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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저소 득 노 인의 우울 에 관 한 내 러티 브 접 근

우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수행된 많은 연구는 노인의 우울을 실태나 영향요인의 조사에 초점을 두고 진

행되어 전인적 관점에서 우울을 탐색하지 못하였고, 우울에 대한 중재도 노인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어 왔다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대상자를 개별로 접근하면서, 그의 삶의 맥락 속에서의 우울의 실재를

이해하고, 간호실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접근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가 노인의 삶의 맥락에서의 우울을 이해하고 그들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것으

로 5명의 노인을 가정으로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을 한 후

필사하였고, 자료는 Kvale(1996)이 제시한 면담의 해석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분석

하였다.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 우울은 자신의 과거 삶 속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며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현상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말하고, 재차 말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여하면서 다시 사회 속으로 나아가려는 단계로 이행하였

다. 즉, 노인의 우울은 상실의 경험에서부터 발생하며 우울 현상은 상실과 더불

어 살기로 나타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을 통해 상실에서 헤어나

려고 하기,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여하기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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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에 대해 내러티브 접근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간호사에게는 우울

을 하나의 독립적인 건강문제가 아닌 인간의 삶 속에서 빚어진 맥락적인 정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연구의 참여자인 노인에게는 간호사인 연구자와의 심층면

담을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서 스스로 우울을 극복하려고 하는 임파워먼트로 귀

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내러티브 접근법을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에 대

한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였고, 간호실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핵심되는 말 : 저소득 노인, 우울, 상실, 내러티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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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의 우울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반응의 한 형태로,

더 많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게 하며(Blazer, H u gh es &

George, 1986) 사망률 증가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예후가

나쁜 편이다. 따라서 노인환자의 관리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우울

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의 개선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문수, 곽동

일, 정인과(2000)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환자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군

과 우울증 회복군, 정상군으로 나누어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우울군에서 삶의 질

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상군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

울이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 우울은 종종 진단되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W olfe, M orrow &

Predrickson, 1996), 지역사회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우울은

노인의 가장 흔한 정신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병훈 등(1998)이 일 농촌지역의

노인 1,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11%의 유병률을 보고했고, 서국희 등

(1998)이 시행한 전국 노인 6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능 우울증의 유병률

이 25.3 %(남자 19.7%, 여자 29.3 %), 확정적 우울증의 유병률이 10.8 %(남자 7.2 %,

여자 13.4 %)로 나왔으며, 조은희, 전진호, 이상원(2000)의 도시지역 보건소와 보건

지소를 이용하는 노인 4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1.2 %의 유병률이 나타나

서 우울이 여타의 만성질환과 함께 시급히 관리해야 할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노인 우울에 대한 연구는 병원을 방문한 노인 환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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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진단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며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조맹제, 배제남, 1994). 더욱이 노인들의 우울 증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신건강실태(박인숙, 오경옥, 김종임, 1989; 오현경, 배철형, 신항순, 신동학, 1992;

조맹제, 배제남, 1994), 노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종범, 정성덕, 1985; 류성

훈, 이귀행, 오상우, 1990; 박병탁, 이종범, 이중훈, 1990; 이정애, 정향균, 1993; 신

철호 외, 1996), 우울증상과 관련된 요인(송미숙 외, 1997; 원정문 외, 1998)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노인의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목적으로 중재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한 연구(이경숙, 1992; 박현숙, 1993; 정 영, 1994; 천혜정,

1997)들은 일부 수행되었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사회 주민들

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신보건 관련 사업들도 사업내용이 제한적이며 사업

대상이 정신질환자에 국한되어 있어서 경미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반 노인들

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반

노인들의 정신적인 압박이나 우울증상 등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노인들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의

우울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서 가능해진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노인의 우울을 노인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상황적 맥락 내

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경험적 접근법에 의존하여 우울

을 몇 개의 선택된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접근하여 전인적 관점에서 우울을 탐색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정하였고, 외국노인과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우울을 이해함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없

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들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삶을 살아

왔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감정적 발현양상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Krop f

& Tan dy, 1998), 노인의 개별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연령적인 특성으로

만 범주화하여 계획되거나, 신체적 거동장애를 가지고 가정에만 거주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야 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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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맥락 속에서 우울을 중재할 수 있으면서 거동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방문

간호를 시행하는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구되

었다.

내러티브 접근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사건을 말하고 다시 말하게 함

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법론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자율성을 극대화시

키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재형성 하게 된다. 주체적 참여는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체험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이후

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대상자를 삶

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인 내러티브 접근은 노인의 우울을

개별 접근해야 하는 방문간호 영역에서 유용한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간호의 실무영역 확대와 대상자 중심의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해서 노인 우울의 관리에 관한 내러티브 접근의 실천성 탐색은 매우 필

요한 작업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관심현상

우울은 많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특징적인 정서로 신체상태의 변

화가 우울증상과 관련되어 나타나거나 우울 증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고찰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헌 약 900여 종에서 노인에게서의 우울

은 정서, 신체, 인지기능과 항상 관련이 되어 상호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노인 우울의

장·단기적 관리는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울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초래되거나 악화됨을 이야기하는데, 소득수준은 소수

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에게 노화에 따라 저하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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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로 특히 우울 증상의 발현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언제나 소득수준과 우울의 관계가 일치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

준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 외에 여타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척도

로 본 연구자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본 연구의 관

심현상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의도

본 연구의 의도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노인의 삶의 맥락에서의 우울을 해석학적 내러티브 분석(in terp retive

n arrative an alysis)을 통해 이해하고, 그들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과정의 간호를 실천

하는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삶의 재구성 과정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많은 삶의

경험을 축적하고 개인 특유의 삶의 양식을 구축하고 있는 노인들인 경우에는 그

시간이 더욱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연구이기 때문

에 재구성의 실현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면담기간 동안 대상자가 과거의 삶

을 다시 바라보면서 자신이 규정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여하려는 모습만 확

인한다는 한계를 안고 시작하였다. 실제로 연구 진행결과, 삶의 재구성을 생활

속에서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대상자가 규정하는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를

보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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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1. 노인의 우울 관련 요인

우울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다. Lew in soh n, Roberts, Seely &

Roh de(1994)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 위험요인은 성인 심지어는 청소년에게서

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우울에는 같은 변수(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정적 생활사건, 부족한 사회적지지, 신체적 건강문제 등)가 작용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연령범위에 따라 인간의 심리적 발달단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는 연령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울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범위를 고

려하여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고찰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노인의 우울 관

련 요인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기타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특히

노인에게서 고려되는 특성으로 연령과 성, 교육수준, 경제상태가 주로 서술될 것

이다. 신체적 특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발생과 그로 인한 기능장

애가 노인에게서 우울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우울에 대

한 만성질환과 기능장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사회·심리적 특성은

우울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 ork)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우울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그 외에 기타 특성은 생활사건과 우울과

의 관련성을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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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학적 특성

노인에게서는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이 유의하게 고려되

고 있었다(West, Reed, & Gilden gorin , 1998). Roberts, Kap lan , Shem a &

Straw brid ge(1997)는 여성이며 교육 수준이 낮고 미혼이거나 기혼이면서도 혼자

살고 우울 증상 경험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조은희 등(2000)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노인 402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우울 정도는 여자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월수입이 적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독거 상태일 때에 상

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Pennin x, Leveille, Ferru cci, van Eijk & Gu raln ik,1999)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issm an 등(1977)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여성에게 더 우울 증상을 유발하

고,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여성에게서의 높은

우울 증상 경험률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주장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보고(조항석, 오병훈, 양성희, 이혜리, 유계

준, 1998; 서국희 외, 1998; 오병훈 등, 1998; Blazer, Bu rch ett, Service & George,

1991)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 듯 하지만, 미비하지만 성별에 따른 우울 정

도의 차이가 없음을 밝히는 연구(Brow n, N orw eeta & Law rence, 1992)도 있으면

서 우울에 대한 성의 관련성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우울을 설명

할 때, 단순히 성별로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요인들과 함께 설

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학적 관점에서 연령이 증가하였을 때 우울의 위험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답

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연령의 증가가 우울의 유의한 증가로 이어진다면, 후기

고령노인의 경우 높은 유병률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

인에 대해 소수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유병율은 3 % 에서 12% 까지 불일

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Girlin g et al., 1995a; Skoog, N ilsson, Lan d ah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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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n , 1993). Roberts 등(1997)은 80세 이상의 노인이 우울을 경험할 확률을

50-59세의 연령집단과 비교했을 때,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우울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모든 위험요인을 통제하

였을 때는 연령의 효과가 삭제되고, 오히려 50-59세 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우울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연령의 효과는 연령 그 자체가 아닌

연령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기능장애 등과의 결합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게

하였다(Blazer et al, 1991). Bow lin g & Brow n e(1991)은 후기 고령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들어 가장 힘든 것은 건강상태의 악화이고(47%), 24 %만이

외로움, 고립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이영자, 김태현, 1999). 위의 결과

들은 결론적으로 연령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

험요인과의 복합 망에 의한 것으로, 노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

다면 오히려 젊은이보다 우울의 위험이 적을 수 있다고 추정하게 한다(Roberts et

al, 1997).

교육수준은 단일한 위험요인이라기보다 경제상태와의 연관성에서 고려가 되고

있는 변인으로, 경제상태는 자주 거론되는 우울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West 등(1998)은 고소득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소득수

준과 우울 증상 사이에 역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우울만을 보았을 때는 남자(P =.007)와 여자(P<.001) 모

두에게서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 증상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건강수준과 사회적 변수 등의 다른 요

인을 포함하여 다원분석을 하였을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소득수준과 우울

증상의 역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때 기능적 장애와 신체적 건강상

태는 소득수준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위의 고찰에서 인구학적 특성들이 만성질환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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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상태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우울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우울을 인구학적 변인이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포함하여 설명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만성 질환과 기능장애

만성질환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 및

경제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 통제감을 파괴함으로 우울

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Vilhjalm sson, 1998; Brad en,

Mcglon & Pen nin gton, 1993)

Karts, Roberts, Cam ah o, Coyne(1987)은 만성질환과 우울증이 동반될 경우 질

병이 호전되면 우울증도 호전되므로 만성질환이 우울증의 한 원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설명하였다. 조은희 등(2000)은 만성질환 노인 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모델 설정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총 효과의 65.6%로 간접효과보다 컸다고 보고하면서, 만성질환이 우울의 직접요인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만성질환과 우울사이의 부정적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지만 우울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가 입증된 만성질환의 수와 종

류들은 다양하므로(Callah an, H en drie, Dittu s, Brater & Tiern ey, 1994), 어떤 연구

자들은 특별한 의학적 질병의 존재보다 질병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능이 우울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lau m , Lian g & Liu , 1994).

우울과 신체적 기능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다(Tu rner & N oh, 1988;

Broad head, Blazer , George & Tee, 1990). Penn inx 등(1999)은 기능상태의 저하는

자아존중감, 수행능력 등의 요인과 연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우울증을 초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조은희 등(2000)은 기능상태의 변화가 경제적 부

담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능장애를 우울의 원인이 아닌 우울의 결과라고 설명하

는 연구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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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in x 등(1999)은 우울로 인해 신체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지를 보기 위하여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사람으로만 코호트를 구성하여, 이들을 6년 후 추적조사

를 하였다. 그 결과, 우울 증상이 있었던 사람에게서는 36.1%, 우울 증상이 없었

던 사람에게서는 23.9%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각각 67.1%,

48.3 %로 거동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성과 연령변수를 보정

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뇌졸중,

당뇨, 인지장애를 제외하고는 우울이 어떤 다른 만성질환보다 더 확률이 높게 나

타났다. 이문수 등(2000)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환자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단순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r= 0.262 )보다 수

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r= 0.687)이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

과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향상은 우울증의 치료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고 추론하게 한다.

노인 우울증 환자들에게 기능상태의 의미는 작업기능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

볼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집안 일의 수행, 전체적인 인지기능의 유지, 가족 및 사

회체계 내에서의 역할 유지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이문수 등

(2000)은 우울군과 우울 회복군 정상군의 세 집단에서 기능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우울군은 다른 두군에 비해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지만, 우울 회복군

은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우울군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였을

경우, 정상군과 기능 상태에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즉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노인의 기능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게 되어,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3) 사회 ·심리적 특성

상기고찰에서 만성질환은 우울과 직·간접으로 영향을 맺고 있음을 대략 보았

다. 이때, 사회·심리적 특성은 만성질환과 우울에서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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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고 있다. 비록 이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조직화된 틀은 없지만

(Fishler , Sp erlin g & Carr , 1990), 사회·심리적 특성은 우울의 발생과 경과를 이해

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대두되는 개념

이 소속감, 사회적지지, 외로움 등이다.

소속감은 H agerty & Patu sky (1995)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지하기 위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느

끼는 감정으로 정의하면서, 소속감이 부족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H agerty & William s(1999)의 연구에서 소속감, 갈등, 외

로움으로 구성된 모형은 우울을 설명하는 데 64 %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여기

에서 소속감은 사회적 지지의 인지보다 우울에 가장 큰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eiss(1974)는 사회적, 정서적 외로움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경험

이라고 하였다. H agerty & William s(1999)는 우울은 사회적 외로움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지만, 정서적 외로움이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우울은 삶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총체적인 경향이 특징이기

때문에(Bragg, 1979), 우울한 사람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면만 더 극대화시켜서 우

울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우울과 외로

움의 중복성을 주장하기도 한다(You n g, 1982). 실제으로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외로움은 r=.38에서 r= .72까지 상관관계가 있었다(Jones, 1982; Mu llin & Du gan,

1990).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중재요인으로서, 심리적 적응을 증가시키는

데(Cohen & Willis, 1985; Sarason, Pierce & Sarason , 1990), 특히 우울과 더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ean , Lin & En sel, 1981).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자원은 보통 혈연관계인 친척과 자녀, 비 혈연관계인

친구와 이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데에 가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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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인자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담

론 내에서 자녀가 없는 집단은 취약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Bachrach , 1980), 자

녀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과 시설에 수용될 위험이 크다고 가정한다

(Freed m an , 1996). 그러나 자식의 유무가 행복감이나 생활 만족도, 외로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lenn & McLan ah an ,

1981; Rem p el, 1985). 학자들은 갈등관계에 있거나, 소원한 관계는 안녕에 이롭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성인자녀가 꼭 필요한 긍정적인 자원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다(Connid is & McMu llin , 1993; Um berson, Cohen , H ou se,

H op kin s & Slaten , 1996). Korop eckyj-Cox(1998)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남자에

게는 외로움과 우울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 여자에게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오히려 배우자와의 사별이 양성 모두에게서 가장 중

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우울에도 논란의 경

우가 있다. 오병훈 등(1998)은 배우자의 유무가 우울증상의 점수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서국희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사별, 이혼, 별거중인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조항석

등, 1998).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자원의 존재여부만으로 측정할 수 없

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자원의 존재 여부 외에 자원의 사용가능성에 따라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본인이 인식하게 되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Dean,

Kolody & W ood (1990)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돌봄과 관심 을 받는 정도

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유 배우자의 낮거나 중간정

도의 지지는 무 배우자보다 높거나 유사한 우울 점수를 보였고, 유의한 설명력은

없었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의 지지는 낮거나 중간정도의 지지가 높은 우울 점수

와 관련이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사람의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되는 중간정

도나 높은 지지는 낮은 우울 점수와 관련이 있었다. 이 자료로부터의 결과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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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는 배우자나 친구의 지지보다 약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의 해석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성인자녀나 다른 친척들

이 주요한 표현적, 도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증거도 있다(Field & Minkler, 1988;

Peters, H ays, Babch u k, Kaiser & Iijim a, 1987). 특히 성인자녀와 친척들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친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Sh an as, 1979).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성원들 사이의 지지의 기대, 그러

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Krau se, 1997).

마찬가지로 Bow lin g & Brow ne(1991)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불일치하면서

종속변수의 1-10%만 설명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질과 내용을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지지는 대상자가 인지하는 만족도와 느낌으로 판

단하는 것으로 George, Blazer, H u gh es & Fow ler (1989)는 우울을 경험하는 150명

의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망(social netw ork)의 크기와 주관적인 사회

적 지지가 우울 증상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중요한 예측인자였지만(Coyn e, &

Dow ney, 1991), 우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였는데,

대상자가 자신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나 특성보다 더 우울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Krau se, Lian g & Yatom i, 1989).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외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반영

한다. 일단 지지자원의 종류를 가족으로 규정한 연구가 많고, 종류에 따른 효과

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외

국에 비해, 아직도 가족중심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몇

개의 연구를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에서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과의 관계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수준이 낮았다

고 하였다(최은선, 1995; 이민수, 1996). 또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이 지각한

우울 정도는 낮았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았다(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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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김미숙, 김기순, 박종, 조용래, 김양옥(1999)은 농촌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남·여 모두에게서 가족지지도가 낮은

군에서 우울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친구와의 지지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지자원의 종

류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비교할 수가 없다.

4) 기타 특성

우울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생활사건이다. Glass, Kasl &

Berkm an (1997)은 노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사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이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여타 혼란변수인 교육

수준, 주거상태,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Mu rrell, & N oris, 1991) 을 조절

한 후에 나온 우울증상의 원인이 되는 생활사건은 이사로 인한 친구의 상실(

=1.76), 친척의 심각한 질병이나 상해( =0.99), 취미의 상실( =1.40), 범죄의 희생자

가 되는 것( =2.14), 간호요양원에 입원하는 것( =4.11)로 나왔다. 가장 흔하게 보

고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인 친구나 친척의 사망은 우울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즉, 명확하게 존재하는 죽음보다 현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생활사건이

우울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우울 증상에 미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누적적 효과를 알기 위하여 양-반응관계를 보았다. 이 분석에서 사건

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되는 J형의 곡선을 보였다.

부정적 생활사건은 인지적 과정(Barnes, N acoste, & Wise, 1991)이나 자아존중감같

은 심리적 특성(Mu rell, Meeks, W alker , 1991)등에 의해 완충된다. Krau se(1986b)

는 극단적인 내외적 통제위가 있는 노인이 부정적 생활사건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고 하였다. 생활사건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남·녀를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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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의 우 울에 대한 중재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회고요법(정 영, 1994; 전시자,

1989; 박수원, 1997; 김수영, 1998; 하양숙, 1990), 인지요법(박현숙, 1993), 레크리에

이션요법(김연화, 1999; 천혜정, 1997; 이주희, 1999; 전기홍, 송미숙, 송현준, 채준

안, 1999), 작업요법(성기월, 1992), 심리·사회적 치료프로그램(이은철, 1999) 등이

있다.

