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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개별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

고,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

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요양시설 2곳에 거주하고 있는 76세-96세 노인 11명으

로,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면담 시간은 25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의 삶의 경험에 대해 9개 주제, 30개 의미가 도출되었다.

9개 주제는 1) ‘나’를 포기하게 됨, 2)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짐, 3) 단조

롭고 무료한 일상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옴, 4) 타인을 통해 본 자신의 불안한 미

래, 5)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 6)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대인 관계

적 요령을 익혀나감, 7)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8) 요양시설 거주에 의한 홀

가분함, 9) 요양시설에서의 마지막 삶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사함이며, 본질적 구

조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는 다음과 같다.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낯설고 격

리된 공간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가족, 이웃과 같은 예전의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하루하루의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은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

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다른 동료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미래의 모습에 불안해하며, 자신의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 그러나, 공동생활에 순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

간다. 집, 가족, 이웃과의 교류를 포함한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오는 홀가분함 또한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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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구사하며 요양시설을 마지막 삶의 둥지로 인식하며 살아

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 중재 개발과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요양시설 거주 노인, 삶, 현상학적 연구



- 1 -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평균 수명 연장과 저 출산 등으로 인해 그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통계(통계청, 2010, 2011)에 따르면, 199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6.9%이던 것이 2010년 11월 현재 11.3%로 이미 고

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향후 8년 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노인의 지위 및 사회적 역할 변화,

노인의 경제적 문제,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건강관련 욕구 증대 등 여

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은 특성상 신체적 기

능이 저하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적이며 장기간 치료와 간호가 필요로 하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

다(통계청, 2008; 한인철, 2008). 가족의 측면에서도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노부모 부양 의식의 변화,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및 핵가족화, 독거노

인의 증가, 과중한 요양비용으로 인해 많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감을 경험

한다(한인철, 2008).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

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1년에 128개이던 노인 요양시설의 수가 제도 시행 이

후인 2010년 12월 현재 3,852개로, 불과 10년 만에 30배 이상 급증하였고(보건복지

부, 2011), 시설 거주 노인 수도 2001년 7,864명에서 제도 시행 후 2010년 6월 현재

91,910명으로 늘어났으며(보건복지부, 2010a), 이 수치는 앞으로도 노인 인구의 빠

른 증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제도에 따라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사는 것은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감

을 낮춰주는 이점을 가지나(이명숙, 2008; Gaugler, Pot, & Zarit, 2007), 노인 당사

자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생애의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 거주지 이동은 사회ㆍ심리적 안녕과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 입소는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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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패턴,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체계 변화 등 자신의 삶의 형태에 많은 변화

를 경험하도록 한다(Lee, Woo, & Mackenzie, 2002).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접촉

이 적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며, 자발

적인 시설 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히 적응이 힘들고 사망률도 높아진다

고 알려져 있다(신승연, 2001; 이혜경, 이향련, 이지아, 2009; Heliker &

Scholler-Jaquish, 2006). 즉,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요양시설에서의 부적응은

곧 여생을 보내는 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Brandburg,

2007; Chao et al., 2008). 따라서, 간호사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개별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노인들의 요양시설에서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삶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양시설

개념이 일찍부터 있어 왔던 서구사회의 경우, 1980년대부터 요양시설로의 이전

(transition 혹은 relocation)(Heliker & Scholler-Jaquish, 2006; Wilson, 1997), 적

응과정(Patterson, 1995; Brandburg, 2009), 삶의 경험(Brooke, 1989;, Chenitz,

1983; Gorman, 1996; Hauge & Heggen, 2006; Iwasiw, Goldenberg, MacMaster,

McCutcheon & Bol, 1996; Liukkonen, 1995), 삶의 질(Cooney, Murphy & O'shea,

2009; Coughlan & Ward, 2007; Murphy, O'Shea & Cooney, 2007; Scocco,

Rapattoniz & Fantonis, 2006)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는 서구기반 연구들에 비해 문헌의 양은 많지 않지

만, 대만 노인들의 경험(Tsai & Tsai, 2008; Wu, White, Cash, & Foster, 2009),

간호요양원 문화(Chuang & Abbey, 2009), 심리사회적 적응의 예측요인(Chao et

al., 2008), 멕시코계 미국인 노인들의 경험(Almendarez, 2007) 등 동양, 히스패닉

등 다른 문화권의 연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노인의 입소 전 삶의 경험과 문화적 가치에 영

향을 받으므로 우리나라 요양시설 상황에서 노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시설 적응과

관련된 질적(박종환, 2006; 이가언, 2002; 정재연, 2006; 정진아, 2009), 양적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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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연, 2001; 이혜경 등, 2009)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적응(adaptation)

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것으로, 노인이 요양시

설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Brandburg, 2009). 그러나,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긍정적 개념인 적응

일 방향으로 한정시켜 보기 보다는 좀 더 다각적이고 넓은 시각 측면에서 삶 자

체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의 시설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양적 연구들도 있었는데(박영국, 이준상,

이정훈, 2010; 안영철, 2009; 윤숙희, 2010; 이제남, 2011; 황인옥, 윤경아, 김은경,

2007), 이 연구들을 통해 생활만족도 수준이 어떠한지와 이와 관련된 일부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노인 내면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삶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이가언

(2000)의 연구가 있었는데, 자료수집 시기가 요양시설 이용이 소수의 저소득층 혹

은 부유층 노인들에게 한정되었던 1999년-2000년도로서 참여자의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었다. 이는 범 국가 정책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

행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시기적으로 입소 3개월 이내의 초기 경험만을 다룬 연구(고진경, 황인

옥, 오희영, 2009)가 있으나,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의 경험

으로 볼 때,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일단 입소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종

할 때까지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시기에 제한을 두기 보다는 입소 초기

노인부터 장기 입소 노인들까지 각각의 삶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요양시설은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직업, 종교, 지역적 배경이 다양한

노인들이 모인 곳으로(Lee et al., 2002), 그들의 경험은 그들이 가진 배경만큼이나

다양하고 독특하다(Porter & Clinton, 1992). 이러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의미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이 발생

하는 환경의 전후 배경(context) 속에서 연구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며(정혜경, 홍성하, 2002). 그 중에서도, 대상자의 언어,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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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적 관습 등 다양한 개인의 가치나 배경에 내재해 있는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현상학적 방법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

진향, 2005).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요양시설에

서의 노인의 삶의 경험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B.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 문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은 어

떠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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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특성

수명 연장과 노인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질병을 가진 노인의 장기간

치료와 간호, 관리 및 부양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을 돌볼 요양시설에 대한 관

심도 커지고 있다. 만성질환을 갖는 노인들의 특성상 병원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시

설에서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의료자원을 효과

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 노인당사자 입장에서도 의료비 및 거주환경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원경임, 2004).

선진국의 경우, 과거 시설에 중점을 두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전개된 탈시설

화 운동에 힘입어 지역사회에서의 요양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시설보호가 노인과 가족의 분리를 초래하며, 노인의 의존성을 조장하기 때

문이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설보호가 지역사회보호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는 점이다(문현상, 김유경, 1997). 그러나. 시설보호를 무시하고 지역사회보호를 확

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질병이나 노쇠로 인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해 더 효율적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효

과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못하다(양선희, 2003).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후기 고

령자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설서비스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

부차원에서의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은 기본원칙으로는 노인이 가족

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 사회보호체제를 중심

으로 하지만, 시설 보호를 재가, 지역사회보호의 보완수단으로 설정하여, 거동이

불가능하고 수발자가 없거나 실질적 수발이 어려운 경우 시설서비스를 받도록 하

고 있다(강정옥, 2002; 한인철, 2007).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상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특성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 후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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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요양시설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무료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무의탁노인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이고, 소수의 유료시설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싼 관계로 일

부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며,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법률상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각 시설의 기능이 명

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한 채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시설에서 전원 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인이 일반 주거 복지 시설인 양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전문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 질환 노

인이 일반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선우덕, 2001).

이에 반해,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인 현재 요양시설의 거주 대상은 장

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이에 속한다. 장기요양급여수

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

신 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한다. 1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으로 하루 종일 침대위에서 생활자로 일상

생활활동(ADL) 6개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2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미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일상생

활을 유지하며, 일상생활활동(ADL) 5개 이상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등급

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하며,

일상생활활동(ADL)에서 3개정도 부분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한인철,

2007). 보건복지부(2009)가 시행, 작성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현황에 따

르면, 2009년 5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5,176,242명의 9.1%인 472,647명이 장

기요양인정 신청을 했으며, 그 중 63.5%인 25만 9,456명이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을 인정받았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 중 일반이 76.6%, 기초수급권자가 22.2%, 의

료급여수급권자가 1.2%로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볼 때, 인

정자 중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가 전체 인정자의 63.8%인 16,505명이고, 이중 85세

이상 고령자만 하더라도 57,231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85세 이상자의 경우 노환이나 기능 쇠퇴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수발필요도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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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인정자의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치매와

중풍 환자가 54.4%로 절반을 넘었고, 그 외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사고 후유증, 관

절염, 고․저혈압, 당뇨, 요통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장기이용급여 인정자 중 24.2%

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에는 무

료, 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 일반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 시설로서 이용자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많았고 소수의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고비용으로 일

부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 수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많지 않았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요양시설들이 비용부담

에 따른 구분 없이 노인요양시설 하나로 통합되고, 이용 대상자들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비용 부담이 작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산층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

율이 높아지고, 시설의 수도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시작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

하였고, 시행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들의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시설 입소하는 상태이기 때문

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공통

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B.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삶 관련 연구 동향

인간에게 집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게 하는데, 자신의 존재, 삶의 목적과 근

거, 삶의 연속성, 문화적 자아정체성과 관련되며, 특히 노인에게는 친숙함, 안전,

통제성을 의미한다. 노인들에게 집은 자신만의 영역이고, 그들의 친구, 이웃과 교

류를 하는 곳이기도 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다(Heliker & Scholler-Jaquish, 2006).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의 거주지 이동은 한

개인의 인생의 후반기의 주요 사건으로, 건강의 쇠퇴, 재정적 문제와 배우자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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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이 흔히 선행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위기에 해당된다(Lee et al., 2002). 특

히, 노인이 집에서 요양시설로의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사회 세팅에서 유지해 오던 많은 관습적인 생활 형태

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노인들은 일차적 생활공간의 물리적 위치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패턴,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지지에서도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

다(Brandburg, 2007; Lee et al., 2002).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설 입소는 오랫

동안 부양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인 가구로부터

일탈하는 일종의 반사회규범적 일탈행위이며, 오랫동안 생활해오던 주거환경을 벗

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주거지이동의 행동이고, 노인의 건강관리 등 자

신의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

게 되는 세 가지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이인수, 1997). 따라서, 요양시설로 들어가

는 것은 그것이 환영을 받던, 받지 않던 간에 불확실성, 스트레스, 두려움의 근원

이 될 수 있다(Brandburg, 2007; Lee et al., 2002).

