3) 

  

간호사가  중간에  뭐가 자꾸  없어  지는  것이  있는  듯이  얘기 하면서  간병인에 대

해서 신뢰감이 자기네들도 없다는 듯한 인상을 저한테 줬어요. (#3) 

 

(5) 물리치료와 생활 프로그램의 부재 

 

재활 기구 같은 것이 없는 아쉬움은 있어요. (#1) 

 

여기가 개인이 집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환경 같은 것

이 부족하죠. 운동 기구 같은 것도 없고…(#2)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지  알고  가긴 했지만  그래

도 그  정도는  안돼야 될 것 같아요 . 아무리  nursing home 이지만 완전히 hospice 바

라보고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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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4) 

 

병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응급 처치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되는 것도 아니고 , 그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가 돼서 조금 가족들이 편안하

게…(#5) 

 

(6) 인력 수준에 맞지 않는 노인의 상태 

 

nursing  home 에서 모시기가 어려운 정도의 환자라면 병원으로 transfer 시켜야 하

는데 suction 하는  환자도 있고, 거의 vegetable state 의 환자들이  많았어요. severity 가 

굉장히 높아요. (#3) 

 

시설을  좀  더  플러스 시키면  시설에  있는  환자의  수  만큼 볼 수 있는  severity 정도

에 따라서  간병인  수를  늘여야지  안 그러면  문제는  언제 어디서  생길  지  모른다

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 

 

walking 이 가능하고 약간 시중들어 줄 사람 정도가  필요하고, 수발 정도 들어 주

면서 집에서  계속 보살펴  줄  정도, 그런  severity 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경한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3) 

 

식사도  거기에서 주는  걸로  대강  대강 드셨나 봐요 . 두  번째  주에 갔는데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 거기가 나쁜 것 보다는 저희 어머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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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case 가 거기하고 안 맞았어요 (#3) 

 

( 7 )  운영 미비 

직원 교육 같은 것도 좀더 확실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 것도 불만스럽고(#3) 

 

홍보면에서도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전화 걸 때는 예를 들어 보증

금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가서 보증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답답했어

요. (#3) 

 

(8) 투자분산으로 인한 질저하 

 

규모를  3 군데로 늘리는데 규모를 늘리니까 한군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없어  지는 

거예요. 차라리 합쳐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도 들었어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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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요양원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현 요양원 경험 

범 주 요 소 사 례 

노인 상태의 호전 #1 #2 

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적인 세심한 돌봄 #1 #2 #4 #5 

긍정적인 면 

현 요양원 존재에 대한 감사 #1 #3 #4 

비용 부담감 #1 #2 

공간의 협소함 #1 #2 #4 

불충분한 시설과 환경 #1 #3 #4 

불충분한 인력과 간병인의 낮은 질 #3 #5 

물리 치료와 생활 프로그램의 부재 #1 #2 #3 #4 #5 

부정적인 면 

인력 수준에 맞지 않는 노인 상태 #3 

 운영 미비 #3 

 투자 분산으로 인한 질 저하 #3 

 

 

4. 이상적인 요양원 

 

요양원 이용 경험을 통해 모든 사례에서 지적된 이상적인 유료 요양원

상은 자녀들이 사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 자주 가 볼 수 있고, 소규모

의 가정적인 분위기이면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 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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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설이었다.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회복이 가능한 환자는 병원

에 모시겠다고 하며, 요양원에서는 의료적 서비스는 크게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 사례 모두가 현재 의료적 서비스는 종결된 상태이고, 요양원 입

소 후 큰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언제든

지 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요양원 선택 요인에서 

제시되었던 전문인력이 있다는 신뢰는 염두에 둘 사항이다. 이상적인 유료

요양원에 관한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냥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 동네에  하나쯤 … , 한  동네에  하나쯤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그러시는 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내 집에서 모시는  것처럼 

그냥 나갔다  들어  오면서 들르고  나가면서 들르고  할  수 있게  한  동네에  하나씩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1) 

 

큰 시설이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 제  생각에는  작은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시설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가정적인 분위기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큰 

시설을 한다면 구분 구분 나눠 가지고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래야지 크게 

만들어  놓는  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한 10 명 

정도, 10 명에 간병인 한 서너 사람 붙어서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 될 수 있으면 내가 서울에 살면 서울권에 

있는 것이  좋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릴  수  있는  곳에 모실 수 있는  곳이  있으

면 너무 좋겠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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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이 좀 많아지고 의료  보험도 되고  그러면 이런  똑같은 것이  집 가까운 곳