회고요법은 회상(Rem iniscen ce)을 통한 생의 회고(Life review )로 생의 회고는

체계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경험, 특히 해결되지 못한 갈등을 재생시키고

생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의 회고는 자신의 삶에 보다 큰 의미

를 부여하고 타당한 모습을 제공하여 통합감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을 완전한 실패나 허사로 회고한다면 자신의 부적절함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

는 단점이 있다(Bu rn side, 1988). 전시자(1985), 하양숙(1990), 박수원(1999)은 양로

원 노인과 병원노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 및 집단회상요법 후에 우

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요법의 종결 후 일정정도의 기간

이 흐른 후 효과(우울 점수의 감소)의 지속성은 조사하지 않음으로 이 요법의 장

기적인 효과성은 검증하지 못하였고, 회상요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치료자와의 일

대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우울의 감소를 보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치료자와의 접촉이 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중요한 단점이 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인지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삶의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자동적인

사고내용을 검증하며 다양한 행동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Corey, 1991). 지금

까지 시행된 인지요법에 대한 연구는(박현숙, 1993; 이은철, 1999) 어떤 기관에 다

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중재하였다. 그러나 이 노인들은 기관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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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다른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계속 노출되었기 때문에 인지요법의 효

과성을 분별할 수 없게 한 단점이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집단 간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대상자들로 하여

금 정신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하여 우울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인데, 전기홍 등(1999)은 노인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9회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중재 전·후에 조사대상자들의 우울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나, 우울 점수(GDS) 5점을 기준점으로 중재 전·후의 정상군과 우울군의 분

포변화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재 후에 우울군에 속하는 조사 대상자가 1명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요인과 노

동적 지지(힘든 일을 도와줄 사람의 유무)가 우울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송미숙 등, 1997)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경제적, 노동적, 정서적

지지정도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중재 전·후의 우울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 전·후에 노동적 정서적 지지가 동일한 군에서는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는데, 노동적 정서적 지지가 감소한 군에서는 우울 점수가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직접

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감소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노인의 우울을 완화,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었다.

위에서 노인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찰 결과,

지금까지 시행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인적, 물리적 조건이 필요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지요법이나 작업요법, 음악요법, 레크리에이션 등에는 프로그램

시행자가 준비 되어있거나, 도구와 장소가 필요하므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인 경우에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증상

을 동반하면서 자의적, 타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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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프로그램 제공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이들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려고 하는 동기의식을 갖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문간호사들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을 가정에서 발견하였을 때,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서적인 문제를 위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중재의 개발이 요구되는

데, 내러티브 접근은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내러티브 접근은 인간의 체험사건을 집중적으로 해명하는 연구에 적합하지만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인 간호대상자의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간호학연구에서 연구와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접근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사건을 말

하고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자

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재형성한다. 주체적 참여는 현

재까지의 삶 속에서 체험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노인

들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대

상자를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인 내러티브 접근은 노인

의 우울을 개별 접근해야 하는 방문간호 영역에서 유용한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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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접근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증주의로부터 해석주의로 관심의 초점을 이

동하게 한 하나의 전기는 인간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충동 에 관심이 새로워지면

서인데(Wh ite, 1990),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h u m an bein g)과 그 부산물인

텍스트에 대한 연구인 내러티브 접근은 질적인 연구방법에서도 상대적으로 새로

운 방법으로 내러티브 접근의 장점은 말하는 사람(화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이끌

어내고,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술되는 동기와 행위의 결과를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을 유사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Bell,

1991).

내러티브는 이야기 되어진 것, 즉 storytellin g으로 정의된다. 어원은 라틴어의

gn aru s"에서 유래하였는데(McCabe, 1991), Main es(1993)는 내러티브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우선 이야기를 창조하기 위해 화자는 사건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하여, 의미와 맥락을 내포하는 구성

(p lot)으로 재현해야 한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타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자신의 과

거의 경험과 기억을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의미 있

는 무엇으로 만들고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김유경, 2000).

내러티브 접근은 세계에는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진

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철학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Am u n d son , 1994). 즉, 세계

는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내러티브나 이야기에 기초를 두고 창조되

고(Gergen, 1982) 이와 같은 각자의 맥락 내에 있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실재가 다

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 세계의 실재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구

성주의의 개념이 내러티브 접근의 근본원리가 된다(Mou les & Streitberger , 1997).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는 유일무이한 실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와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White & Ep ston , 1990)으로

실재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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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실재를 창조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이야기를 말함으로

가능하다. 실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내러티브의 포스트모던 세계에는 사람들이

살고있고, 살기를 선택하는 많은 실재가 있다. 내러티브는 사람들의 선택권과 주

체성에 우선권을 주는 새로운 이야기나 실재를 만들기 위한 개방된 공간을 제공

한다. 사람들은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힘과 창조성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

신이 선호하는 실재를 만들게 된다.

내러티브 접근은 인간의 체험사건을 집중적으로 해명하는 연구에 적합하지만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인 간호대상자의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간호학연구에서 연구와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말함으로 자기정체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

기 위하여 선택하는 사건들은 그의 인식의 틀에 의해 한번 걸러진 것들로 자기정

체성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었던 사건이나 경험

들은 그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지 않고, 무능력했었던 경험이나 사건만을 이야기

에서 중요하게 부각을 시킨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미리 규정하고 있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그 사람에게 보다 건강 증진적이고 유의미한 내러티브로 변

화시키는 것이 이 접근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실천행위이다.

White & Ep ston (1990)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Fou cau lt의 지식과 권력의 분배라

는 사상에 기초하여 내러티브 치료를 발전시켰다. 이는 그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러티브이고,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이고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자신의 의미체계로 받아들이고 그 틀 속

에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로써 무력하거나 사회에서 비 주류적 위치

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배적인 내러티브의 주변인으로, 내러티브 접근은 이런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하여 그들이 다른 내러티브, 즉, 자신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내러티브를 만들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기초하여 제시된 White & Ep ston (1990)의 내러티브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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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초기단계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미체계를 해체(decon stru ction)하

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은 대상자 자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독립적인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

제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만 변화시킨다는 것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key p oint)

이다(Kelly, 1995). 이 단계를 외현화(extern alization ) 라고 하는데, 대상자를

지배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중재자는 대상자

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양한 질문법을 사용하여 많은 이야기를 끌어

내며, 대상자의 이해를 촉진할 은유법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중재전략을 사용해

야 한다(White & Ep ston, 1990). 이처럼 대상자가 문제를 자신과 분리시켜 객관

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내재적이고, 고정적이며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유동적이며 외부적이고 변화가능한 문제로 간주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한계 지우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

대상자의 내러티브에서 기각되거나 희미하게만 드러났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

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의 억압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강점과

능력을 드러냈었던 사건, 또는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지배적인 사건이나

문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 억압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던 순간들을

말한다. 이처럼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성과(u n iqu e ou tcom es)가 확인되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도록 대

상자는 격려 된다.

내러티브 접근의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의 재구성이다. 이 과정은 자신만의

장점과 자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삶에 대한 대안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McLeod (1996)는 중재자는 주의 깊은 경청과 이해로 대상자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과정에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구성단계

에서는 대상자의 강점에 근거를 둔 대안적인 이야기가 지배적인 이야기의 정당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성되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대상자의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

는 허상일지라도, 대상자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내재화시켰던 여러 가지 의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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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므로 그의 삶의 의미에서는 진실이 되는 것이다

(Kelly , 1995)

이제 중재로서의 내러티브 접근은 임상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상담 기술로서

심리학자와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정도

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Monk, 1996). 실제로 Milw au kee 의 Brief Fam ily

Th erap y Center의 연구에 의하면 내러티브 접근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 평균 4.6

회의 면담에서 80.4 %의 성공률을 나타낼 정도로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이 성공률은 면담이 18개월까지 지속되었을 때는 86%로 증가하였고, 77%의 대

상자들이 면담이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d e Sh azer, 1991). Polkin gh orn e(1996)

은 대상자의 감정상태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자아정체성에 공격

을 받은 결과로 발생하므로, 자아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의미 증진적인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재의 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안, 우울, 의미상실

등의 부정적 감정상태를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내러티브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P olkin gh orne, 1996).

실제로 Krop f & Tan d y (1998)는 White & Ep ston (1990)의 내러티브 접근을 사

용하여 노화와 함께 신체기능의 급격한 감퇴, 배우자 상실과 관련하여 반응성 우

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이 대상자의 내

러티브에는 무능하고 의존적이며 쓸모 없는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지배적으로 존

재하고 있었다. Krop f & Tan dy (1998)가 대상자의 내러티브를 해체하여 밝혀낸

두려움과 우울의 내러티브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목표를 성취하고, 고통과 도

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살아남은 생존자의 내러티브로 재구성되었다. Krop f

& Tan d y (1998) 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내러티브가 상실과 가치절하, 무

능함에 기초를 둔 개인적·사회적 의미체계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러티브 접

근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을 다시 얻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더 기능적인 의미체계를 창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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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러티브 접근을 사용한 연구는 이 외에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게 성적인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재(Drau ker, 1998), 우

울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내재적인 것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관계를

우울 감정 속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연구(McLeod, 1997)등이 있다.

이처럼 내러티브 접근의 유용성이 점진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점도 있다. 즉 진리의 모호한 성질과 추정상의 실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내

포하고 있는 언어의 은유적 성질, 인간의 해석이 가지는 일시성과 제한성, 듣는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작용하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구속성 또는 개인 인생사의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과학적인 어떤 것을 이해하려는

고유의 모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한계점이다(San delow ski,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과 건강을 다루어야 하는 건강관련 학문에서는 내러티브 접

근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경험에 접근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러티브 접근은 대화를 통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현재의 삶을 규

정하고 있는 과거의 문제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노출하고 이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로서 과거의 삶

을 다시 보고, 현재를 수용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여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발전적으로 계획하게 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부여로 스스로의 힘을

북돋는 과정이다. 이런 내러티브 접근에 대한 인식 하에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저

소득 노인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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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 간호의 중심이 되었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

는 간호에서 인간의 의사 소통적인 특성과 결합한 간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에 간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

합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접근법을 택하였다.

1. 방법론의 출발

연구방법의 철학적 입장을 인식하는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제되어

야 할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연구자가 철학, 이론, 방법이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

나 시각을 말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응집성(coherence)은 자신의 작업을 위해서 뿐

아니라 학문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Kim , 1996). 그러므로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자가 논리적으로 옳은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상의 보편적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된다. 즉, 보편적

이고 불변하는 하나의 진실하고 객관적인 실재(reality)가 아닌, 국지적(local)인 지

식으로 실행을 통해 정당화되는 원근법적인 실재가 된다. 그러므로, 지식은 탐구

자의 관점과 가치에 의존하고, 인간의 실재는 대화와 행동으로 이해되며, 지식은

효과적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로서 어떤 연구가 과학적인가라

는 합법성의 문제는 그것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가라는 실용적인 기준으로 평

가하게 된다(Kv ale, 1996).

지식은 언어적으로 구성된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 등에 대해 이야

기하는 현실이나 의미라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 대상체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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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대상체의 유동적인 언어를 통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면서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요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이란 정적인 것

이 아니며, 공동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유동적인 그 무엇이 된다. An der son,

2001).

본 연구자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노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상황적 맥락을 고

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 실증적 관점에서 노인의 우울에 대해 일반화를 이루

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중재프로그램도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통제방안으로서만

모색되어왔다. 그러나 대상자의 살아온 역사와 경험이 다르듯이, 개개인의 우울

경험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고 공통적으로 통제하는 중재방안의 모색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대상자를 개별로 접근하면서, 그의 언

어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맥락 속에서의 우울의 실재를 이해하고, 간호실천을 하

기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접근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노인

들이다. 일차적으로 인지적 기능의 저하가 없는 노인으로 참여기준을 설정하였고

둘째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으로서 CES-D (Cen ter for Ep id em iological

Stu d ies-Dep ression Scales)를 사용하여 점수가 16점 이상인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CES-D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Radloff,

1977)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 보고형 우울증 척도의 하나로 문

항들이 증상의 존재기간을 기준으로 정도를 측정하므로 지역사회에서의 역학용

연구에 특히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6). 이 도구는

20개의 짧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주에 경험했던 증상의 빈도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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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있다. 20개 문항 중에는 긍정적 감정의 내용을 가진 문항이 4문항이 있

어 계산 시에는 이 4문항을 역으로 계산하여 종합 합산하게 된다. 각 문항의 점

수는 0점부터 3점까지로 최대점수는 60점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승철

등(1991)에 의해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다. Rad loff(197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는 .85로 제시되었고, 한국판 CES-D의 신뢰도 계수는 0.84로 나왔다(신승철 등,

1991). Roberts & Vern on (1983)은 연구결과 16점을 우울과 정상을 구분하는 기점

으로 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16점을 기준으로 우울과 정상을 구분하였다.

질적인 연구의 참여자 수는 탐색하고자 하는 관심현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

다. Kvale (1996)은 연구의 목적이 구체적인 개인에 의해 경험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 한 사람에 대한 면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석학적 면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참여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3. 면담과정

1) 면담 절차

본 연구에서는 방문하는 간격 및 회수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1회씩으로 정하

였으나,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첫 1회 방문은

참여자와의 신뢰 및 유대관계를 수립하였고, CES-D로 우울 정도를 측정하면서 연

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 후에 연구자는 보

건소 방문간호사의 자격으로 참여자들과 3회에서 6회 정도의 개인면담을 하였다.

면담 종료 2주 후 최종방문 및 전화상담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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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울 점수를 측정하고, 면담 종료 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참여자별 면담회

수는 첫 번째 참여자의 경우 초기 방문시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

에 초기 관계를 형성하던 과정에서 바로 동의를 얻고 면담을 시작하여 총 6회의

면담을 하였으며, 빠르게 내러티브의 변화를 보인 다섯 번째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5회의 면담을 하였다. 각 면담시마다 면담 전 10분은 일상적인 이야기와 혈

압 측정 및 건강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였고, 면담 후 10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

리하는 시간으로 일상적이고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약속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35분에서 2시간 10분까지이다.

2) 면담 질문

가 . 초 기 질 문

본 연구의 면담을 위한 초기질문은 비 구조적·생성적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단 연구목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

인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연구 참여

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사를 과거와 현재의 시간

적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로 구성하여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질문

은 노인이 이해하고 있는 우울의 의미와 생활과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연

구자는 이러한 초기질문의 해명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건에 대한 노

인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앞으로 우울에 대응하여 건강행위로 자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 . 추 가 질 문

2차 면담은 1차 면담의 연장선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1차 면담과 동일한 종류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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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다시 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1차

면담에서 말한 내용들이 이미 참여자의 현재를 규정하는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사

건들임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2차 면담

으로 종결하고, 3차 면담부터는 참여자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건들에 대한 느

낌,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것

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4차 면담부터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의 사건들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며,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시도하였다. 이 과

정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에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면담의 과정은 Wh ite와 Ep ston (1990)이 내러티브 치료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인 문제의 외현화(Extern alizin g of the p roblem )"의 과정과 원리

를 참조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3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으며, 면담은 참여자의 가

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매 면담시기마다 관찰 기록 및 현장기록을 하였으며,

면담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에 대한 이론적인 노트를 하였다. 면담내용은 연

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소형녹음기로 녹취하였고, 필사하여 기록된 텍스트로 전

환하였다.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말은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하나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매우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의

1) 내러티브 (인문학에서는 서사라 칭함) 분석에는 소설의 서사적 양식에 관심을 기울인

Prop p 을 비롯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틀과, 언어학적 모델을 이용해 서사적 문법을

찾고자 한 Greim as를 비롯한 프랑스의 구조주의자들의 틀이 있다 . 이외에 사회속의 서

사물로서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하는 Labov와 Gee의 방식도 있지만, 본 연구는 참여자들

이 말하는 이야기된 내용의 의미를 알고자 하고, 그 속에서의 상호대화를 통한 이야기내

용의 변화에 중점을 두므로 맥락 내에서 말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Kv ale의 방법을 사용

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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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Kvale(1996)이 제시하고 있는 면담의 해석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연 구 참 여 자 의 이 해

이 맥락에서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와 해석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서 표현되는 그들이 이해한 경험의 의미단위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추출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연구자의 해석

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인 서술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관련성을

보기 시작하고, 연구자는 그 의미를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추론한다. 이때 해

석의 타당성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자가 제시한 해석에 대해 참

여자가 맞다 또는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해석의 타당성을 위한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된 내용에 대해 상황마다 참여자에게 진술하고 동의를 얻었다.

연 구 자 의 이해

이 맥락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자기 이해-그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

이고 어떤 주제에 관해서 스스로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를 넘어서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자의 이야기 내용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이다. 즉, 그 진술이 참

여자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전개된다. 이 해석에서

타당성의 입증은 독자에게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각 연구 참여자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용문을 발췌하여 실었다. 이는 독자들이

본 연구자의 해석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 론 적 이 해

이 맥락에서는 어떤 진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틀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Erick son (1950)이 제시한 인간발달에 있어서 8단계의 과제 중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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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하는 자아통합 대 절망을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이해하기 위한 이

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해석의 타당성은 이론적으로 유능한 사람

들에 의해 입증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현상이 노인의 우울이므로, 노인분야에

서는 노인간호학을 전공하는 교수 1인, 박사 1인, 우울에서는 정신간호학을 전공

하는 교수 1인, 박사 1인에게서 타당성을 확인 받았다.

세 개의 해석적인 맥락은 차별화되면서 각자 속으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을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한 면담의 결과

로서 세 가지 맥락 내에서의 분석결과를 제 4장에 포괄적으로 서술하여 제시하였

다. 본 연구자는 이 결과가 노인 우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표준적인 면담지침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자 한다. 즉, 이 면담은 그 상황, 그 시

점에서의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공동작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참여자, 다

른 상황일 경우에는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것임으로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맥락

내에서만 실재(reality)로 존재한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은 간호사로서의 학문적, 직업적 배경과 대학원 수

업과 별도의 웍샵, 세미나를 통한 연구자로서의 숙련을 토대로 배양되었다. 연구

자의 면담자로서의 자질은 간호사로서 환자와 대화하는데 필수적인 자세인 비 위

협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공감적 청취, 각 참여자의 감정상태에 대응하는 태도로

임상 2년의 기간동안 많은 보호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정이 효과적인 간호실천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면담과정동안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함께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와 활용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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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본 장은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연구자와 참

여자의 대화를 통해 참여자가 구성하는 이야기가 보다 의미 있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두는 이야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술되었다.