요양시설이 1940년대 초부터 있어왔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요양시설

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과 관련한 연구들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입소 적응 과정 및 이전(transition 혹은 relocation) 경험과 관련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Chenitz(1983)의 근거 이론적 방법 연구에서, 요양시설에 새로

입소한 30명의 노인들은 거주지 이전을 합법적이고, 자발적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노인들

은 요양시설에서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거나, 배우자 사

별과 같은 인생의 큰 사건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전략적인 항복의 과정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으나, 이 조건들이 없는 노인들은 체념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여 분노,

불신, 불순종, 공격성과 직원들에 대한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학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새로 입소 한 노인 42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여관찰을

한 연구(Brooke, 1989)에서는 4가지 단계를 규명했는데, 입소 후 첫 6-8주 동안을

'혼란' 기간이라 했으며, 이 시기에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거주지 이전에 대한 느

낌, 예민함, 포기, 불면이나 위축, 불안, 염려, 식사와 수면습관의 변화, 의존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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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피로, 안절부절못함이 나타나고, 입소 후 2-3개월에는 '재조직화' 기간으로 노

인들이 자신의 간호에 좀 더 관여하고, 왜 자신이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는지 이유

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관계 형성' 기간은 요양시설에

서 새 친구를 만들고, 요양시설 외부의 친구와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간이며,

마지막 단계인 '안정화'기간은 입소 후 3-6개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곳에 거

주함' 즉, 요양시설을 '집'으로 부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른

연구(Patterson, 1995)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 1년 이상 요양시

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넘어 다른 노인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2주 동안의 삶의 경험을 심

층 면담으로 파악한 연구(Iwasiw 등. 1996)에서, 몇몇 노인들은 예전 생활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 우울, 무력감 등을 경험하는 반면, 다른 노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서적 반응

에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모두 존재함을 발견했다. 또한, 입소과정에

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8명의 노인들은 입소 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었고, 차츰

요양시설을 ‘집’처럼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상황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입소 결

정이 이루어진 노인들은 입소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자신의 무력감과 불행함을 표

현하였고, 앞서 기술한 과정 대신, 놀람, 분노, 그리고 왜 입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에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입소 후 1일, 2주, 1달간의 경험을

파악한 연구(Wilson, 1997)에서는 3단계 즉, 울고, 외롭고,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

어진 ‘압도된(being overwhelmed) 단계’, 새로운 사회적 네트웍과 미래에 대해 인

식하는 ‘적응(adjustment) 단계’, 통제감과 웰빙을 경험하게 되는 ‘수용

(acceptance) 단계’가 규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요양시설로의 입소가 계획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경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되지 않은

입소를 경험한 노인들이 계획된 입소를 한 노인들에 비해 정서적 혼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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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한지 1주에서 3개월 이내의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에 어떻게 오게 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이용하여 연

구한 것도 있었는데(Heliker와 Scholler-Jaquish, 2006), 입소 후 한 달 즈음에는

낯선 공간을 ’집‘으로 인식하는 노인은 거의 없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슬픔을

경험했으나, 1-2달 즈음에는 정착하여 새 규칙, 타인을 알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

고, 2-3달 즈음에는 요양시설에 새로운 의미를 두게 되면서 자신의 장소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강조하고 선상의 단계별 과정으로 적응을

본 연구들(Brooke, 1989; Chenitz, 1983; Heliker & Scholler-Jaquish, 2006;

Patterson, 1995; Wilson, 1997)과는 달리, Brandburg(2009)는 21명의 노인들을 대

상으로 한 근거 이론적 방법 연구를 통해 요양시설에의 적응이 역동적인 과정이

라고 서술하면서, 적응 과정인 ‘요양시설 거주자가 되어감-됨’은 입소의 필요성 인

식, 지지적 관계, 긍정적 사고, 요구가 충족됨, 예전 생활과의 연속성, 즐거운 활동

들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고 노인 자신(예, 마음을 닫음, 거부, 요양시설에 대한 부

정적 인식), 가족(예, 의사결정에 노인을 배제함, 노인과 관계를 소홀히 함), 직원

요인들(예, 잦은 이직, 돌봄을 소홀히 함, 불필요한 제한)에 의해 방해받기도 한다

고 하였다.

앞서 제시된 연구들이 인지 제한이 없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경

증 혹은 중등증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Aminzadeh, Dalziel,

Molnar & Garcia, 2009), 거주지 이동에 관한 심층 면담을 한 결과, 치매노인들이

요양시설을 대단한 적응 노력을 요하는 주요 거주지 변화이자 삶의 이전으로 인

식하면서, 거주지 이동을 ‘긴 인생의 끝’, ‘피할 수 없는 노년의 하향 궤도’, ‘입원과

휴식과 관련된 장소에서 좀 더 보호받고, 의존적이며, 구조화되고 공동체적 생활’

이며, 생존자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그려내는 '인생경로의 도전'으로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해 입소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노인 당사자의 참

여 여부에 따라 겪는 경험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집을

떠나 낯선 공간인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것은 인생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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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긴장과 불안과 같은 여러 정서적 반응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

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시설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며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을 지지하는 경험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몇몇 요인들에 의해 촉진될 수도 방해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입소 후 삶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

점을 둔 경험 연구들이 몇 편 있었다(Coughlan & Ward, 2007; Gorman, 1996;

Westin & Danielson, 2007). Gorman(1996)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인지 장애가

없는 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과 사는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에너

지 고갈’ 즉, 자존감 저하, 불확실성, 무기력, 두려움, 소진, 분노, 당황함을 경험하

고, ‘권리 박탈’ 즉, 통제성과 사생활의 상실, 직원에게로 피함, 사회적 상호작용 부

족, 요구가 고려되지 않음을 경험하며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 ‘대처’ 즉, 회피,

수용, 인내, 역설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ughlan과 Ward(2007)는 입소한지 5-7개월이 된 경증과 인지제한이 없는

노인 18명을 대상으로 근거 이론적 방법을 통해 ‘관계가 질적 간호의 기초’와 ‘기

다림, 활동, 상실에 대한 슬픔’을 도출하였다. 즉,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가족, 친구,

시설 내 거주하는 다른 노인, 직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고, 요양시설

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삶을 지속하는 장소가 아닌 직원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

지도록 기다리는 곳으로 인지하며, 활동이 중요하지만, 직원의 부족으로 활동에 참

석하는 것이 제한되고, 시설 입소 전 삶이 풍요롭고 충만한 삶이었다면, 시설에서

의 삶은 자신의 가치가 상실됨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대면하면서 겪는 경험에 대해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적용한 Westin과 Danielson(2007)의 연구 결과는 노인

들이 간호사들에 의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고,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

게 된다고 하고 있다.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Cooney et al.,

2009;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Murphy et al., 2007; Scocco et al.,

2006;  Subaşı & Hayran, 2005)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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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cco 등(2006)은 요양시설 입소가 노인의 심리병리적, 인지적 수준, 의존

성, 지각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100명을 대상으로 입소 1주 후와 6개

월 후에 각각 조사했는데, 68명이 외로움과 단절됨을 경험하였고, 대부분의 노인들

이 정신적 징후와 인지수준 감소를 보였으며, 6개월 후에는 삶의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Murphy 등(2007)과 Cooney 등(2009)의 삶의 질 관련 연구들에서, 노인의 자

율성과 선택을 증진시키고,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 수준과

물리적 환경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개인적 자아가 존중되고 지역사회와 가족

들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의미 있는 활동과 중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제한이 없으나 신체적으로 쇠약한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석학

적 현상학 방법이 적용된 Hjaltadóttir와 Gústafsdóttir(2007)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가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으로

대접받고,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드러났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Subaşı &

Hayran, 2005)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은 건강한 사람의 수준과 비슷하였고,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삶의 만족

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은 대상자의 특성 즉, 일상생활활동을 독립적으

로 하면서 인지기능에 제한이 경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물리적 환경의 관찰을 통해 요양시설을 얼마만큼이나 ‘집’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탐색한 연구(Hauge & Heggen, 2006)에서, 노인들이 자기 시간의 대

부분을 공적이거나 사적인 공간도 아닌 모호한 경계 사이에 있는 공동거실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에 비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로

노인들이 사회적 접촉이나 관계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늙고 의존적인 동료

노인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즉, 자신도 늙고 의존적인 노인으로 분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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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서라고 언급하면서, 간호사가 노인의 사회적 접촉을 돕는 중요한 사람임을 강

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연구들의 대다수가 요양시설에 입소

초기 노인의 이전 경험에 초점을 두거나, 치매노인과의 동거 생활이나 간호사와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등으로 주제가

한정된 반면, 노인의 매일 매일의 삶,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시설에서의 삶의 경험

을 드러낸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Subaşı & Hayran, 2005)의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들이서, 인지나 신체적으로 제약이 따라 일상생활활동을 부분 혹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노인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의 현실을 상기해볼 때,

단순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Lee 등(2002)은 노인의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

과 사회 문화적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다른 문화권 대상자들의 경험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동양과 서양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면

서 연구자들이 노인의 이전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다른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문

헌을 적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하였다.