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매일 가서 뵐 수도 있고 …  의료 보험 되고 그러

면 비용도 싸고…(#2) 

 

치료보다 정신적인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회복을 원하는 상태 같으면 병원

으로 모시죠. (#1) 

 

시설도 좋고, 재활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좋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

우는 계속 약 투여가  필요  없는  환자니까 굳이 병원이라는 테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런 곳이 좋아요. (#2) 

 

이 시설이 거의 봉사  수준이예요 . 돈 부분 같은 거를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서 얼

마 비용이 들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봉사 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더 활

성화가 되려고 하면 일반 정부에서 육성하는  어떤 산업 같은 것도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저리로 시설 융자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런 사회  봉사적인 시설 경우도 정부에서 가능하다라고 혜택 반영을 해 준다면 이

런 시설이 많이 확대되고 , 어차피 노인 문제라는 것이 어느 집안에나 다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많이 좋을 것 같아요. (#4) 

 

고아원이나 극빈 노인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협조가 돼서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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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상은 지금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자식이  모시고 

부모님이  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4) 

 

정부에서  이런 시설에  지원이 많으면 우리는 경비가 덜 들죠 .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데 보내는 식구들도 부담이 적죠 . 그리고 지원이 

많을수록  여기 일  보시는 분들도  진짜  수고하는  것  만큼  받아야지 애정이 나고 

하는 거지 적고 일은 많고 하면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5) 

 

정부가 모든 걸 다 나서서 하려며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면 풀리지도 않아요. 그

래서 국가는  , 정부는  필요한 곳에 지원만  해 주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 누

가 이끌어 나가냐 하면 민간 단체가 꾸려 나가면 되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정부는 감독만 하면 되요 .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하는 것 보다 낫죠. 공무

원들이 직접 나서서 할려니까 숙제는 많고 안 되는 거예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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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된 동기, 

요양원 선택 과정, 현 요양원 이용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상적인 요양원 상과 문헌고찰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요양원 입소 동기 

 

요양원에 입소를 고려하게 된 동기는 다섯 사례 모두 가족의 부담감이 

가장 컸다. 이는 장기요양 보호노인 가족의 대부분이 부담감을 느낀다는 

다수의 연구(조유향, 1988; 이가옥, 1999; 김태현, 1997; 민무숙, 1994)와 일치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 부담감의 종류를 시간적,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 경제적 속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치매 노인의 

이상 행동으로 가족들의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과, 식구들이 지치는 

신체적인 부담과, 주부양자에 대한 주변 형제들의 이해 부족, 노인의 편애

에 대한 주부양자의 섭섭함이 형제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주부양자의 스

트레스가 자녀들에게까지 파급되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현상, 또 환자로

서 느끼는 섭섭함과 불평이 정신적인 부담, 병원 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

적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두 사례에서는 간병인을 가정 내에 두었었

는데, 이들도 지쳐서 그만 둔다고 했기 때문에 요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

다. 이는 부양부담감이 큰 가족이 노인요양원 이용 선호도가 가장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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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흥봉의 연구(1998), 시설보호 서비스에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Aneshensel의 연구(1995)와 일치한다. 

사례 3 의 경우 노인의 불평이 심해지자 요양원 생활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식들의 가치를 알게 하고자 하는 환기 목적으로의 동기도 포함되어 있었

는데 이를 통해 부양 가족들이 느끼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효자인 경우라도 어쩔 수 없으며, 환자인 노인을 부양하

다 보면 부모라는 입장보다는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 즉 의무감으로 노인

을 대하게 된다고 하며 그럴 경우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그 전에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것은 보건 전문가들이 

사례 개입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데 지표가 되는 

의미가 있다. 

요양원을 이용하고자 결정할 때 사례 1 의 경우에는 실제로 형제들이 

단기간이라도 노인을 부양하여 그 부담감을 알기 때문에 합의에 문제가 없

었다고 하며 형제들이 많다면 요양원으로 입소시키기 전에 한번씩 부양하

는 것이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지적해 주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에도 형제들끼리의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변화된 현 세대

의 부양의식을 볼 수 있다. 또한 친척들간의 합의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또한 핵가족화된 한국의 가족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또한 노인 

스스로의 결정이 개입되어 입소한 사례는 한 사례밖에 없었는데 이는 알쯔

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llins 의 연구(1994)에서 노인 스스로가 서비

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족과 전문가가 서비스 이용을 시도한

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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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원 선택 과정 

 

요양원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시설을 찾기 위한 정보원으로는 인터넷, 

전화, 신문, 아는 사람의 소개가 있었다. 김영숙의 연구(1994)에서는 친지와 

이웃, 동회나 구청 직원 등이 많았는데, 이는 그 대상 시설이 무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환자들의 구두 선전이나, 병원의 

추천, 주치의의 추천 등을 통하여 68% 정도가 병원에서 후송되어 오는 것

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정기선, 1992).  