본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노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변화과정에

따라 구성하여, 노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울의 속성과 현상을 드러내면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떻게 노인들이 스스로 우울한 자신을

직시하며 그 경험을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기술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내러티브

접근의 실천행위가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 증상에 어떤 형식으로 영향

을 주었는지를 대상자별 면담과정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면서 부가적으로 우울 측

정도구에 의한 점수의 변화로 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1. 참여자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자 1명, 여자 4명의 총 5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범위

는 67세에서 76세까지로 평균 70세였다.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 무학 4명, 고등

학교 졸업 1명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았다. 거주형태는 5명의 참여자 중

2명이 딸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

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 여성노인 중 1명은 3명의 아들

이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가끔 방문하고 있었고, 1명은

부인의 가출과 함께 2명의 자녀 또한 가출한 후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수는 자녀를 낳지 못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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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자 사는 여성노인을 제외하고, 2명에서 4명 사이로 평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종교는 1명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1명은 현재 교회에 다

니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명의 참

여자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가

지고 있는 질환 중 근·골격 질환은 5명의 참여자 중 4명이 호소하고 있는 주요

질환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주어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근·골격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67세의 남성노인을 제외한 4명의 여성노인이 평균 6개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의 종류는 계단 오르내리기, 이동하기, 목욕, 운

동, 식사준비, 외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주로 사회적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들

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는 사회적 고립, 그로 인한 우울증상의 악화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울한 노인이 주로 거동장애와 함

께 정서적 문제로 집안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관이나 시설중심의

우울 중재 프로그램이외에 재가노인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거나, 이들이 기관이나 시설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면담횟수는 총 3회에서 6회까지로 평균 4.8회 정도 진행하였다. 이 결과는 de

Sh azer (1991)의 내러티브 접근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 평균 4.6회의 면담에서

80.4 %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최소 4회 이상의 면담을

해야,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 재 부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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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에서 삶의 의미 재 부여까지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우울은 바로 노인들이 자신의 과거 삶 속에 존재했던

것, 달성했던 것,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사라져감 , 없어짐 을

경험하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없어지는 이라는 삶의 변화는 상실함

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실은 어느 한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한 순간에 소유한 것이 아니듯이, 상실 역시 나이가

들어, 노인을 둘러싼 물리적· 상황적 조건이 변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였고,

노인들은 '사라져 가는 것' 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취하고 획득하

며서 청·장년기를 보낸 노인들에게 상실의 경험은 친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축되며 우

울증에 빠지게된다. 이 시점에 본 연구자가 노인들을 방문하여 면담을 시작하였

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대화는 초기에는 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연

구자의 청에 의해 과거의 사건들과 그로 인한 현재의 감정과 생활에 대한 내용들

로 시작이 되었지만, 두 번째 면담시에는 초기 면담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내러티

브들이 감정의 표현과 함께 좀 더 세밀한 설명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의미 있는 사건들은

두 번의 면담으로 모두 나왔다고 판단하고, 세 번째 면담부터는 위의 두 번의 면

담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토대로 Wh ite & Ep ston (1990)의 치료법의 근간이

되는 문제의 외현화 의 과정과 원리를 참조하여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의 이야기 내용은 조금씩 변화되어갔다. 즉, 참여자들은 이

야기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사건, 문제를 자신의 존재와 분

리시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에 들어 있는 자

신에 대한 자부심, 가치감 등을 희미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다시 기술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

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구성한 우울에 대한 이야기는 상실에서 삶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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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 부여까지 이다. 즉 노인의 우울의 원인은 상실의 경험으로 발생하며 현상

은 상실과 더불어 살기로 나타나고, 상실에서 헤어나려고 하나 잘 되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여하는

단계로 이행한다고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상실함, 상실과 더불어 살기,

상실 속에서 헤어나려고 하기, 다시 의미 부여하기의 범주들은 내러티브 접근으로

참여자들이 달성하는 노년기의 발달과제인 자아 통합의 구성적 과정을 총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었다.

1) 상실 함

노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노년기는 성숙을 달성해 가는 성취의 시간

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상실의 시기이기도 하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다가온 이 추상적이고 상

징적이거나 구체적이고 외형적인 무엇인가의 상실은 객관적 현실이면서 대상자에

게는 더 큰 의미를 함축하는 주관적인 것이다. 즉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

의 의미나 목적, 독립성, 역할과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

성해 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 자아상,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실의 경험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상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

면 자아통합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지만, 적응하지 못한다면 절망하며 우울에 빠지

게 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상실은 생의 의미와 목적, 의미있는 사람의 죽

음과 관계 상실, 결과가 없는 삶, 존재감의 상실, 신체적 활동력 소실, 경제적 독

립성 상실로 다양하게 발생하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신을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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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

모든 인간의 삶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의미는 객관적으로 규정되기보다 다소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나(self)에게는 소중한 것이 타자(other)에게는 소중

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

버린다는 것은 큰 정서적 충격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움은 배고픔에 대한 강렬한 감정과 기억

을 남겼고, 이는 자식을 굶기지 말고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졌다. 그

러므로 이 할머니의 생의 목적은 가난 속에서 어린 자식들과 살아 남는 것이 되

었고, 할머니의 고생은 오직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빈곤한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제들도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힘

들게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할머니는 허탈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할머니가

살아온 고생길이 자식은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 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야 완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살

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를 생각하면서

과거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자식들 굶어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

요 . 공부는 시키다 못 시키면 그만이지만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 생활을 하였는데 배고픈

데 한이 있거든요. 그러니 단지 이거 하나 돈 버는 거 그것만 생각

하고 이웃에 놀러갈 시간도 없고 , 형제들도 못 챙기고 살았어요 . 그

러다보니 어영간에 세월이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세월이 다

가버렸어 .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내가 산 길을 생각하면 불

이 나요 . 우울해지고. 나는 즈들 잘 살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다들 그러고 있고...

별로 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로 승화

시킨 할머니는 산꼭대기 구멍가게까지 나 있는 80여 계단을 머리에 물건을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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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리면서 장사를 하여 자식들의 교육비를 마련하였다. 애들 공부 시켜서 잘

되는 것이 할머니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공부 잘하고 착실하였던 큰 아들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고등학교를 나왔으나 공부를 잘 하지 못하여 전문대에

서 공부하다 그것도 중퇴를 한 작은 아들은 공장에서 팔이 잘리고 말았다. 10년

전에 가게에 불이 나서 우울증에 걸렸던 작은 딸은 재발하여 이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할머니에

게 쏟아진 엄마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 는 작은 딸의 비난은 절망감과

허무함을 남겨주었다.

내가 산꼭대기 구멍가게로 80계단을 머리에 물건을 이어 나르면서

애들을 공부시켰어요 . 나는 못 배웠으니까 애들 공부 시켜서 잘 되

라고 했는데 , 우리 둘째 딸이 십년만에 우울증이 재발해 가지고 나한

테 막 퍼부어요 . 엄마 때문에 오빠 죽고, 작은 오빠 손도 없고, 나도

이렇다고 다 엄마 때문이래 . 난 내가 이렇게 살은게 자식을 위해 참

도와줄라고 살았는데 그러드라구요 .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건지 ...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잘못 살았다는 생각은 자신이 살아온 생을 무

의미하게 한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초기의 목적은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완전히 잘못 살았던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팠던 기억 때문에 자식들 밥을 굶기지 않으려고 갖은 고생을 했던 할머

니, 못 배운게 한이라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했던 할머니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배고프지 않게 키우는 것이다. 이것만이라면 목적은 사

실상 달성이 된 상태이다.

사 남매를 내가 공부를 고등핵교까지 시켰어요 . 우리 큰딸은 인문계

00여고를 나오고 , 막내딸은 00상업학교를 나와 은행에 댕겼고, 둘째

아들은 00고등핵교 인문계를 나왔어요 . 우리 큰아들은 00고등핵교

상업계를 나와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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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아빠가 방도 하나 없이 빚을 잔뜩 지어놓고 죽었는데 어떡해요.

내가 참말로 피눈물로 살았으니깐에 고등학교라도 둘 가르치고 애들

먹여 살렸지 .

교육과 생존이라는 목적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았고, 굶지 않고 현

재까지 살아 왔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궁극적으로 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 때

문에 자신이 고생하였는데,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목적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초기의 목적과 숨

겨져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랐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의 이중성, 모순

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면담과정 내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이었다. 결국

자식 잘되기를 바라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며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남은

것은 자식이 잘되는 것이었지만 그것마저 희미해진 상황에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

온 인생은 사라진 것 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는 이러한 의문이 들었다 . 만약 당신의

모든 목표가 성취되어 영향을 미치고 싶어했던 기관이나 견해들에

바로 당신이 고대하던 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대단한 기쁨과 행

복을 느끼겠는가? 그런데 억제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의식이 즉각적

으로 아니다 라고 대답해 왔다 . 바로 이 순간 내 심장이 가라앉았

다 . 내 인생을 구성해 온 전체 기반이 주저앉았다 . 지속적으로 추

구한 그 목표 끝에는 모든 행복이 있어야 했다 . 나의 목표에 더 이

상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 이 상태에서 어떤 관심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 이제 살아갈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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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있는 관계를 가진 사 람의 죽음 : 풀리 지 않는 비탄

나이를 먹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오고 만나왔던 친숙한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보통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별은 남편 또는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혹은 친구와 같은 주로 동년배의 죽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년배의

죽음이외에 자식이나 손자와 같은 젊은 세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노인들에

게 있어서 한층 더 비극적이다.

금쪽같이 아끼던 큰아들의 죽음 은 할머니에게 너무 큰 상실이다. 할머니는

큰아들의 사망이 5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있다.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이 좋은 세상에 큰아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허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 내가 하루에도 눈물이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이 좋은 세상에 지금 살아 있으면 마흔 아홉 살

인데 얼매나 좋겠어요 . 지금도 밤에 그냥 딱 누워서 허전하게 큰아

들을 생각하면 ...(울음) 미치겠어 . 얼마나 기가 막혀요 . 나는 또 원

래 큰아들만 최고로 알았지 다른 자식은 내 덜 생각했어요 . 우리 딸

들과 막내아들은 그래요. 엄마는 오빠하고 형밖에 모르고 산다고 .

의 미있는 관계의 상실

노년기에 경험하는 관계의 상실은 죽음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

지 남 부럽지 않게 살다가 17년 차이가 나는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돈을 모두 가

지고 집을 나간 사건은 자녀들의 가출로까지 이어졌고, 할아버지에게는 팔, 다리

가 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주는 치명적인 상실이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 누구한테 돈 십 원 한 장 빚 안

지고, 누구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애들 엄마가 춤바람이 나서 돈 다

가지고 나가고 , 애들 역시 다 나갔으니 돈 잃고 사람 잃고 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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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떨어져 나간 셈이예요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바로 혼자의 느낌이다. 할아버지가 이와 같

은 느낌을 갖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할아버지의 여자가 집을 나가는 경험은 이번만이 아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

린 시절 가난으로 고생하다 가출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전 인생에 걸쳐서 반

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때만 해도 말도 못하게 가난해서 어머니가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생선장사 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

그러다보니까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 집에 어머니가 없으

니까 항상 뭔가 빈 것 같드라고 ....

누구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항상 뭔가 빈 것 같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부

재로 만들어진 공간은 할아버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

다. 첫날을 처갓집에서 자고, 자신의 집으로 부인을 데리고 오면서 나에게도 이

런 날이 있구나 생각하니 제일로 행복했어요 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부인은

어머니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된 여성들의 가출

과 사망은 인생에서 따뜻함과 행복을 같이 나누던 존재를 잃어버리는 아픈 경험

의 반복하게 하여 정서적인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 하였다. 이제 할아버지는 세

상 살기가 싫어졌다.

.....결혼하고 6개월 정도를 살았나? 살다보니 여자가 가버리더라고

요 . 들리는 소문에 딴데 가서 아이를 낳다 죽었다고 허는 소리가 들

리더라고요.....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마땅한데 있으니까 장가들라

고 하더라고요 .....여자 복도 없어요 . 살다보니 여자가 자궁암에 걸려

서 못 고치고 죽어버렸어요 .....손자 때문에 그랬는지 장인 장모가 다

른 데를 말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애를 하나 안고 따라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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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그래서 참 살았죠 . 데리고 온 애랑 다 함께 내 호적에도 올리

고 , 절에 가서 결혼식도 하고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었는데.....그 기

분 말도 못하죠 . 이제야 아들 , 딸 낳고 내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

사는가 했는데 , 이렇게 되니 참 세상 헛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 그래

서 약을 먹었어요. 죽을라고 . 주위에서 어떻게 알고서 살긴 살았는

데 , 세상 재미도 없고, 이젠 아무것도 싫어요.

결 과가 없는 삶

인간에게 자식은 현재의 내 생을 미래까지 이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살

아갈 자식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원히 사라짐을 의미함과 같다. 할머니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 인생은 자신의 전 인생이 무의미한 헛 껍데기 같은 인생이다.

애를 안 낳으니까 인생의 재미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 그때나 이때나

쓸쓸하잖아요 . 자식이 없으니까 , 내가 기계가 못 낳게 되었다니까 ...

내 인생은 헛 껍데기야......

할머니의 인생을 상처투성이인 헛 껍데기로 규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시집간 이후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남편은 오히려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그러고 시누들이 애

기 못 낳는다고 은근히 충격을 주어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 특히 한 마을이

모두 혈연관계로 얽혀있는지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함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을의 문제이자 이야기 거리였다. 그러므로 집만 각각이었지 모두 울

타리 없이 지냈던 사람들은 애도 못 낳은게 어쩌구 저쩌구 라고 할머니가 안 듣

는데서 얘기해도, 오다가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할머니의 상

처를 더욱 깊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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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못 나니까 손 끊어진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더라구 . 애도

못 낳는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나 안 듣는데 얘기해도 오다가다

들리고 그러잖어. 큰일에 사람이 다 모이면 또 애기 못 낳는다고 그

러고. 그때 얘기하면 속상해 . 안 나오는 애기를 어떻게 나 ......(눈물)

할머니는 견디다 못하여 양심에 그러면 내가 없으면 너희가 자식을 난다니 한

번 해봐라 는 심정으로 스스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맨날 눈총 받기 싫으니까 그냥 집을 나와버렸지 . 그래서 이때껏 혼

자서 쓸쓸허게 살잖어 .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몸이지 .

존 재감의 상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점유하는 위치는 옛날과 같이 존경받는 권위의

주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주역의 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물러앉은 은퇴자이다.

나이가 들어 여러 가지 자신이 참여하였던 지위와 역할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존

재감의 상실을 의미한다. 경의선 00역의 역장으로 있다가 강도의 폭행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일을 중단하게 된 할머니는 은퇴 후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 과거의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배려를 받을 정도로 의

미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타인으로부터 항상 긍정적 평가를 받는 자신에 대한 자

부심은 할머니의 대화내용에서 항상 발견할 수 있다.

저기 양재동의 00복지관에 고부간의 갈등 해결사로 봉사를 했거든요 .

근데 선생이 10명 이예요 . 그 선생도 시에서 인정을 해야 되요......

내 이름은 할머니 역장이라는 게 가정저널로 나왔어요 . 그게 시초가

되가지고 방송이 줄을 서는 거예요 . 그 할머니 역장은 알고 보니 한

국에서도 하나고 세계에서도 하나래요 ......그냥 잡지사 신문사 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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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꺼정 줄을 서는데 .......명동에서 28년을 금은방 공장에 일본 수출

품까지 안 해본게 없어요 .

일생을 힘겹게 뛰었으나 돈복이 없어서 항상 실패를 하게 된 할머니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거주할 곳이 없어서 00역의 민간인 역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

고 응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생전 일익을 헌다 하는 자부심과 봉사하는 기쁨

으로 일을 하던 할머니는 늦은 밤 강도가 들어와 돈을 요구하며 폭행을 하는 바

람에 허리를 다치게 되어 역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지금도 원당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 모르면 공산당이래요 .

거기서 18년을 무료봉사 한다는 거 아니까 시에서도 그냥 좋아라 하

고 그랬어요 . 그러다 감쪽같이 다쳐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

기 집 하나 해 놓은게 있어서 이리 들어왔죠 .

다친 몸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여의치 않았던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안에 있

는 복지관에 자원봉사 도우미를 신청하였으나, 복지관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할

머니를 알아보고 기꺼이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며칠 전 집을

방문한 다른 직원이 이제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였고, 할머

니는 조금만 더 봐달라고 하였는데, 다 봐줄려면은 한이 없다는 식으로 더 어떻

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없게 매정하게 단절 을 하였다.

겨우 지금 사는데 내가 사는 거 같지가 않아요 . 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봉사하면서 남한테 못된 짓을 안 하고 산 저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 . 복지관에서 저번에 할 때도 딴 사람은 다 안 줘도 역장

님은 드려야 된다고 자원해서 줬거든요 . 그런데 잘라버리니까 아주

그렇게 섭섭도 하고 야속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울먹

임). 그 밥이라고 쌀 딱 고만큼 먹는 거를 주지도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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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도시락 서비스 중단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 도시락 중단은 자

신에 대한 가치감으로 삶을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어 세상이 이렇기도 하구나 하

고 갑자기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는 충격은 자신의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락 중단은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완전히 없

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수시로 내가 어떻게 돼

서 이렇게 하잘 것 없는 존재가 돼버렸지? 이렇게 매몰된 거야? 인

간이 산다는 것이 이런 거야? 혼자 잠자다가 그러면서 그냥 쓸쓸하

다기보다 암흑세계에 혼자 있는 것 같아 .

신 체적 활동력 소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과 쇠약함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었

다.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의 의존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몸을 쓸 수 있을 때나

사회에서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런 사

람은 빨리 가야돼요 라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정체성은 짐만 돼는 존

재 이다.

다리가 지금 이렇게 맥이 없는 거야. 자꾸 걸으라고 하는데 걷는 것

도 어느 정도야 걷는 거죠 . 지팡이를 짚은 지 몇 달 안돼요. 그러

니 하도 지팡이를 짚으니까 그것도 할 노릇이 아니더라구요 . 그래서

내 이렇게 지내니까 하나님 빨리 날 좀 데려가시죠 . 난 그것밖에 소

원이 없습니다 . 내 몸을 가지고 주체도 못하고 살 바에는 뭐하러 살

아요? 지금 우리 이런 사람은 빨리 가야돼요. 다 몸을 쓸 수 있을

때나 사회에서 필요한 거지 지금은 필요 없어요 . 짐만 돼요.

육체적인 문제에만 대처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육체적 쇠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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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적인 부적응 결부되어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노인들에게 다

리가 아프다는 사실은 외부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거동장애가 있는 할

머니들의 세계는 자신의 방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그 크기 내에서만 존재

하게 된다.