Lee(1999)는 홍콩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1주일에 심층

면담과 내용분석을 통해 이전 경험을 연구하였는데, 기존 문헌에서 적응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나왔던 규칙과 통제, 사생활과 자율성 부족은 중국인들에게는 그다

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신, 균형, 조화, 집단주의가 공동생활을 받아들

이는데 용이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대만 노인 3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포커스 그룹 연구(Tsai & Tsai,

2008)에서, 노인 대상자들이 요양시설을 영구적인 집(permanent home)이 아닌 병

원처럼 잠시 요양하다 가는 ‘임시 집(temporary home)’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자신의 부모가 아플 때 봉양했던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집에서 자신을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시 집’은 4가지 하위 주제 즉, 노인들의 예전 생활과 달리 짜여 진 일상생활 계획

에 따라 움직이는 ‘고도로 구조화된 생활양식’, 노인들의 개인적 제한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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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리적 환경, 활동 프로그램, 요양시설 규칙과 관련된 ‘제한된 활동’, 자기 소유

물이나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 가족, 직원, 다른 거

주 노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인식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관되었다.

대만 요양원 문화를 다룬 Chuang과 Abbey(2009)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

제 즉, 공공장소에서 살고, 식사시간이 제일 중요하며, 매일의 생활이 똑같고, 천장

(ceiling)이 자신의 친구라는 것과 연결된 ‘단체생활’, 단체생활 법적 기준에는 충족

되지만 불충분한 직원 수준과 업무 중심적인 돌봄과 관련된 ‘돌봄 습관’, 노인이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고 요양시설을 ‘집’이 아닌 ‘병원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타협하는 ‘마음 속 신념’이 도출되었다.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해 대만 노인 40명과 가족 20명의 요양시설 케어에

대한 경험을 알아본 연구(Wu 등, 2009)에서, 전통문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

을 돌봄과 관련하여 대만 사회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요양시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다고 하

였다. 이 핵심 범주에 즉, 가족이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오는 부담감과

관련된 ‘문제 되기’, 자녀가 내린 결정에 화가 나고, 실망하고, 슬프지만 입소 결정

을 바꿀만한 다른 대안이 없음과 관련된 ‘강요된 선택하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요양서비스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등 새 환경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강요된 선

택에 대처하기’의 과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노

인과 자녀 모두가 이 선택의 희생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거의 대부분이 질적 연구인 것에 반해, 심리사회적 적응 예측요인이 무엇인

지 파악한 양적 연구도 있었다. Chao 등(2008)이 대만의 인지장애가 없는 노인

165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의 세 가지 측면, 즉, 자기 가치, 소속감, 연속성

수준을 파악한 결과, 입소 노인들의 적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자발적

으로 입소한 경우 자기 가치, 소속감의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외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 룸메이트 수 1-2명보다 3명이상 있

는 경우에 적응 수준이 높아 자기결정과 자율성의 중요성과 함께 적어도 대만에

서는 다인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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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부모 공경, 효 사상과 같은 유교

의 영향과 연결 지어 부모세대인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사는 경험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개별성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과 조화, 공동체적인 사고,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문화권인 히스패닉 노인들의 간호요양 시설 이전 경험에 대해

거주노인과 가족 10쌍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적 접근으로 파악한 연구

(Almendarez, 2007)를 살펴 본 결과, 노인은 요양시설에 들어 온 이유가 기능적으

로 쇠약해지고, 가족이 돌봐주지 못해서라고 하였고, 요양시설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가족을 위해 상황을 견뎌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반

면, 가족들은 노인의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서라고 하였으며, 모든

가족들이 노인을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여, 노

인과 가족 간의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과 관련하여 외국 문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각각의 개인은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문화가 개인에게 영

향을 줄 수 있다(Chuang & Abbey, 2009)는 것을 상기해볼 때, 외국과는 또 다른

가치, 문화적 바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국내 요양시설 관련 선행 연구들 중에서 양적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유료 양

로원 거주자 129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입소결정 통제와 입소 후 적응연구(신승연,

2001)에서, 응답자의 76.4%가 입소 결정을 스스로 했고, 61%가 입소를 매우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입소를 결정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사람이 결정

한 노인들에 비해 더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양로

원에 거주하여 건강상태가 좋거나 질병이 없다고 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상태와 거리가 멀다.

이혜경 등(2009)은 유, 무료 요양시설 노인 148명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적응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 입소결정을 스스로 한 경우, 안락한 노후를

위해 한 경우, 무료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소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설 서비스

질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고, 자기 효능감과 본인의 의지가 적응에

24.8%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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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만족도 및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들, 즉, 황인옥 등(2007)의 연구에서는 직원만족도, 식사 만족도, 생활

실 만족도, 시설설비 만족도, 정보제공만족도, 사회교류활동 만족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영철(2009)의 연구에서는 시설서비스, 의료서비스, 식사서비스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용서비스, 안전서비스, IT활용서

비스, 생활서비스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조

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운영방식에 따른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만의 공간 제공이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인 것에 반

해, 제도 시행 후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요양시설 생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김지아, 2009), 생활만족도(박영국 등, 2010; 윤숙희, 2010)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김지아(2009)의 대구, 경북 지역 요양시설 노인 1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의 하위 영역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생활만족

도는 노인복지관이나 일반노인에 비해 낮고, 특히 긍정 정서는 낮고 부정정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시설의 질, 통제감이 영향을 주고,

통제감에 대해 시설 입소 결정에의 관여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국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직원

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80세 미만, 건강상태 면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

예 거동을 못하는 경우에 요양시설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윤숙희(2010)의 연구에

서는 남자노인, 65세-75세미만, 배우자가 있는 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양적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요양시설에서의 경험이 ‘적응’,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등으로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시설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이 주요한 요인이고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몇몇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특히, ‘적응’개념은 노인에게 있어 주로 삶의 질

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Netuveli & Blane, 2008), 적응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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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노인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의

미한다(Brandburg, 2009).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살아가면

서 겪는 내면적 경험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데는 방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선행된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가언, 2000)와 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한

적응과정(이가언, 2002)연구에서 '불행한 삶', '불가항력적인 삶', '원망스러운 삶',

'외부지향적인 삶', '스스로 위로하는 삶', '불만스러운 삶' 등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비 요양원 노인 5명, 요양원 노인 1명, 양로원 노인 1명으로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이었고, 자료수집시기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인 1999년에서 2000년 초여서인지 정부혜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도 하였다.

또한, 요양원 노인의 적응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정재연 (2006)연

구에서는 시설장이 적응이 된 것으로 판단한 노인 6명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경험', ‘자기반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경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인식을 전환하는 경험',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만족해하는 경험'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적응이 됐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1회의

면담으로 자료 수집을 마치는 등, 적응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고진경 등(2009)은 입소한지 3개월 이내에 겪는 경험에 대해 기술했는데, ‘자

발적인 입소결정’, ‘가족의 강권에 따른 결정’, ‘자율성과 개별성의 제한’, ‘입소전후

의 생활연계성의 제한’, ‘관계형성의 제한’을 경험하고, ‘미래의 자아상에 대해 부정

적인 예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수집시기가 장기요양

보험 제도 시행 이전인 2006년도였고, 연구 참여자 6명의 특성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명과 가족의 지원을 받는 노인 2명으로 구성되어 저소득층 노인이 주요 연

구 참여자라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양로시설 노인의 입소 초기 경험을 반구조화 질문법으로 분석한 연

구(정진아, 2009)와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애사 방법

론을 적용한 연구(박종환, 2006)가 있었으나, 이 연구들의 참여자의 특성이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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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급식과 일상 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어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과는 가족 유무, 건강상태, 소득 수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서구사회의 경우 일찍부터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삶과 관

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오고 있지만, 입소 3개월 이하의 초기경험이 많고,

그 이후의 노인의 매일 매일의 삶,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시설에서의 삶의 경험을

드러낸 연구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선

행 연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자료수집이

되었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부 양적 연구 몇 편이 나와 있을 뿐 질적 연구 방

법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입소 초기 경험만을 다루거나, 저소득

층 노인, 혹은 건강 수준이 양호한 노인들 위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한국적 사회 맥락 내에서 표준화된 국가정책의 일환인 노인 장기요

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요양시설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소 초기 노인부터 장기 입소 노인들까지 각각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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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감

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

미를 밝히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을 이용하는 서술적 연구

이다.

B.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중지를 위해 대상자의 기술에 충실하여 연구자의 관점

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 가족, 이웃, 지역사회를 떠나 어느 날 요양시설에 들어와

낯선 공간, 낯선 직원, 낯선 거주 노인들과 사는 것은 노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당

황스러움을 주는 경험이지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건강상태, 가족이나 주변

의 지지, 입소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요양시설에서의 경험하는 삶의 양상이 다

를 것으로 생각한다.

C. 연구 참여자 선정

현상학적 방법은 참여자의 서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의미

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연구주제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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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Colaizzi, 1978), 연구자는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생활세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Munhall & Boyd, 1993).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A시 노인 요양시설

1곳과 G시 소재 노인 요양시설 1곳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청력 이

상이나 발음장애와 같은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고,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즉, 권용

철과 박종한(1989)의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점수가 총 30점 중 24점 이상인 노인 중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노인으로 선정하

였다.