노인병원에서 바로 요양원으로 입소한 사례 2 의 경우 병원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주부양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같은 전문가

들은 노인에 관한 최신 제도나 시설 등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알맞은 시

점에서 이들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많이 이

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질평가가 되지 않은 시설들이 검색될 경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를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와 

같이 요양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경우에서, 요양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다닌 시설들의 경험을 보면 우리

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여자 노인이나 혼자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해야 입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인데, 이는 정기선(1992)도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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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같은 프로그램은 건강한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지역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치매나 중풍 기타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둘째는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는 유료시설들의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부분의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족들은 장기로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원하는데 반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같은 시설

은 단기보호시설로 1 년에 90 일 정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 보호시설을 원하는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많

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수용소 같은 폐쇄적인 시설인데, 실제 경험으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수용하고 있어 차마 부모를 맡길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한 점, 시

설 구경도 시켜주지 않는 폐쇄적인 분위기의 요양원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

야 할 점이다. 

다섯째는 장애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허가 문제인데 장애노인

에 맞는 시설 설치는 고사하고 화장실조차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 행정의 문제점이다. 

여섯째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로 아무런 기본 교육도 없이 

공공 근로자들마저 그런 시설에 바로 투입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복지 시설의 현주소이다. 

참여자들이 현 요양원을 선택한 주 이유는 소규모이고 가정과 같은 아

늑한 분위기, 전문인력의 신뢰감, 편안함, 비용이었고, 그밖에 개방성,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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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까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었다. 이는 Rantz 등(1999)이 너싱홈

(nursing home)의 이용자와 보호자들을 초점 집단으로 연구한 너싱홈(nursing 

home)의 질 요소에서 인력, 간호, 가족 참여, 의사소통, 환경, 가정, 비용으

로 나타난 것과, 이형주의 연구(1993)에서 고려 사항인 시설 규모, 전문적

인 간호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Rantz 등(1999)은 시설이 아닌 집과 같은 느

낌의 시설이 중요한  이유로 거주자들이 많은 시간을 그 시설에서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단위 수용소 같은 곳에 가면 버림 받

는 느낌이 들텐데 가정적인 분위기여서 노인의 심적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했고, 규모가 적은 만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신경을 써 줄 것이라

고 생각한 점이 작용했다고 했다. 이런 점은 앞으로의 요양원 시설 건축과 

운영 시 고려할 점이다. 

전문 인력의 신뢰감과 편안함에서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24 시간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노인 환자를 맡기면서 큰 

영향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되며, 노인을 대하는 인력의 기본 성향의 판단

도 참여자들에게 크게 관계되는 점이다. 그 밖의 이유로 선택의 여지가 없

었다고 했는데, 공급면에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만한 다양한 

요양원 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거리의 가까움은 자주 면회를 

가고 싶은 참여자들의 바람이다. 

요양원을 이용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불편감, 불효한다는 느낌, 씁쓸함, 

죄송함의 감정을 느꼈고, 자신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들을 이 상황에 

대입해 보는 감정이입의 단계도 거쳤다. 다른 문헌(한국노년학회, 1995; 인

터넷 자료; Ursula, 1999)에서도 죄책감이 가장 많았고, 해방감과 동시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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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죄책감, 조절 상실, 무력감, 슬픔과 안도의 양가 감정, 실패감, 강요되

고 부정적인 선택과 같은 느낌을 가진다고 하였고,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

할 수 없을 때 장기보호시설에 환자를 입원 시키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 놓고 불편한 감정을 느

끼지만 부모 자신도 요양원이 더 편하고 말벗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

로 합리화를 시켰다. 본 연구의 사례들도 그런 합리화 과정이 없었다면 요

양원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만나는 선상에 있는 보

건전문가들의 조기 중재로 합리화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요양원에 부모를 보내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인 복

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고,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즉 자신의 경제적 형편,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없다는 것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시

설들은 부양자가 없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것,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

는 비용 부담이 큰 시설들만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 

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자료(2000)에도  총 요양시설 86 개소 중 82 개소가 