여름내 작년에도 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집에서만 빙빙 돌고

있으니 , 물에 빠져 죽어야 되나? 목을 매달아 죽어야 되나? 이런 생

각이 막 들어가요.

이 다리 때문에 어디를 휙 휙 못 다니니까 적적해지고 그러죠. 다리

가 성하면 마음대로 댕기고 하는데 ,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 사람 구경을 어디 나가야나 할 수 있지 안 나가면 날이 저

물도록 사람 꼴을 못 보잖어요.

경 제적 독립성 상실

노화와 그에 따른 신체상태의 악화는 사회적 고립도 초래하지만 경제적 독립

에도 영향을 준다.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살았지만 현재

는 노화와 그에 따른 신체상태의 악화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할머니는 아무 것

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탄한다. 심지어 의료비 걱정으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할

수도 없다.

내가 그 산꼭대기 가게로 물건 여다 팔아 가지고 돈 아쉬운 거 모르

고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벌어 가지고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인데 , 지

금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돈도 못 벌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 몸

이 아파도 딸하고 사위한테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친정도 잘 살았고, 시집도 잘 가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할머니에게 인생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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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데, 좋은 날은 몸이 덜 아픈 날 이고 궂은

날은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는 현재의 삶은 마땅치 않은 삶이다.

모든 게 마땅치 않잖아요 . 내 맘대로 못하고 , 돈도 없고. 그냥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돈도 없죠 .

겨우 겨우 그냥 사는데 어떻게 해요......그래도 몸이라도 덜 아프면

좋은데 몸이 아프니까 어디 가서 돈을 좀 벌고 싶어도 못 벌잖어 .

부인이 집을 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간 할아버지의 경우, 경제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도 관계가 있

었다. 사람 노릇은 주고 받아야 유지되는 것 이라는 할아버지의 굳은 신념은 자

신이 무엇을 사들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형제도 친구도 자신을 멀

리 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마누라가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십 원 한 푼도 없잖아요......돈도 없

으니 아무데도 못 가잖어요 . 형제도 뭔가 좀 사들고 가서 자주 댕기

면 저기가 되는데 내가 워낙 뭐 사들고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노릇도 못 하고 그냥 혼자 살게 되네요 .....내가 못 사니까 또 사정을

아니까 내가 그만큼 세상에 존재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

....... 친구도 내가 있어서 술이라도 한잔씩 받아줘야 그 사람이 괜찮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나고 그러는거지 . 술 한잔도 안 사주고

남의 술이나 자꾸 얻어먹기나 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왕따시킨다 이

거예요 . 그냥 알고 지내는 거지 뭣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 그냥

혼자서 내 맘대로 살다 가는 거지 ........

과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옆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오직 자식과 살아

남는데 전력을 다하였던 할머니의 경제상태로 인한 사회망의 위축은 과거만의 문

제가 아니었다. 협소한 사회망은 현재에도 이어지면서 할머니를 점점 우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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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원인이었다.

쳐다보지도 안 해요 . 내가 잘 살아야 오지 . 동생이 장가 갈 때도

나는 가 보지도 못했어요 . 우리 오빠가 나는 못 산다고 연락을 안

한거예요 . 우리 올케도 내가 가면 저 먼 산보고 서 있었어요 . 내가

못 사니까 그렇지요 . 내가 잘 살고 하나라도 뭐 사주고 해줘 봐요.

그래야 좋아하지. 그렇게 살았으니 지금까지 서로 만나지지 않잖아

요 .....나이 먹을수록 형제가 의지가 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상태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은 다소 주관적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이 이제 재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없으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할머니는

치사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사회적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였다.

잘 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남을 쥐어 뜯는 소리만 하는 군중이 많기

때문에 안 가요 . 동창회도 창설을 두 해만에 해 놨어도 안 나가요.

내가 재물이 좀 있을 때는 회장 어쩌구 별 짓을 다 해도 없으니까

다르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치사한 소리를 듣

고 앉아 있어요? 안 가요.

그러나 노인의 우울은 어느 하나의 상실이 원인이 되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즉 우울은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지위와 역할의 상실만으로도 오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신체상태, 경제상태의 변화와 함께 맞물려 발생

한 부정적인 정서로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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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 과 더 불어 살기

상실의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석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고,

현실에 덧붙여서 자꾸만 채색이 된다. 노화에 따른 역할의 상실 혹은 변화, 신체

및 정신건강의 퇴화, 자유로운 환경통제의 곤란 등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나타

난 상실은 결국 의존성에 대한 요구로 귀결이 되었다. 이러한 의존성에 대한 요

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정서적 상태에 방해

를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상실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참여자들이 상실 속에서 산

다는 것은 상실로 인한 내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이 감정이 외적인 생활로 표현되

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내적 감정은 그들

의 대화 속에 있는 사건, 이야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외적 현상은 상실감이 참

여자들의 현 생활에 미친 변화이다.

가 . 상실의 내적 표현

회한

상실은 회한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너만 있으면 된다 면서 부인을 믿어주

고, 의심하지 않고, 자녀들 결혼시키면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주기 위해 차표도

안 사서 다니고,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던 할아버

지에게 부인과 자녀의 가출은 지금까지의 삶이 기반에서부터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할아버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깨진 쪽박 으로 표현한다.

죽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럭저럭 하루 하루를 연명해 살아 나가고

있는 중이예요 . 그래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도 많이 나

고 그렇게 생각이 되요. 내 인생은 깨진 쪽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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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인생은 노년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자녀는 자신을 고생시키는

한 원인일 뿐으로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 것 같은 자신의 팔자에 대한 회한은 아

무도 없었으면 늙어서까지 고생은 안 하고 살지요.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낫다

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저기 노인들만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다대요. 거기는 세상 편하

고 좋대요. 나도 거기로 가면 좋겠어요 .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늙

어서까지 이 고생은 안 하고 살지요. 어렸을 때 고생을 하고 컸으면

늙으면 고생을 안 하고 살아야지 . 지금은 나이 먹어 칠십이 다 돼가

지고 이래 사니 내가 왜 사나 싶어요.....

산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커서 시집을 온 후에 남편과 정 좋지 못했던 할머

니의 자식들에 대한 애정은 남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남편과의 의견 불일치는 잦은 싸움으로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매일 진짜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싸움을 하고 옷도 못

사 입히게 하지 애들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 신발도 나는

아들한테 물 들어오게 신기기 싫고 , 옷도 남한테 빠지게 입히기 싫어

요 . 내 성질이 그래. 난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공

부를 시켜야 한다고 막 싸우고 가르쳤어요.

할머니가 남편과의 불화를 무릎쓰고 표현하였던 자식들에 대한 애정은 성장한

후에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아버지 말도 맞대요 라는 말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남은 것은 회한뿐이었다.

말도 못하게 정말로 내가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 매일 싸우고 살았

으니까요 . 그때는 애들이 제발 이혼만 하래요 . 그럼 나를 따라온다

고 , 그러더니 인제는 아버지 말도 맞대요. 내가 안 미치겠어요. 참

말로 내가 누구를 위해 그러고 살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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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로움

외로움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처음 와서는 나가도 못하고 사람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드라구요 . 그때는 진짜 너무 외롭고 해서

우울증이 거진 왔어요 . 그렇게 쓸쓸한 느낌은 배 밖에 나와서 처음

이야. 그 외로움 그렇게 못 견디겠드라고 .

혼자 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 외로움이 역습해오는 적도

있고, 고독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항상 자식이 없어서 든든한 마음도 없고 , 자식 덕에 내가 산다 이런

마음도 없고 , 자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지하고 아무리 안

오더래도 그냥 저 동네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고 우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

특히, 밤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외로움을 더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

저녁에 아무도 없고 , 다 자야 되잖어 . 그럴 때는 너무 쓸쓸한 것 같

아 . 영감이라도 있으면 같이 얘기라도 하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쓸

쓸하지 .......

그러나 외로움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과 함

께 살고 있을지라도, 신체적 활동성의 장애로 모든 식구가 나간 이후에 혼자만 집

에 있게 된 할머니의 경우, 활동공간이 아파트로 제한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외로

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침에 식구가 다 나가면 아무도 없어 . 저 개하고 나하고 둘만 있

죠 .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미쳐요. 몸은 아프지 . 머리로는

오만생각 다 나지 막 미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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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에 대한 불안감

노화와 함께 진행된 신체적 상실과 경제적 능력의 소실, 의미 있는 사람이나

관계의 상실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독립

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노인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의존을 해야 한다는 현실은 두

려움을 안겨주는 상황이다. 의존에 대한 두려움은 가족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

다는 마음도 있지만, 나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내포하는 복합적인 감

정으로 이는 타인에 대한 공포와 불신으로부터 비롯된다. 노인들은 이런 상태에

서 앞으로 나쁜 대우와 무시를 당할 가능성을 막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참여

자들의 의존에 대한 두려움은 자식들과 미리 떨어져 살거나, 빨리 죽어야 한다는

생각의 표현으로 이어졌다.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할머니는

젊은 애들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가서 끼어 앉아 가지고 신경 쓰

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니다 . 그래서 진작에 혼자 사는거거든요 .

모르면 몰라서나 그러지 알면서도 그냥 있으면 장애물이잖어요. 그

런 때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필요치 않을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 식으로 사람의 종말을 맺게 해주셨으

면 얼마나 좋겠느냐 갈 때에는 왜 앓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괜

한 소리를 혼자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하죠 .

인제 그 쇼크를 많이 받은 것이 우리 언니가 86세인데 쓰러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 정말 목불인견이대. 우리 언니 정말 이뻐요 . 인물은

어디 가고 뼉다구만 남았어 . 그걸 내가 안 볼걸 보는구나 ...(울먹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갔다 오니까 마음이 아파 . 안 봤어야 되는건

데 봤구나....언니가 바로 내 모습 아녜요? 나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 유달리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다른 사람들 고생 시

키잖어 . 의지해야 하고 ....내 주장으로만 산 사람이라 지금도 누구에

해 되는 거 딱 질색이예요 .

그러나 의존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이 있는 참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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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가족과 함께 살지만 그 대상이 딸인 경우나, 자녀가 없는 참여자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내가 죽었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나이 더 들어가서 병

나면 사위 고생시키고 그래요. 아들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할라고 하지. 딸

은 내 딸이라서 괜찮은데 사위는 자기 자식인 아들만큼 하겄어요 였다.

나이 더 들어가서 더 병나면 사우 고생시키고 그래요 . 아들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할라고 하지 . 딸은 내 딸이라서 괜찮은데, 사우는

자기 자식인 아들만큼 하겄어요? 자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

할텐테 ...자식도 아파 누워가지고 똥오줌이나 싸면 좋아하겄어요? 아

무리 효자라도 그게 걱정이지

이것은 유사하게 딸 부부와 함께 사는 다른 참여자에게도 도출되는 내용인데,

할머니는 아들의 사망이후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큰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그래가지고 내 혼

자 욕하다가도 내가 복이 없응케 그렇지. 혼자 내가 죽어야 되나, 자살을 해야되

나 라고 표현하는데 자살의 이유에 대한 연구자의 물음에는 사위한테 너무 미안

해요 였고, 자식이 아니면 그런 심정 안 드는 거 였다.

.....사위한테 너무 미안해요 . 사위가 나를 업고 댕기면서 00병원, 00

병원으로 다녔는데 , 내가 자식 아니면 그리 심정 안 들지 하는 생각

이 들어요. 화장실 내가 다니고 , 속옷 내가 빨아 입고 하다가 자는

듯이 갔으면 해요. 누구한테도 내가 신세 끼치기 싫어요

노인들의 상실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의 노인부양체계가 지나치

게 가족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언급은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문화적 특질을 반영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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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에 대한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반하고 있는

데, 부인의 가출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히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로 확대된다. 할아버지에게 부인은 물질적 도움만 줄 수 있는 자녀보다 노년

에 아프거나 병들 때 위로하고 간병해줄 지지체계이다.

마누라하고 자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지금부

터가 마누라가 필요하죠. 아프면 물 떠다 주고 내가 이렇게 왼팔로도

하고 지가 왼팔로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부부지 자식은 뭐 좀

내가 못 살면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지 다른 것 없어요 .

그래서 나는 부부가 좋다 그런 생각이죠 .

아무리 자식이 잘해 줘도 죽은 악처가 낫다케요 . 며느리 , 아들 암만

잘해 줘도 지 처만 못하단 뜻이지요.

자식이 없어서 쓸쓸한 할머니는

늙으면 안 아프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지만 내가 아프지

만 않게 살다가 그냥 똥 싸지 않고 살다가 가야 되는데 난 그게 제

일 걱정이야 . 누가 간호해 줄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어떡해...자식 있

는 사람이야 아무리 못해도 믿는 맘이 조금씩 있겠지만, 나같은 사람

은 의지할 것도 하나 없이 걱정만 하고 있지

라고 표현하면서 아프게 되거나,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때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다.

할머니에게 죽은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였을 정

도로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다.

인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부모 모시고 살았잖아요 .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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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대요. 난 딴 거는 상관없고 , 시집오면 우리

동생들한테 잘 하고 , 우리 부모만 잘 모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없으니...난 우리 아들 생

각하면 하루도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어요

이 언급은 면담과정 내내 반복적으로 나올 정도로 현재 딸 부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아들의 죽음은 할머니에게는 미래의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큰 상실인 것이

다.

아프면 누가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소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사실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이 , 안전한 버팀대가 없겠

지 . 병이 난 이후 그 점이 더 분명해졌네. 내가 지금 이혼했거나 혼

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고 가정해보세 .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과

같은 병마가 한결 더 어려웠을 거야. 물론 친구들과 여러 사람이 찾

아와 주겠지만 , 가족과 같이 떠나지 않을 사람을 가진 것과는 다르

지 . 나를 계속 지켜봐 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켜봐 줄 사람을 갖

는 것과는 다르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

라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네 .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 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 이지. 가족말고는 그 무엇도 그걸 줄

순 없어 . 돈도, 명예도 , 일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1998 , 미

치 앨봄 지음 , 공경희 옮김)

삶 으로부터 회피

신체적, 경제적 변화, 가족원의 죽음이나 집 나감으로 인한 지지체계 부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의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참여자들에게는 삶을 비관

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할아버지는 부인과 자녀의 가출 이후 시도한 자살이 실패한 후에, 농약 병을

사다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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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예요 . 이게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사

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 그렇지만 사는 데까지 살아보다가 또 내

가 움직일 때까지는 살다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누가 참 자식도

마누라도 소용없고 죽어도 오지 않을거고 ,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그때 가서는 무슨 방침을 해야죠 . 그래서 농약을 두 병 사다 놨

어요

그는 계속되는 면담에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대화내

용에서는 삶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흔히 노인은

젊은이보다 자살사고를 더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공률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자살의지를 타인에게 배출하지 않음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연구자에게 계속적으로 자살의 생각을 노출하였지만, 할아

버지의 이야기 속에는 생존의 욕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활동할 때까지는 살

수 있지요 참 좋은 세상 구경도 하고, 나쁜 것도 구경도 하고 살 수가 있지만 이

라는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참 좋은 세상 이다. 본인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죽고 싶지 않다. 참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다 못해 나쁜 것이라도 구경도 하

면서 살고 싶은 것 이다.

누가 복쟁이 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대요. 그거 먹으면 그냥 잠이

와서 누우면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전부터 들었는데 그걸 내가 왜

준비를 해 놓으냐. 내가 활동할 때까지는 살 수 있지요 . 참 좋은

세상 구경도 하고, 나쁜 것도 구경도 하고 살 수가 있지만 , 내가 움

직이지 못하고 조석도 못 해먹을 정도가 되면 그냥 술 한잔 해서 먹

고 잠들 듯이 가고 싶어서 사다가 시방 말리고 있어요 ......밥이라도

끓여먹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산다고 하지만 몸도 못 움직이면 누

가 밥을 해 주냐 이거야.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는 인제 결정을 내야죠 . 내 마음먹은 대로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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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워지지 않는 상실의 공 간 : 서운함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상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때,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빈공간이 채워지고 우울 증

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산꼭대기의 구멍가게로 물건을 이어다 날라서 자식을 교육시킨 할머니의 경우,

애들 4남매 다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고, 며느리까지 다 봤으니까 남들은 나보고

나중에 괜찮다고 했어요 라는 표현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이 성장해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신

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자식에 대한 투자는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

다. 결국 할머니의 상실은 자식들에게 봉양 받으면서 누리는 안락한 생활의 상실

이다. 이것은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돌보아준다면 큰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빈 공간이 다른 존재감으로 채워지고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잊

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같이 살고 있는 큰딸 부부도 최고로 알고

있는 큰며느리와 금으로 알고 5년을 키운 손자도 할머니에게 무관심하기만 할

뿐이고, 이 무관심은 할머니에게 더 비관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신체적인 증상

의 악화를 더 호소하게 한다.

사위도 딸도 이제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써요..... 아무도 몰라요 . 진짜 아무도 몰라요 . 내가

남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주 온 몸이 가루가 되는 기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큰며느리는 나한테 전화 한 번을 안 해요 . 내

가 저번 설 안에 아파서 00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참

그래도 내가 병원에 있다고 하면 한번 와 봐야 할 것 아녜요? 내가

서운한기 며느리가 안 오면 손자들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아이들도

한 번을 안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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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서운함은 할아버지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보이고 있다.

내가 남매 낳았으니까 남매가 가끔 가다 이렇게 오고 , 다른 때 아니

라도 명절 때라도 이렇게 오면서 전화라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

면 내가 기분이 살아서 기운이 나고 저기하죠 . 그런데 애들이 도대

체가 연락이 없고 하니까 자꾸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한심한 생각

만 들죠 .....세상에 어제 같은 날(5월 8일 지칭)도 소식이 없어요 .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경우 자식에 대한 서운함은 자신을 방문하지 않는데 대

한 것만이 아니다. 부인의 가출과 아이들의 가출은 바늘과 실처럼 인과적으로 일

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부인과도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딴 애들같이 머리가 똑바로 배기고 생각

이 똑바로 배긴 놈 같으면 즈 아버지니까 언젠가는 찾지 않을까 생

각하고 그렇게 되면 즈 엄마도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

즉, 자식과 연락이 된다는 것은 이미 깨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자신의 모든 상실은 자식과 연락이 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도 자

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애들 엄마도 엄마지만 애들이 더 괘씸해요 엄마를 찾아서 아버지랑

집에서 같이 살아야 지들도 앞날이 괜찮고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고 열 가지 백 가지가 다 좋은데 그걸 몰르고 ...엄마 나갔다고

지들까지 나가서 전화 한 통도 없이 이렇게 안 오니 ...여러 가지 생각

을 하면은 하루 한번도 두 번도 세 번까지 안 울은 날이 없어요 . 내

가 살 맘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은 비단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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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가난하였던 시절 자식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해 왔던 지금의 노인세대

에게서 너무도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를 잘 드러내

고 있다.