D.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과 철학과에서 개설한 현상학에 대한 강의를

6학점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와 관련된 워크숍 및 학회에 참석하여 방법적 배경

과 지식에 관해 습득하였으며, 일반인 및 간호사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속성을 파

악하는 훈련을 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신경과 간호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뇌졸중,

치매, 파킨슨씨 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간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A시 소재 일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과 거주하면서 나타내는 언어적, 행

동적 표현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에 그들이 경험하는 요양시설에서의 삶의 의

미가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 자료수집방법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10년 5월 서울 Y대학교 간호대학의 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승인번호: 간대 IRB 2010-1006)을 받은 후, 해당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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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후, 연

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심층면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심

층면담에 있어서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며, 얻어지는 연구 결

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제시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하였는지 재차 확인 후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루어졌고, 자료수집 장소

는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대상자의 방, 상담실 혹은 간호사실에서 심층면

담이 시행되었다.

면담 횟수는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까지이며, 1회 면담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각각 25분～1시간 40분까지였으며, 심층면담의 시작시간은 참여자의 식사시간과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참여자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종결시간 또한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MP3로 녹음하였고, 면담과정에서

관찰되는 참여자의 반응과 연구자의 생각, 느낌 등을 현장노트로 함께 기록하였다.

면담 내용에 있어 1차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MMSE-K 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연구주제,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험에 대해 전반적인 회상을 하고 정리할 수 있

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 2차면담을 시행하면서부터 본

격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요즘 생활이 어떠십니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면담을 시도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말에 해석을 하는 태도를 지양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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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 끝난 후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녹취록을 작성

하였고, 작성된 자료 중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후 면담에서 질

문하여 재차 확인하였다.

F.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1. 1단계

연구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을 현장노트를 참조하면서 모두 읽고 기술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도록 하였다.

2. 2단계

의미 있는 진술의 추출 단계로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

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가지는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선

택하여 추출하였다.

3. 3단계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로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재진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참여자가 서술한 원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원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현

상과 행간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고, 의미가 본래의 연구 참여자의

기술된 내용의 의미와 맥락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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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연구 참여자들 각각의 기술 내용에 대해 선행단계를 반복한 후 형성된 의미

를 조직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 내용에서 구성된 의미를 묶어 주제로

추상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주제들이 연구 참여자의 기술 내용과 일치 혹은

모순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소지자

2명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시설에 거

주하는 노인의 경험을 보다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간호학 전공 교수 4명과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1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5. 5단계

선행단계를 통해 얻어진 주제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현상의

내용에 관련시켜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6. 6단계

기술된 내용에서 확인되어진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구

조를 진술하였다.

7. 7단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 중 여건이 허락된 5명에게 주제와 본질이 자신이

의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도록 요청하여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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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적 배경, 연구 목적 등에서 양적 연구와 구별

되기 때문에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양적 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질적 연

구의 평가 기준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

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지각

과 경험의 진가(true value)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참여자에게 면담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 내용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5명에게

면담 기록과 분석 결과를 읽어 주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였다.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연구 상

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더 이상 새

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킴으로써 이

뤄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심층 면담 시 진술이 이전 면담의 진

술과 중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 면담을 종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이외의 요양시설 거주 대상자 2명에게 연구결과를 읽어 주어 자신들

의 고유한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

해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즉,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분석과정

을 자세히 기술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학자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

여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관해 평가를 받고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 작

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이 제시

한 방법에 따라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쳤고, 간호학 전공 교수 4명과 요양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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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시설장 1명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

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선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록하는 것을 연구시작과 더불

어 종결시점까지 계속하였고, 비구조적 면담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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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A시와 G시 소재 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의사소통과 인지기능에 제한이 없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노인 11명이다. 참여자들 중 여자 노인이 8명, 남자 노인이 3명이었고, 나

이는 70대 후반이 2명, 80대가 8명, 90대가 1명이었다. 자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2개월에서 3년 11개월이었다. 부부가 한 쌍 있었고, 배우자

가 사별하거나 생사불명인 노인이 8명,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1명이었으며, 연구

참여자 11명 모두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A는 78세 여자 노인으로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평생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왔으며 50대부터 당뇨, 퇴행성 관

절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대학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내왔다. 요양시설

입소 전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부위 수술 및 입원 치료받다 부부가 모두 수 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며 드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요양시설에 입소

하기로 결정하고, 배우자(참여자 B)와 함께 동반 입소하여 현재까지 2인실에서 부

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 자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11개월

이었다. 현 병력으로 고혈압, 당뇨, 백내장, 퇴행성 관절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활동 중 식사는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 화장실 사용, 침상

운동, 옷 입기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며, 병동 내 이동, 이동, 개인위생은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며, 요양등급은 시설 3등급이다. MMSE-K 점수

는 총 30점 중에서 26점이었다.

참여자 B는 82세 남자 노인으로 참여자 A의 배우자이며,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기업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집 근처 서예교실을 다니는 등 취미생활을 하며 지내다 2005년 11월경 뇌경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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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후 대학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평균 3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입원, 요

양했다고 한다. 가정에서 사설 간병인에게 도움을 받아 요양한 경험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다. 참여자 B는 입소 전 병원에서 퇴원하여 바로 요양시설에 참여자 A

와 동반 입소하였다. 현 병력으로 고혈압, 뇌졸중, 당뇨를 앓고 있다. 일상생활 활

동 중 식사는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 화장실 사용, 침상 운동, 옷 입기, 병동 내

이동, 이동, 개인위생 활동은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은 2등급

이다. MMSE-K 점수는 24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C는 83세 여자 노인으로 배우자와는 66세 때 지병으로 사별한 상태

로 6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학력은 무학이다. 8세 때부터 4년 전까지 농사

를 지었으며, 배우자 사별 후 자녀 집에서 지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였고, 자료수

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10개월이었다. 현 병력으로 뇌출혈, 피부암,

퇴행성 관절염, 담낭염을 가지고 있다. 입소 당시 일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전혀 할

수 없는 와상 상태로 요양등급이 1등급이었으나, 자료수집 당시에는 식사를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 침상 운동,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은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

수행하며, 옷 입기, 이동, 개인위생 활동은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

등급이 시설 3등급으로 호전되었다. MMSE-K 점수는 24점이었다.

참여자 D는 76세 여자 노인으로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2남 2

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주부이며, 20대 중반부터 류마

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여 평생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왔다. 자료수집 당시 요

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1개월이었다. 입소 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요양

시설에 입소하였고, 현 병력으로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

고 있다. 7가지 일상생활 활동 전 영역에서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여 요양등급이

1등급이며, MMSE-K 점수는 24점이었다.

참여자 E는 86세 여자 노인으로 배우자와는 한국 전쟁 당시 헤어져 생사를

모르고 있으며,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학력은 대졸이다. 젊은 시절에는 교

사로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중년 이후에는 출판사에서 학습지 만드는 일을

종사하다 60대 초반에 은퇴하였다. 또한, 교회에서 권사로서 활동하는 등 평생 동

안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에 부산에서 혼자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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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작스럽게 낙상을 입어 자녀가 있는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고, 양측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한 후 요양병원에 옮겨 생활하다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자

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 2개월이었다. 일상생활 활동 중 식사

하기, 옷 입기, 침상 운동은 스스로 하나,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은 부분 도움,

이동, 개인위생 활동은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은 3등급이며,

MMSE-K 점수는 27점이었다.

참여자 F는 81세 남자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학력은 대졸이다. 고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부부만 같이 살다 배

우자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아들과 딸의 집을 오가며 생활해 왔

다. 입소 전 장 폐색과 위암, 고관절 골절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요

양시설에 입소하였고, 자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이었다. 현 병

력으로는 위암, 당뇨, 고혈압, 장 폐색으로 인한 장루 보유, 고관절 골절로 인한 인

공고관절 수술을 한 상태이다. 입소 당시 일상생활 활동 7영역의 완전 도움을 필

요로 한 상태로 요양등급이 1등급이었으나, 자료수집 당시 식사하기, 옷 입기, 침

상 운동, 병동 내 이동은 스스로 가능하며, 이동은 부분적 도움, 화장실 사용과 개

인위생 활동은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시설 3등급이었다. MMSE-K 점

수는 30점이었다.

참여자 G는 87세 남자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3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농부로서 살아왔고,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에도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자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2

년 3개월이었다. 입소 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요양시설에 입소하였고, 현

병력으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 고혈압, 골다공증, 요추 압박 골절 및 요추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 활동 중 식사하기, 옷 입기, 침상 운동,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을 스스로 하며, 이동과 개인 위생 활동은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이 시설 3등급이며, MMSE-K 점수는 24점이었다.

참여자 H는 84세 여자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3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학력은 무학이다. 40대에 배우자를 여의고, 시골 동네에서 작은 슈

퍼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며 살았다고 한다. 자료수집 당시



- 29 -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2개월이었다. 입소 전 혼자 살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받은 후 요양시설에 입소하였고, 현 병력으로 파킨슨씨 질환, 당뇨, 고혈압, 퇴

행성 관절염,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 활동 중 식사하기, 옷 입기, 침상

운동,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을 스스로 하며, 이동과 개인위생 활동은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이 시설 3등급이었다. MMSE-K 점수는 24

점이었다.

참여자 I는 96세 여자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1남 2녀를 두고 있으

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다. 결혼하기 전 교사로 일하다 결혼과 동시에 주부로

서 살아왔다. 입소 전 아들 집에서 지내다 노환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였다. 자료

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 3개월이었다. 일상생활 활동 중 식사하

기는 스스로 하나 옷 입기, 침상 운동,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 이동, 개인위생

활동은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이 2등급이었고, MMSE-K 점수

는 24점이었다.