부양자가 없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나 실비시설이었고 유료 4 개 시설

은 보증금이 몇 천만원씩 하는 중산층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큰 시설들이었

다. 또 참여자들이 시설 탐방에서 느꼈던 시설이 잘 안된 곳에 대한 시설 

허가라든가,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 같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관련 당국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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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요양원 이용 경험 

 

현 요양원의 긍정적인 면은  모든 사례에서 이런 시설은 비용에 비해 

거의 봉사 수준에 가깝고 시설 자체를 연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이

미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원하는 수요에 비해 마땅히 이용할 시설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또 가정적인 분위기의 세심한 돌봄과 환자 상태의 호전

을 장점으로 들었는데 이는 일맥상통한다. 처음 선택시에도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지 않는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전문인력이 소수의 환자에게 세심

한 간호와 돌봄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부응한 것이 환자의 상태

를 호전시킨 것이라는 것이다.  

현 요양원의 부정적인 면은 첫째, 환경상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

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집의 규모나 방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wheel 

chair 를 타고 한바퀴 돌 수 있는 거실이나 마당 같은 공간이었다 방의 크

기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Kruzich, 1992), 목욕시설과 냉난방, 냄새도 주

요 질평가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Rantz, 1998) 운영시 매우 신경 써야 할 부

분이다.  

둘째, 인력면에서는 숫자가 적어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과 

간병인의 질이 문제였는데 요양원 보호의 질이 시설 내의 치료장비나 시설

보다는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과 더 관련이 깊고(Bowers, 1992; Sheridan, 

1992) 관계, 개별 간호, 인력, 의사소통 등이 너싱홈(nursing home)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Rantz , 1998; 1999)와 일치한다.  

셋째, 서비스 면에서는 물리치료 기구가 없다는 것과 프로그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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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들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은 해 주었지만 상태가 호전이 될 만큼 적

극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했으면 병원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프로그

램을 할만한 상태가 아니고 돈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것 같다고 말하며,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현 인력으로 그런 서비스까지 받지 못할 것

이라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인데, 시설 운영자로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요양원에 머무르며 관찰한 결과로는 요양원 

직원은 아니지만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과정에서의 관절운동과, 교회 자

원봉사자들의 치매노인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넷째, 운영면에서는 사례 3 의 참여자가 의료인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적해 주었는데 시설의 인력 수준에 비해 중증의 환자들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례 1 과 같은 경우 그나마 그런 환자를 받는 곳은 거의 없다

고 말함으로써 대비가 되었는데, 본 연구자가 근무했던  재활병원 경험에

서도 병원 외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중증의 환자가 갈만한 곳은 거의 

없었다. 여기서 중증이라 함은 사례 요양원 입소 노인의 특성에서 밝혔던, 

특별한 내과적 문제는 없으나 기관절개술 간호, 경관 영양 공급을 해야 하

며, 의식불명으로 두 시간 마다의 체위 변경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를 말한

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인이 지적한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는 

앞으로의 요양원 운영시 염두에 둘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례와 같은 요양

시설은 의료서비스가 중요한데 선진국에서와 같은 요양시설로 운영이 되려

면 이런 서비스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병원과 일반 요양원 사이에서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 시설에 집중 투자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시

설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 시설로는 규모의 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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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다른 시설을 확장하려는 운영자의 이

해와 환자의 간호 질에 우선을 두려는  의료인의 시각이 상충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비용 문제인데 본인들의 경제 상태에 맞추어 요양원을 선택 

하였지만 여전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이나 장

기 요양보험제도 같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거시적인 부분이다. 실제 참

여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사보험에 드는 것까지 고

려하고 있었다. 

미국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원 거주자가 갖는 불만으로 높

은 비용 부담, 부적절한 위생 상태, 직원의 부족, 부적절한 직원의 태도, 퇴

거 위협, 개별 소지품의 분실로 밝혀진 것(한국여성개발원, 1996)도 새겨두

어야 할 사항이다.  