수많은 전쟁과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행한 삶을 거친 지

금의 노인세대는 자식 생산은 곧 부모 부양이라고 생각했던 세대 .

가족을 위해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대이며, 그 세대들에게 가

족은 생명이고 영원한 안식처와 같았다 .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일궈놓은 가정은 해체되어

가고 있고, 노인들의 지위는 준비되지 못한 채, 급 추락하고 있다(노

인 바로 알기 노인상담 사례집 중에서 , 1997 , 한국노인의 전화 편)

서운함은 희생으로 키웠으므로 자신에 대해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식에 대해

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일제시대와 전쟁전후의 피폐해진 나라를 일구는 일에

일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지금의 노인세대에게는 사회로부터의 소홀한 대접도 서

운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존재감의 상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는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응대에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밥을 보낸 것도 보면 그냥 반찬도 아무렇게나 조금도 주었다가 찌개

국물에 묻혀서 주었다가 밥도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담는지 좀 넉

넉하게 담다가 어떤 때는 2/3도 못 담는 수가 많아요 . 그러고 보면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그 수량도 넉넉하게 주고 깔끔하게 정성껏

먹게 준다면 고맙지만 보기에 벌써 시원치 않으면 멸시받는 기분이

들고 쓸쓸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대접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인식하는 노인에게 공손하

지 못함은 심리적 좌절과 자기비하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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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좀 잡수세요 하는 것하고 할머니∼이거 이렇게 주는 것하고

달라요 . 그런데 거기서 밥을 잡수는 노인들이 나오면 불평하는 것을

그것도 직분이라고 고자세인 거예요.

나 . 감정의 외적 발현 : 사회로부터 고 립

청·장년기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 의미, 능력 등을 잃어버린 참여자들은 자신

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부 정적인 자기 이미지 로 인한 고립

환경과 지위의 변화로 인한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던 할머니는 자신의 이미

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투영 받아서 만들었다. 이제 자신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신세나 끼칠 수밖에 없게 된 보잘 것 없는 존

재이다.

제가 인제는 사람 사귀기도 싫어요 . 사람 아는 것도 귀잖아. 내 능력

이 없으니까 안 찾아가고 안 가요 . 사람이 서로 대등할 때 , 교류가

되는 거지. 한 등이 약해졌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되요 .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가지 .

할머니는 현재의 자신의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하면서 과거의 환경에도 속하지

않는 관계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 속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처지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할머니 스스로가 자신이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

곳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내의 다른 노인들도 역시 사

회에서 실패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었다. 즉, 할머니의 표현에서는 없는 사람들

만 모인 모산집회 같은 곳이다. 할머니는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없다 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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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게 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

신과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은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사

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은 다 궁짜스러운 사람들이 그냥 짜서 짜서 살다가 못해

서 나처럼 여기 온 사람들이 많아요. 늙어서 인제 저 많이 없는 사

람들이 여기 노인정사람들이 많잖아요 .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자 안 통하는 거예요.

본 연구자는 할머니에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이 연구자가 처음

에 할머니를 방문하였을 때, 도시락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서운함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 원인이었다. 할머니는 대화할 누군가가 그리웠

고, 자신의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인정해주고, 가치를 알아주고, 주의 깊게

경청할 사람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자의 방문이 반가웠던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되고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맥없이 며느리 흉보고 욕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욕하고 그런 거 딱 질색이예요 . 그런 군중에

끼질 안아야 나도 그런 소릴 안 하죠.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

면 건방지다고 단방 욕먹을 판인데 대화를 내가 끊을 수도 없는 거

고 아예 아프다고 안 가는 거죠 . 그건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성격이 그런 거 같아요. 내성적인가 봐요 .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사회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노인인 자신의 이미지를 사회의 반응태도에 준거해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노인이 되어 신체적으로 허약해지고 사회·경제적으로 무

능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으로 노인이 되면

모두 그렇게 된다고 지레 겁먹으면서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

이 지닌 이러한 사실은 과도하게 파급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방적 파급현상은 늙

은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는 다른 노인을 그렇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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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면서 원만한 동료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노인 자신

들의 자아의식과도 관련이 되었다. 대다수의 노인들 자신들이 늙은 사람은 가난

하고, 병약하고, 무능하고, 침울하다는 등의 견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따라서 노쇠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 그

대로의 자신을 용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머니 역시 노인은 당연히 젊은

이보다 못한 존재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봐주는 짐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가서 늙은이가 앉아서 뭐 잘난 척하고 해봤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

요 .....내가 그 사이에 꼈을 때, 가라는 소리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봐 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제를

해야지 자꾸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돈도 없고 몸도 힘들고 대단하지 않게 되었으니

까 신세나 지는 늙은이로 보는 거죠. 남한테 피해 끼치기 싫어요

흔히 노인은 천시되는 것이므로 스스로에 대해 나이든 사람으로 자신을 수용

하는 것은 자부심을 상실하게 한다. 그러나 노령화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현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자 기 상처를 숨기기 위한 고 립

할아버지는 배반을 당한거죠 라고 자신의 처지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 할아

버지에게 배반의 상처는 쉽게 드러내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처이다. 부인의 가출

은 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그 평가는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상처를 숨기는 것은 타인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된다.

남들이 알기를 그야말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인정하는 건 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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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그러잖어요 . 내 생각이 그래요. 남들은 다 마누라 있고

나는 없으니까 남들은 나를 알기를 똥 친 막대기로 생각한다구요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게 좋아요 .

아둘 둘, 딸 둘을 교육시키고 며느리까지 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후에

편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큰아들이 죽고,

딸네 집에 얹혀 사는 모습이다. 이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기

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이 가장 힘들다.

아들 죽은 것이 제일 남 보기 힘들어요 . 남들은 다 나보고 괜찮다고

했는데 , 내가 늦게 이렇게 살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남 보기에 불

쌍해 보이잖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남한테 한마디 지껄이면 두 마디 , 세 마디 소문이 흘러간께 말을 못

하지.....그래도 옛날에는 나랑 좀 지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 그 할머

니는 내 사정도 다 알고 하니까 오며 가며 얘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그 할머니 이사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내

속 열어 보이기도 싫고 하니까 아무도 안 만나지. 만나고 싶지도 않

고 .....

자식을 낳지 못한 할머니의 경우,

남남끼리 만나서 내 속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 . 그냥 왔다 갔다

나 하면서 사는 거지 .

라고 하면서, 자주 오거나 만나지도 못하는 조카를 바로 이웃에서 자주 만나는

교회 사람이나 친구보다 더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혈연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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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의 관계를 피상적인 것으로 형성하였다.

할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하구 큰 맘 먹고 넘어

갈려구 하다가도 생각하면 볼이 빨개 지게 되는 창피스러운 사실이다. 그것은

남들은 마누라한테 몹시 하고 구타하고 돈도 안 벌어다주고 하니까 나갔지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인식

과도 관련된 문제로 확대되어 그로 인한 자아상의 약화는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

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내가 나가들 못 허겄어요 . 어디든 가면 마누라가 집 나간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같고 ...망망대해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지 . 그냥 방

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믿음

이 깔려 있다. 할아버지부터도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자신을 있는 그대

로 보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앞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입견은 자신

을 감싸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타인에게 정서적 거리감을 두게 한다.

친구도 그래요 . 참 서로 정을 주고 왔다 갔다하고 , 이렇게 다정한

친구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나부

터도. 그냥 술 친구나 하는거죠 . 그것도 돈이 있어야죠. 근데 술이

나 먹고 남 헐뜯는 얘기나 하고 그렇게 되니까 별로 안 만나지더라

구요. 자연적으로 말하다보면 남의 얘기가 나와요 . 그런게 난 싫어

요 .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 없으면 내 말 할 것 아녀요? 마누라 집

나갔다고 .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그냥 나 혼자 집에 있는게 좋아

요 .

그러나 관계단절로 인해서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아주 맘이 착잡하고 청소도 하기 싫고 그냥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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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탁 풀려 가지고요 ....혼자 이렇게 지내다보면 고민이 참 많지요.

안할래야 안 할 수 없고, 머릿속에 떠나질 않고.....그러다 보면 술이

라도 한 잔 또 먹어야 돼요

집에 혼자 있게 됨으로 할아버지는 더욱 자신이 경험한 좋지 않은 사실을 다

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술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였던 할머니는

누구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남 보는데 절뚝거리며 댕기는 것도 싫고

하니까 안 나가요. 여기 오고 난 이후로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요 . 이렇게 대화가 되고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남 흉이나 보고 그런

거 딱 질색이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고 하였다. 유일하게 아는 집은 상가에 있는 빵집인데, 미국에 가 있는 그 집 주

인의 시누이가 할머니의 유일무이한 친구로 그 사람이나 할머니를 알까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근처에 하나도 아는 친구가 없는 할

머니의 생활과 사회공간은 0평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할머니의 공간은

문 닫힌 새장 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탁 새장에 들어 앉아 가지고 우울증이 나면은 막 이 집

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이예요.

자 기 포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하였을 때, 이 할아버지의 6개월 전 보건소

기록에는 주요 건강문제가 고혈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방문시 일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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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혈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혈압은 180/ 110이었으나 할아버지는 그동안 전혀

혈압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죽을려고 준비 다 해놓은 사람이 혈압약은 먹어서 뭐해요? 뭐 그래

봤자 누가 나한테 신경도 안 써주는데 , 마누라도 자식도 안 쓰는 신

경을 누가 쓰겠어요 . 그러니 혈압관리도 안 해요 . 밥도 먹기 싫으

면 안 먹고 그냥 그러죠. 그러다 보니 빈혈이 생기드라고요.

다섯 번의 면담과정 내내 연구자는 혈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할

아버지가 진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참여

자는 연구자와 함께 보건소의 방문 진료에 동행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적인 자기 포기의 행동을 보였다.

제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가 제일 걱정이고 내가 그러

다 보니까 술을 날마다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 마음을

가라 앉일라니까 술을 먹다보면 아편 먹은 것 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텔레비나 방안에서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술이 깰 정도 되

면 그냥 쓰러져서 자면 또 하루가 가는거죠. 그러다 일어나면 참 기

분이 안 좋죠 .

3) 상실 에서 헤어 나려 고 하 기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은 어떤 형태로든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경험

들은 환경적 ·상황적 조건과 함께 감정에 큰 긴장감을 안겨 준다. 노인이 경험

하는 상실은 신체적 혹은 심리적 상실이나 사회적, 외면적 상실일 수 있는데, 상

실에 따르는 문제점들과 위기들을 비롯해 모든 상실현상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노인이 직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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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기는 무엇을 변화시키려하기보다 자신을 노출하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긍정적 측면인 장점과 강점이 노출되게 되

고, 이 점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새롭게 구성이 된다. 알고 있다는 것은 실천을 할 수 있게 한다. 참여

자들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어 객관적으로 조망한 후, 자

연스럽게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전환하였다. 즉, 면

담 초기에는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면담이 진행되면서 있는 것,

되는 것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은 일방적인 해결책의 제시

가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의 삶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힘을 북돋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해결책이 실현되도록 공

동으로 협력하면서 동시에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로 인한 감정만을 분출하던 모습에서 조금씩 벗

어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얽매여 있는 생각이나 상황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각도로 변화시키

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일시적이고 다시 예전의 생각과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참여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현재를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그들의 변화될 내러티브의 중심 소재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역할은 공동협력자이면서 촉진자이고 중개자의 역할이 된다. 그러나 해결책은 참

여자가 제시하고 연구자는 그 해결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을 활용한다.

우 울로부터 벗어나 려는 생각

참여자들은 상실의 경험과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던 이야기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베풀고자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보답이 없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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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고 자신은 돌보지 않는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아들 부조 들어온 것도 다 나눠주었어요 . 아쉬운 사람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나만 이래봐야 나만 고생이지. 아무도 몰라

요 . 죽은 사람도 모르고 산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 이렇게

애쓰고 있는 내가 바보다 .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 그 생각도 잠깐

이래요 .

그러나 평생동안 익숙해져온 마음과 행동은 생각만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았

다.

해가 갈수록 마음은 자꾸 안정이 돼요 .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찾고 있는데 , 참 고통이죠 . 시방도 잊어먹는

다고 해도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떠나지가 않아서 마음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하고 .

마음을 즐겁게 가져야지. 쓸쓸하다고 하면 점점 더 가라앉아 . 마음

이 .

우 울로부터 벗어나 려는 행동

벗어나려는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

는 것은 저녁의 불면증으로 나타났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아들의 죽음이나 신체적 고통에만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

할머니는 이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 무엇인가를 해 보

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보았다. 그러나 우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 속으로 걸어나가려던 할머니의 노력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다. 일단 노

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할머

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한번 가고,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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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작년 6월 달에

복지관에 내가 한번 간다고 갔어요 . 갔는데 나는 안 된대요. 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번 가고 안 갔어요.

복지관에 가고 싶어도 내가 복지관에 못 가요 ,

할머니의 복지관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 연구자는 할머니가 방문했었던 노인복지관에 문의를 한 후, 할머니에게 필

요한 서류(입회원서, 보호자 서약서)를 준비해 주었다. 며칠 후 작성한 서류를 가

지고 할머니와 같이 복지관을 방문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일 어서게 하는 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은 타인의 우호적인 도움에 대한 만족감에 바탕

을 두고 만들어진다. 지속적인 말하기를 통하여 현재의 불만스러운 자신의 감정

을 표출한 후, 할머니는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견뎌 나왔다

고 하였다. 큰아들의 뇌막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녔던 부산 00병원에서 만난 마

음좋은 아주머니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넣어주어 밥을 먹게 해주었던 동네 통장도

모두 할머니가 생존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 사람들이다. 사

회적 지지의 한 속성인 타인의 우호적인 관심과 도움은 힘든 인생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힘든 인생을 지탱하게 하였

던 사람들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 삶이 어렵지만은 않았다고 평가

하게 되었다.

거기서 살다가 참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 이렇게 인생이 힘들

게 살았어도 간간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날까지 버티어 나왔

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산대요? 그 옛날 00살 적에도 사회복지산가

우리 집에 와 보더니 사정이 딱하니 쌀도 한 가마니 갖다주고, 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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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갖다주고 하대요 . 철도 다닐 적에도 팀장이 또 그렇게 내 사정

을 봐 주고 그래서 겨우 살아 나왔죠.

다리를 다친 할머니가 석고붕대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을 때, 일상생활을

도와 준 사람이 세를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였다. 주인 아주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은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여도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

내게 하는 힘이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좋드라구 . 그이가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다리

에 기브스를 하고 오니까 밥도 해다 주고 , 찌개도 해다 주고 다 돌봐

주었어 . 그러니까 거기서는 힘든 줄을 몰랐죠.

아들이 죽은 이후 관계가 단절된 며느리와 손자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던 할머니는 자기에게 신경을 쓰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

였다. 아파도 딸이나 사위한테 말도 못하고 삭이고 마는 할머니에게 연구자의 방

문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데, 젊은 사람이 그 날도 그

렇게 서서 내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봤잖아요 . 내가 돌아볼 때마다

나 가는 것을 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싶어서 ...

신 앙생활

종교는 영적 기능 외에 노인에게 우정과 친목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교회에 나

간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었다. 새롭게 이사 온 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던 할머니는

주위 사람의 전도에 교회를 가게 되었다. 교회에 나가게 됨으로 한사람씩 신도들

을 알게 되고, 그 신도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할머니의 사회 망은 조

금씩 넓어졌다. 할머니는 새 거주지에서의 생활에 다시 익숙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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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거의 나아 가지고 저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어렵지만 가보자고 하길래, 교회를 다녔는데, 인제 교회에 갔다

오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 그래서 한번 두 번

가니까 사람을 하나 둘 사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태 교회에 다

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활동 이외에 친목의 기회도 더불어 갖는 위의 할머

니에 비해 스스로 관계를 단절한 할머니의 경우에는 이전에 살던 곳에서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그 곳을 가고 싶지만 몸이 힘들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독 예배를 봐요. 혼자 이렇게 예배를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거 있

죠 라고 하였다.

저기 가까운데라도 나갈까 어쩔까 하는데 안나가게 되더라구요....독

예배를 하던지 해도 교회는 지금은 무슨 나가고 싶지 않아요 . 내 몸

이 시원치 않으니까 차차 몸이 나아지면 모를까 .....

자 기 가치인정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아의식과 자신의 생에

대한 지배력이다. 자신의 값짐이나 자부심에 대한 자아의식은 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할머니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 라는 자신의 이미지에서

자신이 먹을 것이나 옷가지를 나누어주고 글을 모르는 할머니를 대신하여 세금관

계의 일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형성할 수 있었다. 할

머니로부터 듣는 이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살어 라는 표현은 할머니의 자아감

을 상승시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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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했는데 , 아이고 아줌마 만나

니까 아주 살 것 같다고 혼자 좋아하세요 . 나는 별것도 아닌데 ...내

가 옷 같은 것도 주고 , 반찬도 해서 남는 것 좀 주면, 아이고 이 동

네에도 이런 사람이 살어 . 이런 사람이 ...하면서 좋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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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에 대한 의미 재 부 여

본 연구에서 상실감 속에서 살고 있던 참여자들은 이제 삶의 의미를 재 부여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었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자주 한숨을 쉬거나 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참여자들이 그래도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다. 즉, 도시락 서비스 중단으로 힘

들어하던 할머니는 이전에 여행하던 이야기, 남에게 도움을 주어 그 사람이 지금

도 찾아온다는 이야기 등을 하면서 자주 흐뭇하게 웃었고, 부인의 가출로 배신감

을 느끼던 할아버지는 괴롭기만 했던 과거를 농담과 웃음이 가미된 과거로 다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연구자의 역할은 공동

협력자이면서 촉진자이고 중개자의 역할이 된다.

나 에 대해 말하기

타인의 판단과 시선을 두려워하여 자기 상처를 숨겼던 참여자들은 자기 이외

의 타인에게 자신에 대해 노출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서적으로 환기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상실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

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씻

어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상호작용으로 상실로 인한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게 하는 초기 단계이

기도 하다. 연구자와의 대화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서 커다란 비밀처럼 간직했던 어두움을 털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말을 안할려고 하면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이

렇게 오셔서 내 말도 들어주고 한게 별 소리를 다 하지. 아무도 내

말할 사람이 없어요 . 내 얘기라고 한게 별 것도 없지만 나 살아온

얘기 어디 가서 못해요.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 또 내가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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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하고나 말하지도 않고 .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한 소리라도

한게 속은 좀 시원하네요 . 내가 참 선생님한테는 못할 말 다 했어

요 .