참여자 J는 89세 여자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4남을 두고 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주부로서 살아왔고, 입소 전 이혼하고 혼자 된 아들 집

에서 지내다 낙상으로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였

고, 집에서 사설 간병인을 두고 지내다 자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됐다고 한다. 현 병력으로는 낙상으로 인한 요추압박골절, 뇌졸중, 고혈

압, 백내장,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 자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1

년 3개월이었다. 일상생활 활동 중 식사하기는 스스로 하며, 옷 입기, 침상 운동,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에 대해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동 및 개인위생 활

동에 대해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이 2등급이었으며, MMSE-K

점수는 29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K는 84세 여자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했으며, 3남 2녀를 두고 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주부로서 살아왔고, 입소 전 맞벌이하는 아들 집에서

지내다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하자마자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현 병력으로는 고혈압, 위궤양, 노환, 대퇴골 골절, 퇴행성 관절

염을 가지고 있다. 자료수집 당시 요양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었다.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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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활동 중 식사하기는 스스로 하며, 옷 입기, 침상 운동은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

며, 병동 내 이동, 화장실 사용, 이동, 개인위생 활동에 대해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요양등급이 2등급이며, MMSE-K 점수는 2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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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제와 의미

본 연구의 결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해 모두 9개의

주제와 30개의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주제 1: ‘나’를 포기하게 됨

의미 1: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서 버려짐

의미 2: ‘나’라는 존재 가치가 사라짐

의미 3: 자녀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미리 포기함

의미 4: 자신의 의지가 무시되는 구속된 삶에 대한 무력함

주제 2: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짐

의미 1: 가족, 이웃과의 격리된 일상으로 인한 답답함

의미 2: 자녀들과의 만남이 뜸해짐에 대한 서운함

주제 3: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옴

의미 1: 단조로운 일상으로 인한 무료함

의미 2: 의미 있는 만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의미 3: 희망과 즐거움의 부재로 삶의 의욕이 사라짐

주제 4: 타인을 통해 본 자신의 불안한 미래

의미 1: 치매노인의 소란스러운 언행으로 인한 괴로움

의미 2: 다른 노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예견되는 것에 대한 슬픔

주제 5: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

의미 1: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과 음식수준이 못마땅함

의미 2: 자신의 사생활이 방해받는 것에 예민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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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3: 직원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홀대에 화가 남

의미 4: 개별적이지 않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

주제 6: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감

의미 1: 거북한 상황을 피해버림

의미 2: 불평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임

의미 3: 시설의 규칙에 순응함

의미 4: 주눅 들지 않고 맞대응함

주제 7: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의미 1: 예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염원

의미 2: 되돌아 갈 집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망함

주제 8: 요양시설 거주에 의한 홀가분함

의미 1: 가족이 해줄 수 없는 도움으로 육신이 편안해짐

의미 2: 신체기능 향상에 의한 자신의 역할 회복 의지

의미 3: 가족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의 해방감

의미 4: 절감된 요양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 듦

주제 9: 요양시설에서의 마지막 삶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사함

의미 1: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견뎌 나감

의미 2: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임

의미 3: 애착대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잊으려 함

의미 4: 시설을 임종 전 일시적 거처로 의미를 부여함

의미 5: 시설에서 다른 역할 수행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감

위에 기술된 주제와 의미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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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나’를 포기하게 됨

의미 1: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서 버려짐

나이가 들고 질병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돌봄이 필요하게 된 자신을 자

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양시설에 두고 간다.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미리 어떠한

정보를 듣지 못하거나,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오듯이 낯선 요양시설에 온 것

은, ‘나’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서 쓸모가 없어지고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애들이 (나를) 집에 안 둘려고,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집에 안 둘려고... 그

래서 데려다 놓은 거지 뭐.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여. 애들이 억지로 데려다 놨

지....우리 아들이 그래, ‘어머니 목천 누나 집에 가서 한달만 계슈. 그러면 내가 데

릴러 갈테니까.’ 한 달이 넘어가도 안 오고, 두 달이 가도 안오는 겨. 아들이. 그러

니, 염치없지 내가... 이리저리 몇 군데 돌아 댕기다가 인자 여그 데려다 주는 거지

(침묵).. 아유...(중략)... 여그 올 적에 저 꽃동네로 가서 1년 있었시유. 그란데, 집으

로 갔는데, 며느리가 맨 돌아 댕기다가 여그가 좋다고, 여그 끌고 온겨...(중략)... 한 

댓 달 살다가 여그 온 거유. 여기가 하도 좋다고 지랄을 해서 붙잡고선 쫒아왔지, 

뭐... 아무 소리 안 했시유. 그냥 가자는 걸 죽으 노무(죽은 놈처럼) 끌려 댕기는 거

지, 뭐 어떡해...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중략)... 아, 그대로 날 집에 그대로 

내번져 두었으면, 끓여먹을 거 끓여먹고 있잖아. 한가지지. 둑 같은데 심어서 먹으

면... 그런데, 이런 데 집어넣으면, 난 생각이 죄 그런데 가 있으니...(침묵)(참여자 C)

     난 여기 올 때 가족하고도 의논한 것이 아니고...(중략)... 우리 아들이 돌아 

댕겨서 선택한 데가 여긴데, 공기가 최고로 좋다카고 널찍하고 괜찮은 거 같다고 

그날 오자마자 여기서 있었으니까는요. (침묵) 오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온 거

라.(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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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애들이... 내가 여그 올 적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여 뭐, 분당 차

병원에 거 가서 하룻밤 자고 왔시유. 하룻밤 자고 오는데, 우리 큰 아들이 그날 무슨 

방을 달아 놨대놔? 작은 아들이 막 가자 그래요. 따라와요, 같이 가요 그래요. 그래 

따라왔더니 여그대요. 내가 집에도 못가고... 길에서 가보지도 못했댕께!  길바닥에서 

집에도 못 가고 여인숙가서 잠자고, (차) 타고, 그리고,... 여기 온다고만 했으면 (요

양원에)안 간다고 했을 텐데, 여 온다고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가야한다고 택시 집

어타고서는 둘째아들이 데리고 와서는 여그 놓고 갔잖혀... 그래, 와버리니 뭐해요? 

와 보니께니 여긴데... 그냥 (나를) 놔두고 갔지, 뭐... 끌려오듯이 와서... 그냥 아들

은 갔지 뭐... (중략) 애비가 늙어갖고, 나이가 팔십 일곱인데... 많이 살았잖아요? 아

버지보단 내가 20년 더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단 내가 20년 더 길게 살

았는데, 뭐... 뭐, 오남매 중에서 내가 막낸데... 누나 둘, 형님 둘 다 갔죠. (침묵) 이 

남자는 여자하고 그렇게 달라요, 틀려요. 마누라만 살았어도 여기 안와요. 마누라하

고 살지 여기 왜 와요? ...(중략)... 그랬으면(병원에서 집으로 갔으면) 좋았겠지! 눈 

감았으면 감았고... 가갖고 그냥 죽어버리지 살아도 여기 안와요.(참여자 G)

     (요양원은) 참 처음 듣는 소리고, 처음 와 봤지. 오던 전날 (요양원에) 안 

간다구... 아들 생각하면 가야겄구, 자꾸 간호하는 사람을 둬두 자꾸 넘어지고, 일 

저지르고 하니께, 그래 안 간다구 하니께, 아들이 '엄마, 못 있겄으면 도로 와도 

된다구.' 동생들이 전화하고, 내가 여기 아주 깊은 산골이구 그런 줄 알았거든. 

OO 어디라고 하길래, 요양원만 있고, 아무 것도 없고 아주 험한데 그런 산골인줄 

알았어. 그래서 왔는데...(중략)... 사방을 둘러봐도 뺑뺑 돌아도 산이고, 어떻게 마

음을 잡을 수가 없어.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그런 생

각만 들어. 어디 귀양 온 것 마냥 하루 종일 잘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

도 못 가.(참여자 J) 

     (자식들이) 좋은 데로 간다고 병원에 와서 그러더라구.‘엄마, 그렇게 병원

에 계신 게 공기도 나쁘고, 이렇게 복잡하고, 병원에 계실 게 아니라 공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가서 생활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구. 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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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 건 아니여. 아~ 이제는 집에 가긴 틀렸구나... 집에 가 이제 생활하기는 틀

렸구나. 그때 죽었어야 하는디, 이렇게 살아갖고 이... 이런 델 가야하는구나 싶더

라구(울먹거림).(참여자 K)

의미 2: ‘나’라는 존재 가치가 사라짐

요양시설에 입소함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의, 식, 주를 해결

하고 생활하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손을 빌려서 생활하

는 의존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루아침에 바뀐 이러한 자신의 처지, 즉,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주어진 대로의 삶은 지금까지 자식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나’라는 존재가

치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한다.

     살림하던 거 하루아침에 다 내버리고 왔으니 내가 잠이 오길 해 뭐를 해, 그

러니,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잠자는 약을 먹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잠자

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자. 먹고 깨면, (새벽) 두시면 깨잖아.. 약기운이 없

어져서.. 사는 게 아니었다구... 내가... 처음엔 내가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중

략)... 여기서 잠도 못자고, 그냥, 너무 기가 막히잖어. 하루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자식들 죽도록 가르켜놓고, 내가 오고 갈 데가 없고, 여기서 갈 때를 기다리는구

나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와요? 안 오지...(참여자 A) 

     옛날엔 재밌게 지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서울서도 재밌게 지냈는

데...(참여자 F) 

 

고려장 당한 노인처럼 자신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과거 젊은 시절

계획을 세워 열심히 살지 못한 탓이라고 여기고 그에 대한 억울함과 후회를 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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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는 내 집이려니 하고 사는 거지. 내 집이 없으니께, 인자 고린장(고려

장)이라도 내 집이려니 하고 산다 그러는 거지. 고린장이지, 이게 사는 거요?...(중

략)... 젊었을 적에는 나중에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 바보마냥... 

그게 억울해서... 지금 그게 억울해서...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았나? 젊어서 그렇

게 악착같이 살았으면 이 고생 안하고 살을 텐데, 왜 서방 일찍 보내고, 왜 이렇

게 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후회돼요. 여그 들어오니까 대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참여자 H)

요양시설을 오갈 데 없는 즉,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가

여운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곳으로 인식하던 자신이 곧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임을 깨달으면서 처량함을 느낀다.