 

4. 이상적인 요양원 

 

이상적인 요양원 상에서도  자신들이 선택 요인으로 들었던 10 인 정

도의 가정적인 소규모 시설을 말해 주었으며, 사례 모두에서 한결같이 집 

근처에 이런 시설이 하나씩 있어서 자주 방문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는 

많은 다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Pynoos 와 Liebig(1995)는 최근 치매 노

인을 위한 소규모 그룹홈(8~10 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증가 하

고 있고 그들은 장기요양원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반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 이웃, 친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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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임철우 등(1993)과 이인수(1995)도 

노인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떠나 노인 주거 시설에 입소할 때 그 시

설의 입지 조건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근린 지역이라고 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시설 입주 노인

의 60% 이상이 지난 25 년간 거주해 오던 집을 중심으로 반경 25 마일의 

근린지역에 있는 시설에 입소한다고 했다(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1994). 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나 노인복지시설정책 입안시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일부 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첫째는 대상사례 선정의 한계이다. 사례시설과 같은 요양원이 많지 않

고 운영 기간이 짧아 경험을 심층 면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 시

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고, 도심의 한 요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도시 근교와 시골 지역의 시설 특성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대상시설 

내에서도 면접에 동의한 소수의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동의하

지 않은 요양원 이용자들의 특성이 배제되었을 수 있다. 특히 간호서비스

가 많이 필요한 중증의 노인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본 연구결과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의료서비스 요구 측면이 간과되었을 수 있다. 참여자의 학

력수준은 모두 대졸 이상으로 편중되었으며, 경제상태 또한 계층별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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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례를 선정하지 못해 학력과 경제상태에 따른 특성이 나오지 못했다. 

다만 면접 참여자 모두가 자신들의 경제상태를 중산층이나 서민이라고 말

해 주어 사례요양원 같은 경우 중산층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둘째는 다원적 접근(multimethod approach)을 못한 점이다. 자료수집을 

노인의 주부양자에 대한 면접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충분하

고  타당한 자료를 얻지는 못하였다. 요양원에 현재 입소하고 있는 노인의 

주부양자뿐 아니라 퇴원한 노인의 주부양자도 면접에 참여시킴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한 사례밖에 만나지 못해 한 개인의 의

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집중집단토론방법(Focus Group Discussion)을 사

용한다면 다음 연구에서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노인부양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구체적 

접근의 곤란이었다. 즉 유교적인 효의 바탕아래 노인부양에 가족 책임의식

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요양원 이용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

이 많아 면접 요청시 거절하거나 상세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웠다. 면접 거

절의 이유가 가정사의 노출을 꺼리는 것 한 가지만 추측할 수 있을 뿐 다

른 구체적인 이유는 자료의 불충분함으로 밝힐 수가 없었는데 추후에 면접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특성 차이가 고려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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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핵가족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만성질환이나 일상 생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선진국형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미국의 nursing home 과 흡사한 시설이 있어, 그 시설 입소 노인과 주부양자

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유

료 노인 간호요양원 모형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이고자 시도된 사례 

연구이다. 사례 노인은 71~83 세 사이의 남자 1 명, 여자 4 명이었고, 연구에 

참여한 주부양자는 아들 4 명, 며느리 3 명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개방식 

질문지를 사용한 심층면접과 직접 관찰, 기록지 검토였고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노인의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된 동기는 크게 가족 부담감과 지지부

족, 환경개선, 무력감이었는데, 가족 부담감에는 가족들의 일상 생활이 어

려워 짐, 식구들이 지침,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정신적 부담감, 병원경비의 

부담감이 있었으며,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정신적 부담이 동반

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요양원으로 입소시킨다는 결정은 형제간의 합

의에 의해 주부양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친척의 영향은 크게 없었

다. 

정보는 인터넷 정보 검색, 신문, 소개를 통한 것이었고, 다른 시설을 

직접, 또는 전화 등의 간접 방문으로 탐방하였다. 탐방 결과에서 보여진 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상황은 유료일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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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조건이 불합리하고, 입소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며, 가

까이 있어 쉽게 노인을 입소시킬 수 있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없다는 것

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가깝고 가정적인 분위기면서 소수의 환자 만을 받

고, 전문 간호사가 운영하면서 다른 곳에서 받지 않는 중증의 환자도 받는, 

또한 자신들의 경제력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다른 유료시설에 비해 저렴

하다는 조건에서 현 요양원을 선택하였다. 요양원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

정으로는  부모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지만 부모도 집보다 더 편할 것이라

는 합리화, 불효라는 생각,씁쓸함, 죄송함, 감정이입이 있었고, 자신들의 노

후에 대한 걱정, 중산층이 이용할만한 장기요양시설이 없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현 요양원에 계속 노인 부양을 맡기기에 좋은 긍정적인 면은 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적인 세심한 돌봄으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며, 비용에 

비해 봉사 수준인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현 요양원의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한 것은, 비용의 부담, 환경상 거실이나 마당 같은 공