우세인데도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남들한테는

이런 얘기 못해요. 남들이 알기를 그야말로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

인정하는 건 추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그래요 . 자기 일들 아니니까

딴 사람들 다 관심 없어. 그래도 선생님은 오셔서 몇 번 얘기를 들었

으니까 이해하겄죠 .

위 로 받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들뿐 아니라 속하지 않은 집단들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다. 노인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나쁜 상황에 비

추어 보게 되고, 그런 후에 자기의 처지가 다른 노인과 다를 바 없거나 혹은 다른

노인들보다 낫다고 느끼게 되면 자신이 가진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집단에 속해있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는

감정에 평화를 가져온다.

참말로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 그래도 나는 밥도 먹고, 옷도

그냥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지만 ...

백화점 차를 타고 오는데 , 거기 아들이 다 죽었대요 . 아들이 둘이

있는데 ,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드라구요. 처

음에는 나 하난줄 알았는데 ,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아들 하나 , 딸

하나인데 교통사고로 서른 살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보다 더

낫다하고 내가 생각하죠.

아이를 못 난 할머니의 경우 옆집도 애를 못 낳대. 몰랐는데, 이 층에 6호, 8

호, 10호가 애를 못 난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없다는 결손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어느 누구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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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처지가 같으니까 그냥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지

내야지 .

자 기 인생을 받아들임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는 초기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내가 기계가 못 낳게

되어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함을 자신에 대한 잘못으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저항도 없이 집을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면담 5회 째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표현하면

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지 .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는데 .... 그때

는 그렇게 나 없는데서 말들을 하니 나도 내 기계가 못났으니 했지 .

그래서 집을 나온 것 아니요 .

할머니는 자식이 있었어도 지금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

고 있었다. 오히려 자식 여섯을 두고 현재 큰아들 내외와 살면서 살림과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동생에 대해 동생이 불쌍허지 아유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래도 이

렇게 사는데 내 몸 편해도 마음이 안 편해 그렇게 동생이 불쌍하니까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이 모두 사실이지는

않다. 왜냐면 할머니는 끝머리에 그래도 아들자식하고 사니까 좋겠지 뭐 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자신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

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식이 있어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겠지. 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사는데 얼마나 이런 저런 풍상이 없겠어 .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몸 하나만 건사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냐 하다가도 가

끔씩 쓸쓸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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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의 부재는 자신의 인생을 부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를 회고할 때 주요

소재로 더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력의 부재는 아직

도 남아 있는 현실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던 과거는 아쉽게 돌아보는 주제가

되었다.

그렇죠 . 난 될 수 있으면 나쁜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 그냥 좋은

쪽으로만 하고 살라고 해요 . 그냥 지금은 옛날에 돈을 좀 모아놓았

을 걸 그랬다 라는 것만 후회하고 이제는 이런 저런 생각을 안 해요.

내 성격을 꺽고 살라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는 할머니는 은퇴 후의 생활

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 아니었다고 사회가 다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 내가 사력을 다

해서 일생을 뛰었으니 남은 여생은 일을 놓드래도 고이 살다가 가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 지난번에 그 할머니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 인제

아들한테 뭐 해줄라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김

없이 살아보자 . 즐겁게 살아보자. 나머지 여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래가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는 나이다 .

인 생에 대한 자부심

자녀의 성공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기준을 제공한다. 자식들

과의 생존을 위해 힘들게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고생한다고 생각한 참여자는 내가

왜 그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불나고, 우울 해진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자신이 억척을 부리며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살

고,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신에 대한 자랑스

러움과 자부심이 족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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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버지 죽고 생활이 힘들어서 영세민을 해 달라고 동에 갔더니

안 해주는 거야 . 그래서 구청에 갔어 . 거기도 안 해준다는 거야 . 가

는 김에 청와대에 갔지. 갔더니 지키는 순경이 왜 왔냐고 묻드라고

요 . 그래서 여기서 나 총 쏴서 차라리 죽이든지 , 영세민을 해 주든

지 , 유치장에 넣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라고 떼를 썼죠 . 그랬더니

어디로 전화하더니 그냥 가래 가면 다 돼 있다고.....그래서 먹고 살았

어요.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어디로 내 쫒기지도 않고 방 있

어서 먹고 자니 얼마나 다행이야 . 아휴 그때에 비하면 아주 대부자

래요.

애를 데리고 부산 00병원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어

요 . 돈은 없지 애는 배 고프다고 하지 그러니 어떡해요 . 새벽에 가서

밥 한 공기 얻어와서 애랑 조금 먹고 남겼다가 저녁에 연탄불에 다

글 다글 끓여서 먹고 했지 .... 한 열흘 되니까 인나 서는 거야 . 옛날

에는 저 길에 개구리 말려 엎어 놓은 것 같았어요. 애가 일어서니까

동네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독한 여편네라고 , 저렇게 살려와서 참

용하다고 그러드라고요.

할머니의 과거의 인생은 자식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

생의 의미가 성취되었음을 인식하였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

였다.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골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했으니까 애들 공부시켰지 시시하게 했으면 못했어요 .

어떤 사람은 애 데리고 밥도 못 묵고 살아. 정신만 똑바르면 뭐를 해

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참말로 내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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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을 돌봄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서 혼자 있는 할아버지는 근본적

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버림받았다고 생

각하면서 항상 죽는 준비를 예비하였음을 강조하던 할아버지는 연구자의 방문과

지속적인 건강교육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 사는 사람이 천 몇백 세댄대 내가 죽었다고, 아프다고 해도 다

자기들 일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오셔서 내 건

강에 신경 써주니까 고마운 노릇이죠......아들도 마누라도 오도 않는

데 .....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삶을 포기하겠다던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의 필요성

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울 증상으로 인한 자기관리의 부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

과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간호사로서의 방문은 신체적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로 불 건강행위를 하는 대상자의 내러티브 해체에서 밝혀진

사실을 건강교육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인식의 틀을 전환한 경우였다. 이처럼 내

러티브 접근은 일방적 건강교육이 아닌, 참여자의 개별적 요구를 파악한 상호작용

적 건강교육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내 몸 내가 건사해야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런다고 애들 엄마나

애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감 정의 전환

부인에 대한 초기의 적대적인 감정은 조금씩 옅어지고, 앞으로의 삶을 정돈하

고 싶은 참여자의 바램으로 변화되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적대적인 감정에서

가 아니라 호적 등의 법적으로 남아 있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한번 만나서

- 74 -



깨끗이 헤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같이 살거나 어느 쪽으로든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야 할아버지가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

사람도 만나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마주쳐서 얘기도 해봤고 , 많

이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드라고요 .

우선 당장 이 여자를 찾으면 살라고 생각을 하니까 ........ 이제는 왜

보고 싶냐면 , 상의라도 한 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 한 마디 해서 안

산다면 깨끗하게 이혼하고 활발하게 너도 가서 그 사람한테 호적 올

리고 살아라 . 아니면 아직 미련이 남았으면 , 다 용서할테니 같이 살

자 . 무슨 이런 저런 말을 해야지.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바뀌었다.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 외롭다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만 계속 하면요 .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자꾸 처지고 아주 못쓰게 되지요 . 그런데 내가

까짓 것 하고 기분 내고 용기 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하면

은 또 괜찮아요 . 세상이 살만해져요 .

세 상으로 나오기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자신이 갇혀 있는 새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은 타인의 관심으로 인해서이다. 연구자의 방문과 적극적인 청취는 사회적 고

립 속에서 정서적 고독감을 느끼고 타인의 관심을 필요로 하던 참여자들에게 대

화상대자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은퇴 이후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던 할머니의 경우, 연

구자의 역할은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연계를 시켜줌으

로 상실 이후의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이었다. 나 혼자 거기 가서

등록도 못 해. 이젠 뭐든지 누가 아휴 할머니 다리 부러진 주제에 어딜 나서 이

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주저앉아라 이러고 있었거든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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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좌절 속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

던 할머니에게 연구자의 관심과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내가 이렇게 근력이 빠지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상태에 있던 차에

아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내 얘기도 들어주고 용기도 북돋워주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는 진짜 얼마나 고마워.

눈물이 나게 고마워

집에만 있던 할머니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시작이다.

여기서 사람 구경하니까 살 것 같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말을

안 하니까요 . 어떤 때는 입에 냄새 나는 것 같고 , 나와서 칫솔질이

나 하게 되고 했는데 , 이제 따뜻해졌으니 조금씩 나와서 한번 와 봐

야겠어요 . 매일은 힘들고요.

부인이 집을 나간 할아버지는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했지만 본질적으로 타인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고 있었다. 즉 관

계상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는 할아버지의 상처는 그 관계를 메꾸어 주는 존재

가 필요한 것이고, 이 존재는 자신에게 관심을 베푸는 누군가이다.

나도 가급적이면 혼자 안 있을려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00공원

에 있는 복지관에 가고 하는데, 거기 사람 하나가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 막 요구르트 같은 것도 싸다주고 하는데 , 그래서 또 한번

더 가고 싶고 ,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가요. 사람 사는 맛이 나

는 거죠 .

오늘을 재기 기념일로 해야겠어 . 아주 무력에 빠졌었는데 , 꽃이 봉

오리로 있다가 어떤 계기로 활짝 피는거 같애 . 거기도 이왕에 들 바

에는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어요? 원체 머니까 자주는 못 오고 , 안

온다고 누가 뭐라고는 안하겠지만 내 맘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 어떤 식으로 내가 할지는 생각을 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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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접근 과정 분석

본 연구의 의도는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에 대한 내러티브 접근을 통하여 그들

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

운 삶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는 간호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사

회의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있는 대상자 선별에 사용하는 우울 역학조사도구

(CES-D)로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점수를 내러티브 접근의 유용성에 대한

양적 평가를 위해 면담 종료 2주 후에 재 측정한 점수와 비교한 결과, 표본의 크

기로 인한 제약점으로 통계적 검증과정은 거치지 못하였지만, 면담전과 후에 측정

한 우울 점수가 많은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참여자들이 자신

의 이야기를 말함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인

내러티브 접근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참여자별로

접근과정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위와 역할에서 은퇴하여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던 할머니는 처음 방문을

하였을 때,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락 서비스의 중단으로 촉발된 사회로부터의 멸

시 당함 , 소외된 기분 을 경험하면서 자존심의 손상과 심리적 무력감을 호소하였

고 우울 점수 측정 시 46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할머니의 과거 삶에 대한

내러티브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고 대접을 받았던 긍지 높은 사람이었다. 그

러나 지금은 건강상태의 악화 및 활동능력의 변화, 경제적 능력의 소실로 의존적

이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인생의 전반기동안 영향력을 발휘하고 상

당한 자율성을 발휘하였던 존재로서의 자신이 의존적이고 타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현재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도 힘이 드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점차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노

인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도 미약하나마 남을 돕는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부심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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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그런 자원을

알지도 못하는 것 뿐이었다. 본 연구자는 할머니의 과거의 삶과 성격에 대한 이

해를 토대로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무엇인가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하면

서 자존심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고

보았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00시에는 할머니의 거주지로부터 10여분 거리에 오

락,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연구자는

그곳에 할머니와 함께 방문을 하였다. 연구자와 방문을 한 첫날, 할머니는 즐겁

게 오락과 교육활동을 즐기는 다른 노인 분들을 보고 노인이라고 사회의 활동에

서 물러나 위축된 생활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오늘이 재기 기

념일이야. 꽃이 이렇게 봉오리 지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활짝 피는 것 같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였다. 그 후 할머니는 서예와 중급 일어 두 강좌에 등록

을 하고 복지관을 열심히 다니기 위해선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아파트 주변을 두

바퀴씩 도는 산책을 시작하였다. 면담 종료 2주 후 측정한 우울 점수에서 할머니

는 15점으로 낮아져 정상 군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효과를 보였다.

자식을 낳지 못하였던 할머니는 면담 전에 16점의 우울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점수는 본 연구의 우울군과 비 우울군의 기준점수로 참여자의 표현인 사람이 사

는데 좋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한 군으로 분류하기

명확하지 않은 점수였다. 그러나 7개월 전의 보건소 기록지에 심각한 우울 증상

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

어 연구 동의를 받고 참여자로 선정을 하였다. 실제로 면담을 시행해본 결과 할

머니는 면담시작 5개월 전에 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기존에 형성하였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고, 이사 오기 전에 입은 다리 골절은 할머니의 활동 범위

를 축소시켜 사회적 고립감과 그로 인해 우울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면

담시에는 다리의 상태가 호전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정적 부적응이 완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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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면담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세 번 정도의 방문이 진행된

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세밀히 시작하면서 초기 면담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

꾸어나갔다. 할머니는 초기 면담에는 자식을 낳지는 못하였으나 배우자와 동거하

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네 번째

방문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게 되는 집안 식구들의 자식도 못 낳

는 것이... 라는 말과 자식을 낳기 위해 다시 장가를 보내겠다 는 말로 인해 상

처를 받고 스스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할머니가 몇 차례의 면담

이 진행되어서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여 경험한 사건

이 큰 상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상처의 숨김이라는 할머니의 폐쇄성은

대화에서 잘 오지 않는 조카래도 자주 만나는 남보다 더 속말을 할 수 있다 는

말로 표현이 된다. 이러한 개방적이지 않은 태도는 할머니와의 대화가 자유롭게

전개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할머니와의 면담에서 드러난 내용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면서도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질집단의 필요성이었다. 연구

자는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알게된 같은 층의 또 다른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사람

들과의 야유회를 주선하였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긴 하였

지만 이 야유회는 아파트를 떠난 곳에서의 모임으로 할머니에게 색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었다. 이 모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5

시 이후의 산책 및 운동모임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나만이

경험하는 특이한 상처 라는 생각은 나와 타인을 구별하게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였다. 대상자의 삶을 규정하는 깊은 상처는 초기 1, 2회의 방문

과 면담으로 드러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삶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으

로 시작되는 내러티브 접근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당한

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기 2회 정도의 면담을 통해 어느정도의 신뢰를

형성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면담종료 2주 후 재 측정한 우울 점수는 13

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할머니의 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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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규정하는 본질이면서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었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큰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비탄을 경험하던 할머니는 면담 초기에 40점의 우울

점수를 보였다. 초기 방문시 할머니의 가장 큰 호소는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

다 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을 딸도 사위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할머니는 말

하고 있다.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1달이 지난 상태

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밤에 잠이 안 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우울증이 재발했다면서 딸과 사위가 입원시켰다 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입이 쓰고 늘어지며, 약값이 비싸기

때문 에 약을 먹지 않고 정신과 외래로 추후 관리방문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역

시 이 사실을 자녀 중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할머니와 자

녀들 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하고의 대화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와 싸운 것, 산꼭대기로 물건을 나르면서 힘들었던 것, 죽기 전에 부모에게 잘 했

던 큰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은 현재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속

으로만 느끼는 서운함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

면서 회고하는 자신의 고생스러웠던 삶은 자아 통합감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할머니는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마음에 안 좋은 것 있으면 흘리고 해야 하

는데, 속으로만 삭이는 자신의 성격이 문제라고 하면서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 미

칠 것 같아서 외부로 나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잘 몰라서 안 된다고 하였다. 연

구자는 할머니가 제시하는 해결책인 노인종합복지관의 등록을 주선하였다. 서류

를 준비하고 등록을 하러 간 날 할머니는 그 곳에 더 머물기를 원하였다. 그 날

할머니는 여기 저기 보고 밑에 내려간께 막 할아버지들이랑 할머니들이랑 노는데

일류 멋쟁이도 그렇게 많다냐. 나는 없지만 거기 멋쟁이들 다 놀러 오는게지요.

게임하고 저거 뭐하고 여자 남자가 어울리는데 재미 좋겠드라고요 라고 하였다.