     난 처음부터 양로원을 볼 때...(중략)...삼청동에 거기 시흥 양로원이 있었다

고요. 크리스마스때 가가지고, 끓여주기도 하고, 그 노인들이 거처하고 있는 데를 

가서 돌아보기도 했다고... 그때 한 일곱 명인가? 그때는 이런 침대가 없었어. 전

부 말이지, 의지하고 싶은 그게 많았던 모양이지? 옷을 그냥 벗으면 벗은 채로 저

어 담벼락에 다 붙어가 자는 기라. 아이구, 그게 가엾어 가지고 말이야.(참여자 E) 

     아,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데서 살겠다....(침묵) 아, 요양원은 자식 없는 사

람들이 돈 가지고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고 산다는 건 알았지...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이...이런 델 가야하는구나 싶더라구.(울먹거림).(참여자 K)

의미 3: 자녀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미리 포기함

원하지도 않는 요양시설에 자신을 두고 간 자녀들에게 왜 요양시설에 두고

갔는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속내가 있다. 그렇지만, 자

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속내를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미리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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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그서 죽으래니까 어떡해? 여그서 죽어야지. 아, 애들이... 이게 내 집이

라고 생각하고, 여그서 죽으면 집에서 죽으나 병원에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 편

하게 생각하라고 버거지를 하니 어떡해? 그래. 내 속마음은 죽겄는데, 그냥…(참

여자 C)

     그러엄! 정신이 중요하지. 정신만 바짝 붙들어 매고 하면 안 될게 뭐가 있

노?  허허허. 그래서,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디 갔다 놔도 내 일 내가 한

다.  그래도, '어머니, 너무 멀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

가 이래 있어요. 허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

도 아니고.. 뜻에 맽기지요. 나는 뜻에 맽깁니다 하고 있어요. 나는 자손들이 있자

카면 있는 거고 가자카면 가는 거고, 뭐, 그리 내가 이러자, 저러자 강하게 의견을 

세울 그럴 뜻은 없어요.(참여자 E)

     아유, 원망도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럼 뭘 해요? 지금, 자식들한

테 보고서 그래요. 왜 나 데려다 놨냐구. 지가 알아서 했겄지만, 얘기해봤자 뭘 해

요? 아 여기 데려다 놨는데, 가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눈 딱 감고 말

아야지…(참여자 G)

자식들이 요양시설에 자신을 맡기면서 행여나 생길 지도 모를 죄책감이나

걱정을 덜어주고, 자식을 배려하는 뜻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

     안 좋아. 죄다 몸 하나 성한 사람이 없고, 죄다 갈 사람만 모인 곳이라고나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괜시리 슬픈 생각이 혼자 들어가고 그러더

라구. 그런데 자식들이 오면은 그런 소릴 어떻게 해요? 음, 좋다, 좋아... 싫어도 

말 못하고...(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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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도 마음이 편해야 돼겄고, 첫째는 아들들이 마음이 편해야 나도 편하

지. 아프다고 그럴까봐 어쩔 때 전화가 잘 안 오면... 독일에 있는 아들이 매일 전

화가 오다가 안 오면, 내가 핑계 될 게 없어서 '나 자꾸 전화 받기 힘들어.'  (아

들이) 하루에도 전화 소리 들어야만 잠이 온다 그러고, 지가 출장이라도 가면 지

가 몇일날 올 거라고, 그 이튿날 전화할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상스러워서... 좋

은 얘기만 하지, 자식들이... 저으들도 잘못될까봐 애를 많이 쓰지.(참여자 J)  

자녀들에게 집안의 어른이자 아버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잃어버리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고 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던지, 살았던지 어떤지 (아들들이 집에) 

찾아오면 그만이고... 아들들이 여럿인 께... 그런 말하고 싶어도... 애들한테 그런 

말하고 싶어도 안하는 것은 본데없이 그런 말한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한다고 그

럴까봐 안 해요.(참여자 G)

의미 4: 자신의 의지가 무시되는 구속된 삶에 대한 무력함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녀들의 의견’이 모든 의

사결정과정에서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진다. 외출을 비롯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나 소소한 결정사항도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녀의 허락’ 하에 이루

어지는 현실에 귀양살이와 같은 답답함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을 느낀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귀양살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여, 마음은 

그냥. 내 맘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침묵) 아... 갑갑해 죽겄지... (참여자 C)

     (집하고 차이점이)마안치!!! 집에서는 그래도 먹고, 내가 자유가 아니여? 그

렇지만, 여기서는 자유가 되요? 나갈 수도 없고, 내 혼자 마음 놓고... 집에서는 살

살... 이거 짚고, 집이 넓으니께 잔디 있는 마당에 의자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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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가서 앉았다 오고 그라지. 근데, 여기서는 나갈 수도 없고....나갈 데고 없고.. 

사람 구경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 그래, 오줌을 싸나, 똥을 싸나 그렇게 그냥 

가고 싶어도...(참여자 D)

     내가 (여기서)갈 수도 없잖아. 나가면, 저기 저 택시 불러서 갈 수는 있겠지. 

그런데, 못 하잖아. 저기 나가서, 살 거 사고, 둘러보고 하면 좋은데 그거도 못 하

잖아. 긍게 생각도 하지도 않고... (중략)....못 나가게 하잖여. 나갈 수가 없잖아요. 

허락 맡아야 하그덩. 간다 하면 다~ 허락 맡고 얘기해야하고... 저(사무실) 가서, 

아들이 나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그러니, 아무 소용없어. 한번 가 봤어. 택시 좀 

불러서, 잠깐 나갔다 왔어 그러고는 못 가봤어. 작년에요.(침묵) 그 뒤로는 통 안 

가요.(참여자 G)



- 40 -

주제 2: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짐

의미 1: 가족, 이웃과의 격리된 일상으로 인한 답답함

도시 근접성이 떨어지는 요양시설의 위치는 가족, 친지들로 하여금 교통이

불편하여 자신을 방문하기 힘들게 하고, 자신 또한 외출하기가 어려워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답답한 느낌을 갖게 한다.

     에휴, 그래.. 서울에 있을 적에는 조카딸 드나들지, 애들 드나들지 그러더니

만은 여기 오니께는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나 친정엄마가 있나, 아부지가 있나? 

친정 식구는 아무도 없어, 지금... 형하고 동상하고 있지. 조카딸하고 조카하고 있

지. 즈이 일산에 있고, 하나는 청주 가서 살고.. 그러니께 일요일에 조카딸이 한번 

와본디야. 그래서 접때 걔가 오니께... 와도 말 하고 싶지도 안 해, 여기서는.. 서

울서는 나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들들이고 나가면 남산에도 갔다 하루 어디

로 다른 데도 갔다 맨날 그렇게 돌아댕겼는데, 여그 오니께 만날 여그지, 뭐, 돌아

댕길데가 어디가 있어? 그렇다고 그러니께, ‘어디 가고 싶어?'‘가고 싶으면 뭐 

혀? 뜨거 죽겄는디...’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참여자 D)

     여기는 말하자면 교통이 외지... 단절됐잖아요. 외출을 할 수가 있어? 못 하

잖아... (참여자 F)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오랜 세월 동거동락하며 지내온 가족, 친구, 이

웃과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자신이 늘 해왔던 평범한 일상 활동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자신이 격리된 느낌을 받는다.

     잠이 안 오죠. 생전 집을... 처음이거덩. 집 떠난지... 우리 집 막내딸도 지금 

쉰 두 살인데 생전 처음 떨어진 거라구.(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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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느리 있으면 그렇게 못 하는데 나 혼자 있으니께 그렇게 하지. 밀가루전도 

한 숟갈씩 떠서 부쳐서 다 노나 먹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동네사람들이 

설거지는 싹 해놓고 가. 애썼다고... 그리고, 우리 셋째 아들이 엄니 왔다갔다하니

깐 힘드니깐 잡숫는 거 다 댈 테니 날마다 마실 오라고 그러네. 그래 국수 사다 

대고 그랬지. 맨날 몇이 모여서 밥해 먹으면 반찬 이런 거 건건이 댓 포기 사서 

해 놓으면 이틀 넘기기가 바빠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귀양살이하

는 거나 마찬가지여, 마음은 그냥.(참여자 C)

     뭐, 여기서만 활동하지, 뭐 나갈 수가 있어? 동기간들하고 만날 수가 있어? 

아무 것도 아니야. 아무 것도 아니야.(참여자 H)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자식들하고 사는 게 좋지, 이게 뭐가 좋

아요? 자식들하고 죄 떨어져 사는데 좋을 게 뭐가 있어요?(참여자 H)

의미 2. 자녀들과의 만남이 뜸해짐에 대한 서운함

익숙하던 과거의 일상, 가족, 지인들에게서 떨어져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둘러싸여 지내다보면 자녀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움이 커진다.

반면에 예전에는 집에 자주 드나들어 자신의 안부를 챙기던 자식들이 요양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여행,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방문하는 횟

수가 점점 뜸해지고, 병원 진료일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기도 한

다. 그마저도 자식들이 정작 자신을 방문해서도 손자와 같은 다른 가족의 일로 오

래 머물지 않고 가는 것을 보면서 가족관계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에 그리움만큼이나 서운함도 커짐을 느낀다.