간이 협소하다는 것, 인력이 적어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 물리치

료나 생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운영면에서 인력수준에 맞지 않는 중증

의 환자를 받는다는 것과 한 시설에 집중 투자되지 못하고 또 다른 시설이 

개설되어 질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경험을 통해 참여자 모두에게서 나온 이상적인 요

양원 상은 전문의료인의 돌봄 하에 자식들의 거주지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로 위치하여, 자주 방문할 수 있고,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었고,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적극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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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수요를 예측해 볼 때 비용과 서비스 면, 환자 특성별로 다양한 형태

의 요양원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중증 환자인데 병원에서의 치료

는 종결된 상태이고, 집으로 갈 수는 없는 환자들이 갈만한 미국의 Skilled 

Nursing Facilities(SNF)와 같은 시설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 사

례 요양원 같은 경험이 많은 전문간호사가 운영 또는 근무하는 전문 요양

시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상적인 요양원의 형태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

하며, 10 명 내외의 소규모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면서, 전문의료인의 서비스

를 받는 노인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이다. 국가의 노인복지 예

산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지역사회마다 이러한 요양원을 국가 예

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의 기존 집들을 활용하되 

시설 개조금 보조,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보건소와의 연계로 의료서비스 지원, 홍보를 하며, 한편으로는 요양원의 질

관리를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경우 본 연구

나 다른 여러 문헌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에

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 가족을 만나는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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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의 건강 전문인들은 가족들이 지쳐 갈등을 유발하기 전에, 노

인 환자의 상태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유하고 조기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요양원 경험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물리치료나 생활프로그램 

서비스가 없는 문제는 현 요양원 운영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요양원 

시설의 체인화 또는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공동으로 물리치료사나 오락 치

료사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체인 요양원 모두에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양원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  2000 년 4 월 1 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라든가 장

기요양 사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6. 요양시설에는 특히 인력의 자질이 중요하므로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력 양성 및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병

인 등이 해당된다. 

 

7. 현 요양원들의 질향상을 위해서나 새로운 요양원 시설이 난립하기 

전 요양원의 질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엄격

한 질 평가 도구의 마련은 요양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자칫 요양원 사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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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본 연구는 한 요양원에서 적은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타

당성과 신뢰성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요양원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요양원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해 내

어,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공급되어야 할 유료 요양원의 형태를 제시한 것

에 의의가 있다. 향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이용자인 노인을 포함한 

좀 더 많은 수의 사례를 분석하는 추가연구와 현 요양원 수가는 근거가 없

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요양원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9. 선진국에서와 같이 서로 의학적 정보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병원

과 요양원의 연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

사 등 전문의료진의 권한, 책임 등에 대해 일반 병원과는 다른 법적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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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Kim, Wan He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ng Yon Park, Ph.D.)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grope for a model of pay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fitting to the Korean socio-cultural situ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n old male and four females who were currently staying at a nursing 

home located in Seoul, and their family caregiv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depth interviews, observations and review of records at the facility. For analysis, the 

data were classified by similar contents among significant expressions and factors in 

common. The concepts of common factors were established and defined via relevant 

literature and records review. 

The subjects’ motives to consider admission to a nursing home might be 

attributed to family caregivers’ burden, a shortage of support,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feeling of helplessness for the case elderly. A sense of burden 

indicated family members' being badly off in living, their weariness, complications 

among family members, a sense of psychological burden, and hospital expenses. 

Information on the nursing home was usually obtained through the interne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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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s, interpersonal introductions, direct visits, and phone calls. The identified 

image of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in Korea, after direct visits was generally 

negative at the point of high cost, unreasonable requisites and limitations for 

admission to the facilities, inferior situations, and especially in that there were few 

long term care facilities within the community boundary. From their experience of 

nursing homes, the interviewees have felt the sentiments of sorry for their parents, 

with the thought of being an undutiful, bitterness, and empathy. In addition to those, 

they expressed a sense of anxiety or relative deprivation against the fact that there 

were no long-term care facilities available for the people of middle class. The 

positive aspects commented by the interviewees were as follows; homely 

atmosphere, appreciation for the existence of nursing homes, and relatively low costs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aspects exposed bearing 

of the cost, cramped space, insufficient services, no programs for physical therapy or 

everyday life, and admission of serious cases out of the facility capacity.  

The subjects’ needs for nursing home were focused around the accessibility, 

both of geographical and economic aspects, and also they hoped that governmental 

authority should establish a better nursing home system for the increasing aged 

population. 

 

 

 

 

 

 

Key words  : the elderly, nursing hom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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