그 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3일씩 가서 복지관 내에 있는 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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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하였다. 할머니의 면담 종료 후 측정한 점수는 29점으로 변화를 보였지만

여전히 우울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많은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연구자와의 만남에서도 이야기를 함으로 속이 시원

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녀들에게 더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의 사회적 환경인 가족이 필요시에는 대화에 포함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상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많은 변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

부인과 자녀가 집을 나간 할아버지는 초기 우울 점수 측정 시 38점이었으나

면담 종료 후 측정한 점수가 21점으로 우울 분류기준으로만 파악하면 여전히 우

울군에 속한다. 할아버지는 초기 면담시 지속적으로 가출한 부인의 이야기를 하

면서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어하였다. 또한 남들이 자신을 부인이 집 나간 못난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로 그냥 집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연구자에게 끊임없이 죽을 준비를 해 놓았다고 강조를 하였다. 그리고 전혀 혈압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밥도 먹지 않고 매일 술로 지샌다고 하였다. 연구자

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네 번째의 면담부터 할

아버지의 대화 내용은 좀 더 객관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부인과 자녀에 대

한 분노와 배반감을 묘사 하였는데, 4회부터는 감정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마지막 면담에서는 잊고 살려고 해요. 마음먹기에 달렸죠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된 감정상태를 보였다. 면담 종료 후 전화를 하였을 때, 할아버지는 드디어

혈압 관리를 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노인과 같이 오게 되었다고 한다. 팔십 다 된 노

인양반이 나를 좋아하드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자 자전거 타고 저 복지관 가서

밥도 먹고 오다보면 그늘 있으면 좀 놀다오고 그려요...그분도 혼자요...같은 입장

에서 즐겁게 지내자 그런 주의죠 라고 밝은 목소리로 그 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

였다. 내러티브 접근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계속 말하게 한다. 타인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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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노출하지 못하였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

야기를 말하고 계속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표현되고 정서가 환기되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부끄러운 상처 때문에 자신이 거절했

던 타인에 대한 관심, 잃어버렸던 타인의 관심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편안한 마음상태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배고픈 것이 한이 되었던 할머니의 우울은 고생스러웠

던 과거 삶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음으로 비롯되었다. 이는 할머니의 젊었

을 때 고생했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이라도 제대로 낳아서 밥이라도 얻어먹어

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일을 안 하면 밥도 못 얻어먹는 팔자 라는 표현에서 드

러난다. 이 표현은 자신의 고생스러웠던 삶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절

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내러티브에는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자식 셋과 생존할 수 없었다는 자부심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

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지는 못했어도 내가 꽤 영리했던가 봐. 눈치로 일

을 했으니까 , 병원에 갔다가 내가 열흘만에 왔는데 애가 일어서니까 동네사람들

이 깜짝 놀래 가지고 독한 여편네라고.....참 용하다고 그러드라구요 하면서 과거

의 고생스러웠던 기억 속에 묻혀버려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신에 대한 대견함, 자

랑스러움을 재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할머니는 내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야기로 전환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대화를 통한 삶의 수용과 의미 재 부여는 참여자가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연구자는 단지 참여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만 깨닫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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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본 장에서는 내러티브 접근방법으로 이해한 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에서의 우

울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내러티브 접근방법의 간호학적

적용 및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삶의 맥락에서의 우울 이해

노인의 우울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는 우울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노인 우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나

영향요인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며

교육 수준이 낮고 미혼이거나 기혼이면서도 혼자 살고 건강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부정적인 생활사건, 낮은 사회적지지(Roberts et al, 1997) 만성질환(조은희

외, 2000) 기능장애(이문수 외, 2000) 외로움, 소속감 부재(H agerty & William s,

1999)가 있을 때,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

혀진 변수들은 추후의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우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때 항상 고려되는 변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지는 우울의 인과적 상

황과는 몇 가지 공통적인 변수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공통적인 부분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를 비롯

한 거동장애가 있었고, 거동장애는 공간적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외로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 선행연구와 우

울은 단순한 요인들의 조합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발현되

는 부정적 정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즉 우울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초래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조건과 맥락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단지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의 어느 한 차원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다차원적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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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총체적 정서상태이기 때문에 위의 변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 이해한 참여자들의 우울은 상실의 경험이

인과적 상황이 되어서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 상실의 경험은 생의 의미와 목적, 의미있는 관계 및 사람의 상실, 결과가 없는

삶, 존재감의 상실, 신체적 활동력 소실 및 경제적 독립성 상실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의 대상은 신체의 일부나 기

능,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소유물, 능력 그리고 삶에서의 확실성이나 예측

성과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Gru en dem ann (1981)과

Carlson (1978)은 상실을 개인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질(qu ality), 그리고 목

적이 달성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나 변화 라고 정의하면서, 상실 인

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슬픔 이라 보았다. 상실은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잃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를 인식할 때, 슬

픔을 느끼며, 이러한 슬픔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삶을 만족스럽게 재형

성하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

하였던 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변화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Bu rban k (1992)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은 생의

의미 충족이라고 하였으며, Reker (1994)는 노인에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은 긍정적 정신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ru m bau gh 와 Mah olic(1981)의

연구에서 생의 의미는 우울과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는 변수로, 생의 의미는 노인

의 부정적 생활사건이 정신적 건강상태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

를 가져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의미가 파손되었을 때는 부정적

역기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그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면과 의

미가 그들의 인생에서 충족되어진 정도는 개인이 가진 입장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실인 생의 의미와 목적상실, 결과가 없는

삶, 의미있는 관계 및 사람의 상실, 존재감의 상실 등은 노인이 되면 생활상황이

변화하고 중요한 사람의 죽음, 거주지의 변화, 은퇴, 건강상태의 악화와 같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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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의미의 상실을 보고한 Peter son (198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생의 의미는 주로 자

식 낳기, 자녀 잘되기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성옥과 Bu rban k (2000)의 연구인

우리나라 노인에게 의미있는 항목의 범주로 확인된 자손 잘되기, 손자녀, 가족의

건강을 비롯한 가족관련범주와 유사함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강한 가

족적 유대가 노인에게 의미를 주는 주된 자원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나 생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생의 의미는 자

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인 것이고,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부터 나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의 상실감은 자녀가 잘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존재감

의 상실, 신체 상태나 경제상태의 변화가 포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장성옥과 Bu rban k (2000)의 연구에서도 의미 충족 정도가 경제상태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활고는 과거 1 년간의 문제사건과 평생 동안의

문제사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우울, 의미충족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생의 의미와 존재감의 상실, 신체상태의 변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총체적으로 노인의 우울을 설명한다고 보여진다.

Debats, Drost 와 H an sen (1995)의 연구에서는 의미의 충족은 매우 강하게 자

신, 타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계와 연관되는 반면, 의미 상실은 자아, 타인, 세

계의 소외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생의 의미 상

실은 고립으로 결과되었다. 즉, 참여자들의 주된 상실은 자녀(성공하지 못함, 죽

음), 가족(버림받음), 자신(존재감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회한, 외로움, 서운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고립이

라는 세계에 대한 소외감으로 나타났다. 고립은 비록 부적응적인 대처방안이지만

자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현상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

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김으로써 방어하기도 하

고, 역으로 적대감을 표출시켜 상호작용을 차단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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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동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외로움도 따르게

될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참여자들의 우울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이때 참여

자들의 경제상태, 성격, 참여자들이 받는 대체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지속적이고 오래 경과하게 하는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중재요인

으로서 심리적 적응을 증가시키며(Cohen & Willis, 1985; Sarason , Pierce &

Sarason , 1990), 특히 우울과 더 강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Dean , Lin &

En sel, 1981).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의 중재요인으

로만 영향을 주는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

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실로 빚어진 사회적 고립이 낮은 사회적 지지를 야기하

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는 참여자들이 받고 있는 낮은 사회적 지지가 더욱 고립을 지속시키는 것을 볼

때, 결국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요인이라고 보여진다. 또

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식과의 문제에서 상실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상을 보였

는데, 기대하는 자녀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지지를 대체할

자원으로서 동질집단이나 또래 집단을 고려할 수 있다. Bow lin g & Brow ne(1991)

은 매우 나이든 노인일 경우에는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질적 특성을 가

진 다른 사회적 관계 망인 동료집단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취약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방법으로 관계망 성원과의 상호작용

빈도에 대한 조사를 적용한 연구들(Seem an , & Berkm an , 1988)에서도 친구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설명으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는 기대나 의무이기보다 다소 자유롭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onu cci & Jackson, 1990. 그러나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증명한 하근영과 홍달아기(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기존

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는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연구결과만

제시하면서 가족만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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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노인부양이나 보호에 대한 문제를 가족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고 사회적인

체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변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공적 차

원의 경제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노인 부양이라는 사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

이 축소 혹은 퇴조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한다. 특히 독거노인,

극빈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 그 어려움은 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에서

공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회피하는 구실로 현실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가족

을 통한 노인부양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다.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효 중심의 당위적이고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생활

형태를 변화시켜 노인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문제로 실지로 노인들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실감을 경험하였을 때,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주요 요인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의존성의 요구 미 충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이

고 안정적인 사회적 부양체계의 마련은 가족에게 기댈 수 없는 노인들에게 정서

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내러티브 접근의 간호실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러티브 접근은 노인의 우울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간

호실천을 계획하는데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내러티

브 접근은 방문간호사가 타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우우을

경험하는 노인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데 협력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실천행위였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에 대한 내러티브 접근을 통한 간호실천을 분석에서 나온 과정

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대상자를 만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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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와 심리적·정서적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야기의 시작은 살아오신 이야기를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

엇이든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청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이때의 간호중재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솔직

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지지해주고 그러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는 간

호중재이어야 한다. 대상자의 이야기 속의 주제는 자신의 인생에 큰 의미와 영향

을 주는 몇 개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 간호사는 그 주요 사건이

대상자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의

이야기를 청취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문제가 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

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과 함께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창출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때 해결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대화의 주고받음을 통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자에 따라서는 과거의 사건에 지나치게 얽매여 새로운 이야

기로 발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때 간호사는 너무 강압적으로 대상자를 설

득하려 하지 않고 대상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좀 더 솔직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하

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자와 간호사의 대화에서 그들은 차츰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표현하

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상처와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기분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풀리는 등 정서적으로 환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간호중재는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단계는 본 연구에서는 3회 째의 면담부터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하면서 간호사의 진실한 관심

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간호사

는 대상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많이 경험하도록 자신이 하나의 치료적 도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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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상자

들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수록 이 과정이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며 자신을 억

누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러한 압박감으로부터 탈출하고픈 동기를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 속의 상실감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게 된

다. 이처럼 실체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많은 부분이 상실감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악 순환적 감정으로 채워졌음을 알게 되면서 그 공백을 다른 건강

한 대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대상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일 수도 있다. 이때의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그 빈 공

백을 다른 것으로 원활히 대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제공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선 간호사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지지적이고 신뢰적이어

야 하며 또한 대상자들이 장기간 몰두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물을 소개하거나 다

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격려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상실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의미를 재부여하게 되면서 삶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

은 대상자를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내러티브 접근을 통한 간호실천은 기존의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사

정과 함께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실천행위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틀에서 벗어나 있

다. 또한 이야기하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신뢰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특별한 훈련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실천방법이다. 그러므로 만성질환으로 거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내러티브 접근을 사

용한다면 정서적인 안녕감까지 제공하여 총체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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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 연구, 실무측면의 간호학적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1) 간호이론 측면

내러티브 접근은 간호학 분야에선 새로이 채택되고 있는 방식으로 타 학문분

야에서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우울에 대해 내러티브 접근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우

울을 하나의 독립적인 건강문제가 아닌 인간의 삶 속에서 빚어진 맥락적인 정서

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내러티브 이론이 단지 대상자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 내러티브 접근을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한 최초의 연구로

노인의 우울을 부분적인 변수들의 모형으로 설명하기보다 총체적으로 조망하려고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대상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규칙

적이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노인의 우울을 현재 시점에서의 단면적인 현상의

발생으로 이해하기보다 과거와 현재의 삶의 흐름 속에서의 감정의 발현으로 이해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내러티브 접근을 지역사회 노인 간호에 적용하여 노인의 신체적 간

호 이외에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보다 양질의 전인 간호 제공으로 노인 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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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회복을 촉진함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실천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인간과학이면서 실무를 주요하게 다루는 학문인 간호학에서는 이해를

실무와 연결하여야 더욱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

브 접근을 실천적인 간호중재와 접목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시험해보았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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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

인들의 삶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들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과정의 간호 실천을 모색하

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그의 삶의 맥락 속에서의 우울의 실재를 이해하고, 간

호실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접근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1년 3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연구참여자는 혼자

사는 여성노인 2명, 남성노인 1명,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여성노인 2명으로 총 5

명이었다. 자료는 수집직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우울을 경험하게 되

는 인과적 상황인 상실감의 경험에서 현상으로 보여지는 상실과 더불어 살기, 상

실에서 헤어나려고 하기, 연구자와의 내러티브 면담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

여하려고 하는 다시 만들기까지 4단계의 흐름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상실함은 생의 의미와 목적, 의미있는 관계 및 사람의 상

실, 결과가 없는 삶, 존재감의 상실, 신체적 활동력 소실, 경제적 독립성의 상실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실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참여자들

이 상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상실로 인한 내적인 감정인 회한, 외로움, 서운함,

의존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삶으

로부터의 회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 자기 상처의 숨김으로 나왔고, 이런

내적인 감정들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외적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연구의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내적 감정은 대화 속에 있는 사건, 이야기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을 함으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직시와 성

찰을 하게 한다. 그후 참여자들은 상실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생각을 달리

하거나 대안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

다. 그러나 연구자와의 대화, 상실에 대한 대체재의 개발, 자기 감정의 정화 등으

로 상실감을 받아들이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재 부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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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상

실감 이었으며, 이는 내러티브 접근으로 삶에 대한 의미 재 부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 연구, 실

무적 차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우울로부터의 회복과정을 면담과정의 흐름에 따라 과정 분석을 하여

4단계의 과정으로 도출하였는데, 연구의 시간적 한계상, 참여자가 규정하는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를 보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는 선에서 연구

과정을 마치었기 때문에 삶의 재구성과정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은 좀 더 장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노인만을 참여자로 규정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노인의 환경

적 변수인 가족이 정서·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노인의 우울을 접근하는 가족 포함 연구의 필요

성을 제언한다.

3) 노년기의 생의 회고는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변수로, 생의 의미는 살아온

문화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노인을 간호하는 간

호사가 그들의 대상자인 노인이 인생을 회고하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그들에

게 무엇이 중요한 의미인가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 실무에 생의 의미 증진적 증재를 개발하고 포함시킬 필요

성을 제언한다.

- 93 -



참고문헌

김미숙, 김기순, 박 종, 조용래, 김양옥(1999). 일부 농촌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의학회지, 24(1), 115-129.

김수영(1998).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양

원 만성통증을 가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연화(1999). 집단레크리에이션 요법이 시설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19-31.

김유경(2000). 정신분석학의 서사성-프로이드 저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한국보

건사회연구원, 35.

류성훈, 이귀행, 오상우(1990). 노인의 우울, 불안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인자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6, 412-429.

박병탁, 이종범, 이중훈(1990). 양로원 재원노인의 우울 경험에 관한 연구. 영남의

대 학술지, 7(2), 79-87.

박수원(1997). 회상요법이 입원노인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숙, 오경옥, 김종임(1989). 노인의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관계분

석 연구. 충남의대잡지, 16(1), 245-259.

박인옥, 김진세, 이강준, 정인과(1998). 한국 노인의 우울요인. 노인정신의학, 2(1),

47-63.

박현숙(1993). 집단인지요법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경

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국희, 조두영, 류인균, 연병길, 최인근, 조맹제(1998). 한국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

- 94 -



률과 위험인자. 노인병, 2(1), 49-60.

성기월(1992). 정서적 지지간호를 병행한 집단등공예작업이 시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동수(1996).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우울 및 신체적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 경

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승철, 김만권, 유관수, 김진학(1991). 한국에서의 CES-D의 사용. 신경정신의학,

30(4), 752-767.

신철호, 김수영, 이영수, 조영채, 이태용, 이동배(1996). 일부지역 노인들의 인지기

능과 우울에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9, 657-668.

송미숙, 전기홍, 송현종, 김정은, 박승구, 신상건, 이동훈, 정성현, 최연주, 최완철,

최민규, 황재철, 홍지만(1997). 농촌지역 노인들의 우울증상에 관련된 요인

들의 특성. 아주의학, 2(2), 188-197.

오병훈, 김현수, 김정훈, 조항석, 조경혜, 조현상, 유계준(1998). 한국 한 농촌지역의

노인성 인지기능 장애 및 우울증상 역학조사. 노인정신의학, 2(2), 176-186.

오현경, 배철형, 신항순, 신동학(1992). 건강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능적

능력과 우울에 관한 역학조사. 최신의학, 35, 21-30.

원정문, 강영곤, 배철영, 이호택, 이석기, 이영진(1998). 노인들의 우울성향과 관련

요인. 가정의학회지, 19(1), 77-84.

윤 진 (1985).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 적성출판사.

이문수, 곽동일, 정인과(2000). 노인 우울증에서 일상생활 기능의 손상. 노인정신의

학, 4(1), 91-100.

이민수(1996). 한국 성인병 예방협회지. 185(6).

이영자, 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

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79-93.

이은철(1999). 노인 낮 병원의 심리사회적 치료프로그램이 노인의 신경인지기능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5 -



이정애, 정향균(1993). 농촌지역 노인들의 우울 및 인지기능장애에 관한 연구. 신경

정신의학, 29(4), 832-841.

이종범, 정성덕(1985).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3),

431-444.

이주희(1999). 집단음악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옥 & Bu rban k (2000). 노인의 생애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2),

259-271.

전기홍, 송미숙, 송현종, 채준안(1999). 노인 우울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보건행정학회지, 9(3), 95-112.

전시자(1989).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 영(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 자아통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카

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집, 47(2), 1009-1025.

조맹제, 배제남(1994). 한국의 사회변화와 노인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3, 82-96.

조은희, 전진호, 이상원(2000). 경로분석을 통한 만성질환 노인 환자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모델 설정. 노인병, 4 (3), 148-163.

조항석, 오병훈, 양성희, 이혜리, 유계준(1998). 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 노인병, 2(1), 89-102.

천혜정(1997).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선(1995). 노인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고독감과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근영, 홍달아기(1999).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노년학연

구, 8, 75-90.

하양숙(1990). 노인간호에 관한 연구: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4 (1), 75-82.

- 96 -



Am u n d son , J.K.(1994). Whither n arrative : The d an ger of gettin g it right . Jou rn al

of M arital an d Fam ily Th erap y, 20(1), 83-89.

An derson, H .(2001). Lan gu age, Conversation an d Possibility . 서울 내러티브 연구

소 w orksh op 자료집.

An tonu cci, T.C.(1990). Social su p p orts an d social relation sh ip s. In R.H . Bin stock

an d L.K. George(Ed s.), The h an dbook of agin g an d th e social sciences,

Orlan d o: Acad em ic Press.

Bachrach, C.A .(1980). Child lessness an d social isolation am on g the eld erly .

Jou rn al of Marriage an d the Fam ily, 42, 627-637.

Bell, S.(1991). Com m entary on p ersp ectives on em bod im ent : The u ses of

n arr ativ ity in ethn ograp hic w ritin g . Jou rn al of N arrative an d Life

H istory, 1(3), 245-254.

Blau m , C.S., Lian g, J., & Liu , X.(1994). The relation ship of chron ic disease an d

health statu s to the h ealth services u tilization of older Am erican s.

Jou rn al of th e Am erican Geriatr ics Society, 42, 1087-1093.

Blazer , D .G ., Bu rchett, B., Service, C ., & George, L.K.(1991). The association of

age an d dep ression am on g the elderly : An ep id em iologic exp loration .

Jou rn al of Gerontology, 46, 210-215.

Blazer , D .G ., H u ghes, D .C., George, L.K.(1986). Th e ep idem iology of dep ression

in an eld erly com m u n ity p op u lation . Geron tologist, 27, 281-287.

Bow lin g, A ., & Brow ne, P .D . (1991). Social n etw orks, health , an d em otion al

w ell-bein g am on g the oldest old in Lon d on . Jou rn 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 ce, 46(1), S20-32.

Braden, C .J., Mcglon , K., & Pen nin gton, F.(1993). Sp ecific p sych osocial an d

beh avioral ou tcom es from th e SLE(Lu p u s) self-help cou r se . H ealth

Edu cation Qu arter ly, 20, 29-41.

- 97 -



Bragg, M .(1979). A com p arison of n on d ep ressed an d dep ressed lon eliness. Pap er

p resented at the UCLA Research Conference on Lon eliness, Los An geles.

Broad head, W .E., Blazer, D .G ., George, L.K., & Tee, C.(1990). Dep ression ,

d isability d ays, an d d ays lost from w ork in a p rosp ective ep id em iologic

su rvey . JAMA, 264, 2524-2528.