     이번에 다섯 달 만에 오는데, 음료수를 한통을 사고, 뭐야, 귤인가 뭐 요런 

거 삼십 개나 사왔나? 빨간 주머니에 들은 거를. 주머니에 들은 거 시(세)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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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지고 와서... 중국을 가서 사흘 만에 왔대. 그렇다구.‘왜, 그래 오래간만에 왔

니 그래? 얼굴 보기도 어렵다’ 그랬더니, 저도 ‘엄니, 저도 아프고, 애비도 못 

쉬고 우짜고 그러느라고, 감기가 들고 못 쉬고 그래서 못 왔쉬유.’ 그래서, 아유, 

그럼 어디가 하도 안와서 괴상타 그랬다고, 하루만 안 봐도 궁금해, 하루만 안 봐

도.(참여자 C)

     생일 때 아마 애들이 올 꺼유. 와봤자, 뭐, 얼른 댕겨갈 테지. 대학교 댕기는 

손자도 있으니, 챙겨 줘야 될 테고... 아무튼 생일 때 오긴 올 꺼유.(참여자 G)

     아이구, 내가 인저 안과 갈 적에는 (아들이) 전화 한번 오고 오더니 인저는 

안 와유. 안과 안 가니께 인제 안 와유.(참여자 G)

     어떤 때는 기다리다가도 아휴, 기다리지 말아야지. 내가 뭘 잘 했다고 뭐, 

또, 자식을 기다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안 오면 좀 서운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요... 집에서는 가까우니께... 딸 둘, 우리 

막내 아들 ○○에 있으니께... 그러니께 (집에 있을 때는) 자주 왔지유. 혼자 뭘 

끓여 먹었나하고 자주 들여다보고...(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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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옴

의미 1: 단조로운 일상으로 인한 무료함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은 하루가 열흘 같고 일 년이 십 년같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게 한다. 자기 나름대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취해보기도 하지

만,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이 거의 누워서 지내는 일상생활은 자신에게 무료함을 안

겨줄 뿐이다.

     지금은 그냥 기도하고, 기도도 하니까 하루가 빨리빨리 가더라구. 애들 위해

서도 하고, 객지 나가 있으니까 산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산대는 게... (중략)...

할아버지가 오래 살 것 같아. 90꺼정 살 것 같은데 하루가 열흘 같고 1년이 십년 

같아. 자식이 90까진 살으라고 해서 내가 ‘악담하니?’ 그랬어. 나한텐 오래 사

는 게 고통이야.(참여자 A)

     거기서는 이런(집에 가야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여기 오니까 넘 편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너무 편하니까 이런(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살 수가 

없어. 그냥. 편하니까 그렇지유. 고상시러우면 이런 생각이 나유? 안 날 테지만, 

내가 편하게 먹고 가만히 드러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거야. 이렇게 편하게 

드러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하구 말이야. 아... 갑갑해 죽겄지...(참여자 C)

     일과는 뭐...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드러눕고 그라지. 나가덜 못해

니께. 아, 오후에는 잠깐 드러누웠다가 물리치료가고, 안가는 날에는 맨 누워있고 

그라지. 그러지, 뭐. 자고, 먹고.... 내내 자고 먹고 드러눕는 거여. 내가 나가고 싶

어도 텔레비전을 볼래도 눈이 아프고 다리를 뻗을 수 없어서 나가지를 못해. 이렇

게 쭉 뻗어야 편한데, 이렇게 꾸구리고 있으면 다리가 저려. 그래서, 이렇게 쭉 펴

고 있어야 되고... 휠체어를 오래 타고 있으면 불편해. 이짝(오른쪽)이 더 불편해. 

왼짝은 이렇게 야단맞아도 저리덜 안해. (침묵)...답답하지...(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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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자신이)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여. 또, 거기다 대

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같이 걸어댕길 수가 없대든지, 일어날 수 없다든

지 어디가 아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시설에 있고, 좋은 게 있어

도 그게 제일 어려움이다. (기침) 그건 아마 복지국가, 복지시스템이 잘 된 스웨

덴에서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가족들이 가끔 면회를 오지만은 면회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원수같이 지긋지긋허니 부부싸움 많이 허고,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요. (참

여자 F)

     하루가 뭐 그렇지유. 낮에는 통 못 자유. 밤에는 약 먹구선 자지. 일과가 뭐 

그렇지, 뭐. 그냥 나와 앉았다, 저어기 돌아댕겼다 그러지요. 그래 지금도 여그 앉

았다 방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몰러. 잠이 안 와서... 근데, 

밤에는 확실히... 방에 8시쯤 들어가요. 8시에 들어가서 약 주면은 약 먹구선 그

냥 한 숨 자고 일어나는 거지 뭐. 사는 게 지금 뭐, 그렇지, 뭐... 아휴... 긴 목숨 

끊어지지는 않고, 참 큰일 났시유. 하루하루가 얼릉얼릉 지나가서... 그러니, 뭐, 

더 오래 살게 생겼으니 어떡해? 사는 게...재미는 몰르니께....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유, 아휴.(참여자 H)

의미 2: 의미 있는 만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치매로 인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신체적 기능 장애로 의사표현

을 못하는 노인들로 가득 찬 시설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취미를 함께 할

의미 있는 만남의 대상이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상에서 자

신이 홀로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되고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은 몸도 못 쓰고...(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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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는 애들하고도 그렇고, 손녀들하고도 그렇고... 요그 와서는 얘기할 데

가 있나... 누구하고 얘기를 햐 ? 답답하지...(참여자 D)

     그래, 부부간에 행복스럽게 사는 게 제일 최고에요. 몇 번 강조해도 그것만

큼 중한 것이 없어. 어?  등 긁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여. 여기엔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중략)... 지금 환자 중에도 어지간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

람이 있으면은... 아, 오늘 축구 경기하니 축구나 보자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응? 나하고 좋고, 아, 오늘 태풍 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며 굵직굵직 테마가 있잖아요.  여게(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 전부가 대

화가 안 돼. 대화가 일~절 되는 사람이 없어 죽겄어. 그렇지 않아요? 대화할 사람

이 없어!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은... 환자 중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나 

대화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가...나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얘기 할 사람이 없어서 죽겄어. (참여자 F)

     이 TV가 내 유일한 친구에요. TV 틀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 듣고...(중

략) 어. ○○○ 할머니처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시력도 시력이지만은 

그런 욕망이 책 보는 욕망이 없어요. 그저 텔레비전 보는 욕망밖에... 경제가 어떻

드라,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구나 그런 등등 그런 뉴스 잘 보고...(참여자 F)

     앉아서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거든. 다 환자라 뭐, 전부... 

아이고... ○○○이라는 사람은 친척 찾고, 죽겄어, 아이구. ○○○는 오줌이나 갈

기고, 여자들한테 혼나구, 아이구...(침묵) 저기 ○○○ 글마는 평생 말 없어요. 좋

은 것도 없고, 밥 멕여주면 먹고, 잠만 자고... 2층에 한번 갔다가 그 후론 다시는 

안가요. 가면 뭘 해요? 아이쿠... 사람들 다 그렇고... 그냥... 저번에 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가면 뭘 해요? 누가 사람들이 말이라도 나눌 사람이 없시유. 없지유.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다 그래요. 하나 없어요. 대화 못 해요. 다 환자들이라 

자기네가 화장실을 맘대로 갔다 와요? 뭘 해요? 참... 전부 앉아서 싸고 누워서 싸

고, 다 걷어내고... 아이구...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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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는 사람이 다 귀도 어둡고, 치매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사들, 선생님들 말고, 대화할 사람이 다 귀가 절벽이고, 치매가 

많아서... 다 식사하구선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이들이 중풍으로 말 하는 것도 아둔하기도 하지만, 잘 안 들려. 대충 얘기하기

도 하고, 몸도 그러니께, 오래 할 수도 없고, 그저 인사 정도 이러지, 그렇게 오래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한 방에) 넷이 있는데, 두 분은 끄트머리 방으로 문 앞에

는 중풍으로 반신을 못 써. 말씨도 아둔하고... 내 앞에 있는 이는 휠체어 타는데 

그이는 더 해. 소, 대변 아무데나 싸고, 막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자기가 금방 하

고도, 오줌 쌌지? 그래도 아무것도 몰러. 그이는 더해. 그러니... 그런 이가 있고, 

그 옆에는 내 옆방에 있는 할머니는 92센데, 얘긴 잘 하셔. 근데, 귀가 절벽이야. 

내가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 힘들어 안 할려 그러지...(중략)... 농담

을 해도 귀가 절벽, 그 앞에 있는 이도 귀가 절벽, 저 짝에 있는 이도 귀가 절벽... 

그이 내하고 같이 앉아있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그 사람만 내가 농담을 귀

에다 바짝 대고 하고, 얘기하고 말을 지껄여도 그냥... 답답하지...(참여자 J)

자신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동료 노인이 자녀들의 집 근처 시설로

옮겨 가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많은 의지를 했던 간호사들마저도

길지 않은 시간동안 자주 이직하는 것으로 인해 상실감과 함께 자신만 또다시 홀

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 마, 어제 ○○○할매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지께 그랬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헤어질 바에야. 우리가 죽기 전엔 다시 만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구... 자꾸 슬퍼요, 눈물도 나고...아

이구...(대상자 E) 

     (요양시설)간호원이 2년간 있었는데, 또, 들어오고 하는데, 딸 셋에다가 막

내딸인데, 집이 서울인데, 갈 적에, 내가 울었거든. ‘선생님, 가면 어떡해, 간호원 

양반이 셋이나 갈리면 난 어떡해, 나는... 어떡해...’(대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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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3: 희망과 즐거움의 부재로 삶의 의욕이 사라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생활은 어떠한 삶의 희

망이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조차 사라지게 한다. 이러한 삶은 점점 자신의

존재 가치 상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3년만 있을려고 그랬지, 나는... 나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 집

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날 좀 3년만 있다가 데려가 달라고 그런 거야. 그

렇게 된 거야.(침묵)... (참여자 A)

     제일 외로운 것이 배우자가 없다는 거....어...(침묵) 세상에 살 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내야하느냐? 이 생활 이렇게 여기서 

지내는 것이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왜... 노

인과 고독과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노인네

가 80세가 평균 나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여. 그러니까, 행복하다든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가셔. 그렇지 않아요? 뭔, 이런 생활이... 살아서... 뭣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의의, 

살아가는 이유, 이게 말하자면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에요. 

(참여자 F)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에... ○○○ 할아버지... 저 사람도 많이 자기 마

누라 옆에 빨리 가고 싶어 해. 자기도 그걸 공공연히 말을 해. ‘아이, 빨리 죽어

야지’, 노인들이 다 죽는다고 하지만, 여기 실제로 빨리 가고(죽고) 싶은 사람 

많을 껴. ○○○ 그 양반도 빨리... 마누라가 죽은 지 17년 됐다 그러지 않아요? 