Brow n , D .R., N orw eeta, G .M ., & Law ren ce, E.G.(1992). Sym p tom s of d ep ression

am on g older african am erican s: An an alysis of gen der differen ce . The

Gerontologist, 32, 789-795.

Bu rbank, P .M .(1992). An exp lorative stu dy : A ssessin g the m eanin g in life

am on g old er ad u lt clients. Jou rn al of Gerontological N u r sin g, 18(9),

19-28.

Bu rn side, I.M . (1988). N u r sin g an d the aged : A self -care ap p roach . Mosby .

Callah an, C .M ., H en drie, H .C ., Dittu s, R.S., Brater, D .C ., & Tierney, W .M .(1994).

Dep ression in late life : The u se of clin ical ch aracteristics to focu s

screen in g efforts. Jou rn al of Gerontology, 49, M9-14.

Can tor, M .H .(1979). N eighbors an d frien d s: An overlooked resou rce in the

inform ed su p p ort system s. Research on Agin g, 1, 434-463.

(1983). Str ain am on g caregivers: A stu dy of exp erien ce in th e

United States. Th e Geron tologist, 23, 597-604.

Carlson , C .E. & Blackw ell, B.(1978). Beh avioral concep ts an d nu r sin g

in tervention . 2n d ed . N ew York : J.B. Lip p incott .

Cicirelli, V.G .(1983). Ad u lt ch ildren ' s attachm ent an d help in g beh avior to

elderly p arents: A p ath m odel. Jou rn al of M arriage an d the Fam ily, 45,

815-824.

Coh en, S., & Willis, T.A . (1985). Stress, social su p p ort an d the bu fferin g

hyp othesis. Psych ological Bu lletin , 98(2), 310-357.

- 98 -



Con nidis, I.A ., & McMu llin , J.A .(1993). To h ave or h ave n ot : Paren t statu s an d

th e su bjective w ell-bein g of old er m en an d w om en . The Gerontologist,

33, 630-636.

Corey, G. (1991). Theory an d p ractice of cou n selin g an d p sych oth erap y .

California : Cole .

Coyn e, J.C., & Dow n ey, G.(1991). Social factor s an d p sych op ath ology : Stress,

social su p p ort, an d cop in g p rocesses. An nu al Review of Psych ology, 42,

401-425.

Cru m bau gh, J., & Mah olic, L.(1981). An exp erim ental stu d y in existen tialism :

Th e p sych om etric ap p roach to Fran kl' s concep t of n oogenic neu rosis.

Jou rn al of Clin ical P sych ology, 24, 74-81.

Dean, A ., Kolody, B., & W ood, F. (1990). Effects of social su p p ort from v ariou s

sou rces on dep ression in elderly p er son s. Jou rn al of H ealth an d Social

Beh avior, 31(6), 148-161.

Dean, A ., Lin , N ., & En sel, W . (1981). Th e ep idem iological sign ificance of social

su p p ort sy stem s in d ep ression . In R.G. Sim m on s(Ed s.), Research

Com m u nity an d Mental H ealth , Vol 2, Greenw ich, CT : JAI Press.

Debats, D .L., Drost, J., & H an sen, P .(1995). Exp erience of m ean in g in life : A

com bin d ed qu alitative an d qu antitative ap p roach . British Jou rn al of

Psych ology, 86(Pt3), 359-375.

de Sh azer (1991). Pu ttin g d ifference to w ork . N ew York; N orton .

Drau cker, C .B. (1998). N arrative therap y for w om en w h o h ave lived w ith

violen ce . Archives of Psych iatr ic N u rsin g, 12(3), 162-168.

Field , D ., & Minkler , M .(1988). Continu ity an d ch an ge in social su p p ort

betw een you n g-old an d old-old or very-old age . Jou rn al of Gerontology,

43, 100-107.

- 99 -



Fishler , P .H ., Sp erlin g, M .B., & Carr, A .C.(1990). Assessm ent of adu lt

relatedness: A review of em p irical fin din gs from object relation s an d

attachm ent th eories. Jou rn al of Per son ality Assessm ent, 55, 499-520.

Freedm an, V.A .(1996). Fam ily stru ctu re an d the risk of nu r sin g h om e

adm ission . Jou rn 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 51, S61-69.

George, L.K., Blazer , D .G., H u ghes, D .C., & Fow ler , N .(1989). Social su p p ort

an d the ou tcom e of m ajor dep ression . British Jou rn al of Psych iatry, 154,

478-485.

Gergen , K.J.(1982). The social con stru ctionist m ovem en t in m od ern p sych ology .

Am erican Psych ologist, 40(3), 266-275.

Girlin g, D ., H u p p er, F., Brayn e, C., P aykel, E., Gill, C., & Math ew son,

D .(1995a). Dep ressive sym p tom s in the very eld erly-Their p revalence

an d significance . In tern ation al Jou rn al of Geriatric Psych iatry, 10,

497-504.

Glass, T.A ., Kasl, S.V., & Berkm an , L.F.(1997). Stressfu l life events an d

dep ressive sym p tom s am on g elderly-Evidence from a p rosp ective

com m u nity stu d y . Jou rn al of Agin g an d H ealth , 9(1), 70-89.

Glenn, N .D ., & McLan ah an, S.(1981). The effects of offsp rin g on the

p sych ological w ell-bein g of older ad u lts . Jou rn al of M arriage an d th e

Fam ily, 42, 409-421.

Gru en dem ann, B.J.(1984). Problem s of p hysical self: Loss. In C. Roy (Ed s.),

In trodu ction to nu r sin g: An ad ap tation m odel. En glew ood Cliffs, N J:

Pren tice-H all .

H agerty, B.M ., & Patu sky, K.L.(1995). Develop in g a m easu re of sence of

belon gin g. N u rsin g Research , 44, 9-13.

H agerty, B.M ., & William s, R.A .(1999). The effects of sen se of belon gin g, social

- 100 -



su p p ort, conflict, an d loneliness on dep ression . N u rsin g Research , 48(4),

215-219.

H aw kin s, A .H .(1990). A ch an ge of heart : The p aradigm of regeneration in

m edical an d religiou s n arr ative Perp ect Biol Med, 33, 547-559.

Jones, W .H .(1982). Lon eliness an d social beh avior . In L.A . Pep lau & D .

Perlm an (Ed s.), Lonelin ess: A sou rcebook of cu rrent theory . research an d

th erap y . N ew York : John Wiley & Son s.

Karts, G .A ., Roberts, R.E., Cam ah o, T.C ., & Coyn e, J.C .(1987). Psych osocial

p red ictors of dep ression . Am erican Jou rn al of Ep idem iology, 125,

206-220.

Kelly, P .(1995). In tegratin g n arr ative ap p roach es in to clin ical cu rr icu la :

Ad d ressin g diversity th rou gh u n derstan din g. Jou rn al of Social W ork

Edu cation , 31, 347-357.

Kim , H .S.(1996). Pu ttin g theory in to p ractice . Problem s an d p rosp ects. In J.

Kenn ey (Ed .), Philosop hical an d theoretical p ersp ectives for ad vanced

nu r sin g p ractice . Su dbu ry, MA : Jones an d Bartlett .

Korop eckyj-Cox, T. (1998). Lon eliness an d dep ression in m id dle an d old age :

Are th e ch ild less m ore vu lnerable? Jou rn al of Geron tology : Social

Scien ces, 53B(6), S303-312.

Krau se, N .(1986b). Social su p p ort, stress, an d w ell-bein g am on g older ad u lts.

Jou rn al of Gerontology, 41, 512-519.

Krau se, N .(1997). An ticip ated su p p ort, received su p p ort, an d econ om ic stress

am on g older adu lts . Jou rn al of Gerontology : Psych ological Science,

52B(6), P284-293.

Krop f, N .P ., & Tan dy, C . (1998). N arrative th erap y w ith older clien ts: Th e u se

of a "Mean in g-M akin g" ap p roach . Clin ical Gerontologist, 18(4), 3-16.

- 10 1 -



Kru se, N ., Lian g, J., & Yatom i, N .(1989). Satisfaction w ith social su p p ort an d

dep ressive sym p tom s : A p anel an alysis. Psych ology an d Agin g, 4(1),

88-97.

Kv ale, S.(1996). In terView s. Th ou san d O aks, CA : Sage Pu blication s

Lar son, R.(1978). Th 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 bjective w ell-bein g of older

Am erican s. Jou rn al of Gerontology, 33, 109-125.

Lew in sohn , P ., Roberts, R., Seeley, J., Roh de, P .(1994). A d olescen t

Psych op ath ology : Psych osocial r isk factor s for d ep ression . Jou rn al of

Abn orm al P sych ology, 103, 302-315.

Main es, O .(1993). N arratives m ovem ent an d sociology' s p hen om en a tow ard a

n arr ative sociology . Social Q, 34, 17-38.

McCabe, A .(1991). Preface : Stru ctu re as a w ay of u n der stan d in g. In A . McCabe

& C. Perter son (Ed s.), Develop in g n arrative stru ctu re . H illsd ale, N J:

Law rence Erlbau m A ssociates.

McLeod, A .A . (1997). Resistin g invitation s to dep ression : A n arrative ap p roach

to fam ily nu r sin g . Jou rn al of Fam ily N u rsin g, 3(4), 394-406.

McLeod, J.(1996). The em ergin g n arrative ap p roach to cou n sellin g an d

p sych otherap y . British Jou rn al of Gu id an ce & Cou n selin g, 24, 173-184.

Monk, G .(1996). N arrative ap p roach es to therap y : The fou rth w ave in fam ily

th erap y . Gu id elines an d Cou n selin g, 11(2), 41-47.

Mou les, N .J., & Streitberger, S. (1997). Stories of su ffer in g, stories of stren gth :

N arrative in flu ences in fam ily n u rsin g, 3(4), 365-377.

Mu llin , L.C ., & Du gan, E. (1990). Th e influ ence of d ep ression , an d fam ily an d

frien d ship relation s on residen ts' lon eliness in con gregate h ou sin g. The

Gerontologist, 30(3), 377-384.

Mu rrell, S.A ., Meeks, S., & W alker, J.(1991). Protective fu n ction s of h ealth an d

- 102 -



self-esteem again st d ep ression in older adu lts facin g illn ess of

bereavem en t . P sych ology an d Agin g, 6, 352-360.

Mu rrell, S.A ., & N oris, F.H .(1991). Differen tial social su p p ort an d life ch an ge as

contribu tor s to the social class: Distress relation ship in older ad u lts .

Psych ology an d Agin g, 6, 223-231.

Penn inx, B.W ., Leveille, S., Ferru cci, L., v an Eijk , J.T., & Gu raln ik, J.M . (1999).

Exp lorin g th e effect of dep ression on p hysical d isability : Lon gitu din al

evid ence from the established p op u lation s for ep idem iologic stu dies of

th e elderly . Am erican Jou rn al of Pu blic H ealth , 89(9), 1346-1352.

Peterson, E.(1985). The p hy sical...th e sp iritu al...Can you m eet all of you r

p atien t' s need s? Jou rn al of Gerontological N u rsin g, 11(10). 23-37.

Polkin gh orne, D .E.(1991). N arrative an d self-concep t . Jou rn al of N arrative an d

Life H istory, 1, 135-153.

(1996). Tran sform ative n arratives: From victim ic to agen tic

life p lots. Am erican Jou rn al of Occu p ation al Th erap y, 50, 299-305.

Radloff, L.S.(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 ort d ep 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 op u lation . Ap p lied Psych ological Measu rem ent, 3,

385-401.

Reker, G .T.(1994). Logotheory an d logoth erap y : Ch allen ges, op p ortu nities, an d

som e em p irical fin d in gs. The Intern ation al Foru m for Logotherap y, 17,

47-55.

Rem p el, J.(1985). Child less elderly : Wh at are th ey m issin g? Jou rn al of Marriage

an d the Fam ily, 47, 343-348.

Roberts, R.E., & Vern on, S.W .(1983). Th e Cen ter for Ep idem iologic Stu dies

Dep ression Scale : Its u se in a com m u n ity sam p le . Am erican Jou rn al of

Psych iatry, 140, 41-46.

- 103 -



Roberts, R.E., Kap lan , G .A ., Shem a, S.J., & Straw brid ge, W .J. (1997). Prev alence

an d correlates of dep ression in an agin g coh ort : Th e Alam ed a cou nty

stu dy . Jou rn al of geron tology, 52B(5), S252-S258.

San delow ski, M . (1991). Tellin g stories: N arr ative ap p roach es in qu alitative

research . Im age: Jou rn al of N u rsin g Sch olar sh ip , 23(3), 161-166.

Sarason , B.R., Pierce, G .R., & Sarason, I.G . (1990). Social su p p ort : An

intern ation al v iew . N ew York : Willy .

Seem an , T., & Berkm an, L.F.(1988). Stru ctu ral ch aracter istics of social netw ork s

an d th eir relation ship w ith social su p p ort in th e elderly : Wh o p rovid es

su p p ort . Social Scien ce an d Medicine, 26, 340-353.

Sh an as, E.(1979). The fam ily as a social su p p ort system in old age . The

Gerontologist, 19, 169-174.

Skoog, L., N ilsson , L., Lan d ahl, S., & Steen, B.(1993). Mental d isorder s an d th e

u se of p sych otrop ic d ru gs in an 85-year old u rban p op u lation .

In tern ation al Psych ogeriatrics, 5, 33-48.

Tu rner , R.J., & N oh, S.(1988). Physical d isability an d d ep ression : A lon gitu d in al

an alysis, Jou rn al of H ealth an d Social Beh avior, 29, 23-37.

Um ber son, D ., Cohen , M .D ., H ou se, J.S., H op kin s, K., & Slaten , E.(1996). Th e

effect of social relation ship s on p sych ological w ell-bein g: Are m en an d

w om en really so d ifferent? Am erican Sociological Review , 61, 837-857.

Vilhjalm sson , R.(1998). Direct an d in d irect effects of chronic p hysical con dition s

on dep ressin : A p relim in ary investigation . Social Scien ce an d Med icin e,

47(5), 603-611.

Weiss, (1974). Loneliness: The exp erience of em otion al an d social isolation .

Cam brid ge, MA : MIT p ress.

Weissm an, M .M ., Sch olom skas, D ., Potten ger, M ., et al.(1977). Assessin g

- 104 -



dep ressive sym p tom s in five p sychiatric p op u lation s: A valid ation stu dy .

Am erican Jou rn al of Ep idem iology, 106, 203-214.

West, C .G ., Reed, D .M ., & Gild en gorin , G.L. (1998). Can m oney bu y h ap p iness?

Dep ressive sym p tom s in an afflu ent older p op u lation . Jou rn al of

Am erican Geriatric Society, 46, 49-57.

White, M ., & Ep ston, D . (1990). N arr ative m ean s to therap eu tic en d s. N ew

York, N Y: N orton .

W olfe, R., M orrow , J., & Predrickson, B.L.(1996). M ood disorder s in older

adu lts. In L. L. Car sten sen, B. A . Edelstein , & L. Dornbran d (Ed s.), The

p ractical h an dbook of clin ical geron tology (p p . 275-303). Th ou san d O aks:

Sage .

You n g, J.E.(1982). Lon eliness, dep ression an d cogn itive th erap y : Theory an d

ap p lication . In L.A . Pep lau & D . Perlm an (Ed s.), Lon eliness: A

sou rcebook of cu rren t th eory . research an d th erap y . N ew York : John

Wiley & Son s.

- 105 -



부록 1.

우울 역학 조사 도구 (CES-D )

아래의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일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하신 것을 가

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를 하십시오.

지난 1주 동안
드물게

(1일 미만)
때로

(1∼2일)
상당히

(3 ∼4일)
대부분

(5 ∼7일)

1.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2.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다(입맛이

없었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4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

다.

5.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

가 어려웠다.

6. 우울했다.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꼈다.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느꼈다.

10. 무서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12. 행복했다.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4 . 외로움을 느꼈다.

15.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6. 인생이 즐거웠다.

17. 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었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

다.

20. 일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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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A N arrativ e A pproach to D epression in Low Incom e

Elderly People

Lee, H an Ju

Dep artm ent of N u rsin g

Th e Gradu ate Sch ool

Yon sei University

Desp ite evidence th at dep ression influ ences qu ality of life for older p eop le,

m u ch of the research liter atu re h as focu sed on su rveys for ep id em iological d ata

an d con tr ibu tin g factor s, bu t n ot on exp lorin g d ep ression as a w h ole .

Ad dition ally, in tervention s for dep ression are p rovided w ith ou t con siderin g th e

con textu al n atu re of life . So this stu dy w as d on e in order to p rovid e an

u n d erstan din g of dep ression in context an d th e u se of a n arr ative ap p roach in

th e p ractice of nu r sin g

Th e p u rp ose of th is stu dy w as to u n d erstan d d ep ression in th e con text of the

lives of eld erly p eop le an d to h elp them in the p rocess of evalu atin g th eir

p ast, accep tin g th e p resent, an d recreatin g m eanin g in their lives.

Th e d ata w ere gath ered from au dio-tap ed, in -dep th in terview s w ith five elderly

p eop le from a low -incom e com m u n ity . Th e in terview s w ere carried ou t in the

p erson ' s h om e an d w ere an alyzed based on Kv ale (1996)' s ap p roach to th e

in terp retation of in terview s.

Th rou gh the n arrative ap p roach, the elderly described their exp erience of

som ethin g w hich h ad m ean in g in their p ast life n ow bein g lost . Becau se of

th is loss, th ey exp erienced negative em otion s an d gradu ally becam e isolated

from society . Particip ants fou n d release from th eir em otion s throu gh tell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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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d retellin g th eir story in an in ter active p rocess w ith the researcher an d thu s

m oved tow ard society by recreatin g m eanin g. Th at is, elderly dep ression

occu rred from the exp erien ce of loss, an d the dep ressive p hen om en a ap p eared

from liv in g w ith the loss. They cou ld break loose from the loss by tellin g th eir

life story an d recreatin g the m ean in g.

Th is stu d y allow s nu r ses to see dep ression as a con textu al em otion in the life

of hu m an bein gs, an d n ot as on e sep arate health p roblem , an d see th at elderly

p eop le as the su bjects of the stu d y cou ld be em p ow ered to resolve th eir ow n

dep ression throu gh in -dep th in terv iew s w ith th e researcher . Th e n arr ative

ap p roach exp an d s ou r u n der stan din g abou t d ep ression in elderly p eop le,

p rovidin g new p ossibilities for con d u ctin g n u rsin g p ractice .

━━━━━━━━━━━━━━━━━━━━━━━━━━━━━━━━━━━━

Key w ord s : Low -incom e elderly, dep ression , losin g, n arrative ap p 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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