진심이야. 아, 지금 생각으론 그 생각뿐이야. 그러고,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았어. 팔

십 일세니까 평균 나이는 살았단 말이야. 살아봤자 뭔 희망이 있어?(침묵) 긍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 희망이나 그런 것이 없어. 그냥, 빨리 고통 안 받고 건강한 

대로... 고통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빨리 고통 안 받고 갑자기 심장마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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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으로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어...(침묵)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왜, 노인들 그러잖아요. 아이구, 내가 오래 살았다, 못 볼 거 본다, 뭔 

사고나 액운이 돌아오면 어려운 거 맞아 그러잖아요. 또, 내 일평생 살아볼 적에

도 건강할 때도 가령 A라는 집에서 신분이 의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다 말 못할 문제점이 있어요. 2년 이상을 여기서 살적에 다 

목격을 했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냥, 죽을 적에 떠나는 것이 맞지.(참

여자 F)

     인간이라는 게 살면 뭐인가 하는 거 있고, 취미가 있고 그래야 재미가 있고, 

사는 맛이 나는데... 이거 뭐해요? 갈 때나 기다리는 거지. 뭐해요? 맘대로 못해서 

그렇지, 얼른 갔으면 좋겠어. 얼마 전에 막내딸한테 그 소리했더니 ‘아버지는! 그

런 소리 하시냐’고 해요.(참여자 G)

     뭐, 어때요?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니까 있지. 뭐 혀요? 뭐 할게 있다구... 뭐

가 대단해요? 죽으면 좋은데... 아이구. 벌써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래 

살고, 자식들이 손해 부치는 일이지. 오래 살면 뭐해? 살만치 살았으면 됐지. 살아

봤자 자식들 손해 끼치고 그러니 어떻혀? 한 해 더 살았다고 좋을 게 있어요? 

(침묵) 아, 지금도 눈 감고 싶어요. ....(중략)... 뭐, 오래 살아서 뭐해요? (침묵) 

이렇게 살다가 얼른 죽는 게 상책이지.(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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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타인을 통해 본 자신의 불안한 미래

의미1: 치매노인의 소란스러운 언행으로 인한 괴로움

치매노인들과의 동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 치매 노인들의 밤, 낮을 구분하지 않은 소란스러운 행동이 자신의 수면과 휴

식을 방해하고, 썩은 음식물 보관과 배변 처리에 있어서의 미숙한 행동들이 혐오

감을 일으키며, 시설에서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든다.

     아, 저으는 밤에도 그냥,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밤새도록 아득아득 사탕 깨

물고, 그게 뭐여? 낄쭉하기는 해가지고... 또, 뭐여? 이이는(아주 작은 소리로) 또, 

빨아먹고 법석을 떨어. 아침에 밥 갖다놨는데도 저 양반은 저거 빨고 앉았어. 베

지밀을... (참여자 D)

     저이도 배고파죽겠다고 조르기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 하이튼 베지밀을 저

녁에 한꺼번에 4개 5개를 먹어. 그러니, 아침을 뭘 어떻게 먹어?  아침에 와서 

지만 밥 먹고 와서 배 아프다고 그래.  아이구, 저 문간에 있는 노인네는 밤새 얼

마나 달그락거리는지... 밤새도록 사탕 먹고, 아이구... 그래도 이이하고(옆에 있는 

노인 침상을 가리키며) 셋은 그래도 나아. 접때 아휴... 저기서 얼마나 썩은 내가 

나던지.. 뭔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썩은 빵이 나오던지... 하이구... 베지밀

도 그렇고, 누가 주는 거는 받아 잡숴도 누구 한번 번쩍 손으로 주는 법은 없어.

(참여자 D)

     옆 사람(옆방 노인) 때문에 내가 그냥 괴로워죽겠어.‘쾍!’,‘쾍!’해샀고, 

그냥 아이 하이튼, 5분도 여기서 앉도 안 하고, 바로 나가. 그러고, 또 바로 들어

와. 밤새나 들락날락 아이! (얼굴을 찌푸리며) 그게, 아래층에 독실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아래층에서 여기로 왔다네. 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질질질 싸고, 그 난리를 떠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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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하겠어? 그렇게 거기서 안 왔다 그러면, 원장한테 얘기 한 번 해볼까 한 

생각도 들어갔는데, 아이 몰라, 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야기를 못 했어.(참여자 F)

     내가 봤을 때, 여기 생활이 좋은데, 옆에 이 영감(옆방 노인을 가리키며),  ○

○○씨, 하이구, 참, 내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꽥꽥 그냥 비명을 하면서, 

금방 세상 떠날 것처럼 하고, 저녁에 (문을) 탕탕 해샀고, 저거(워커) 끌고 덜렁덜렁 

댕기면서는 저거 소리 다 들려요. 여기 방음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립

니다. 그래서, 밤에 올 적에도 꼭 날을 세워버리네. 그렇게.. (식사 때 테이블에서) 

나는 그냥 앞을 보니까 저 사람 그냥 보인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해야지 나를 보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나를 꼭 봐. 보지 말라고 싸울 수도 없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제일 소원이야. 저 노인네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

래층에 내려가면... 아유, 골치 아퍼... 아유...(고개를 좌우로 저으심).(참여자 F)

     여기서 내가 볼 때 다~ 환자라(얼굴로 방안 여기 저기 침대를 가리키며)... 

밤낮 소리 지르고, 어머니, 아버지 막 찾고, 애들 손자새끼 이름 불러가며 소리 지

르고 떠들고 그래잖혀? 아이구, 죽겄어... 그래, 이... 아이구, 여기는 (맞은 편 노

인 침상을 가리키며) 음료수 잔뜩 먹고 오줌을 질질질 싸고 그래갖고, 추잡스러

고... 여기 ○씨 하나밖에 점잖은 사람 없어요, ○씨... 저 양반 몸뚱이 관리 못해

도 말이 없어, 그래도... 근데, 좌우지간 뭐냐, 그냥 저 사람은 밤낮 소리 지르고, 

아이구 그냥... 저기 ○씨하고 둘은 조용해요. 근데, 여기는(맞은 편 노인) 조용하

기는 한데, 추잡시러워. 그냥, 화장실 가면 오줌 줄줄줄 싸고... 여사님들이 (변기

를) 매번 닦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이구, 그냥, 소변 누고 오면 여사

님들이 그냥 내리구선 닦아주고, (변기 물을) 내리고 오면 되는데, 안 햐. 그래 갖

고선, 몇 번 내가 쫒아가서 내려주고... (그 노인의 소변이) 그냥 있어! 그냥! 또, 

돌아 댕기니께, 오줌 누는데 추잡스러워. 여사님들이 뭐라 해도 그렇게 안 들어. 

여사님들이 뭐라 해도... 아이구, 죽겄어.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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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의 눈에 거슬린 행동에) 짜증 내봐야 별 도리가 없으니, 내 속으로 

기도하는 거지... 참는 거 많습니다.(참여자 I)

     치매노인들이 하는 행동이 거슬릴 때가 많지요. 맨 치매도 그러니께, 온전한 

사람하곤 틀리지.(참여자 J)

     난 너무도 조그만 일이라도 남 시키고, 나 먹자고 딴 사람 꺼 뺏아 먹고... 

나 아까도 한참을 그랬다. 저이가 저렇게 해서 자기네 돈도 많대매, 저렇게 해서 

뭐 하나? 저것도 병이겠지...(중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속상하고 이해를 못 할 

거야. 우리는 소심한 거고, 선생님들, 원장님들은 잘 베푸시는 거지. 그래 내가 남

의 일에 내가 뭐... 나는 조금도 남한테 거칠고,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하고,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어. 속상하고, 괜히... 얘기가 통하는 사람한테 그 얘길 하면, 아

유, 그래. 그 까짓 것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고, 그래. '그래, 안 해요' 그러구선, 

입 다물어버리지. 그 까짓 것 쪼끄만 것... 그러니, 그이들이 다 병이지...(중략)... 

모두 몰르니께. 그래도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보기가 싫어. 저이는 왜 저럴

까. 저렇게 먹어서 뭐 하나? 내가 잘 못 하는 거 같지? 크게 베풀지 못하고, 왜 

저러나 생각하는 거가 잘못하는 거지요?(참여자 J)

 

의미 2: 다른 노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예견되는 것에 대한 슬픔

치매노인들의 이상행동을 비롯한 치매 증상들은 치매 노인과의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목격하게 되는 광경이다. 불과 몇 년 뒤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러한 치매 노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과 함께 노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쩔 수 없이 정해져버린 것 같은 생각에 한없는 슬픔을 느낀다.

    여기 와서는 잠깐은 쉬어도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내 맘이 점점점점 약해지

는 거만 같애. 그런 거 같애. 처음에는 마, 못 있겠다 그렇게 되다가 또 인제, 사

귀다 보면, 정도 들면 또 있게 되는데, 그 쌓아온 정도 무너지면 하이구, 못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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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되는 거라. 답답해서. 하이구, 모르지요, 다들 내 생각 같을지, 나므(남

의) 생각 같을지는 몰라도... (침묵) 그러고, 또, 치매 환자들 보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저 나이 돼서는 어떨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부터 

횡설수설하는 거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 안 좋아... 나도 저 나이가 되면은 

옛날 무슨 그런 얘기 있잖아. 말 탄 영감 뭐시기 멀지 않았대고... 또, 나도 저 나

이되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말이야. 쯪, 좌우간 우리가 기숙사에서 생활한 게 그

렇게 한 동기간 같이 지내고 그랬거든? 늙고 병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인저 저것

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잘해도 모르고, 못해도 모르고, 옛날 하던 짓을 해도 

말이야, 생각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지... 

(○○할머니가) 밥 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니 어떡해? (참여자 E)

     우리 헤어질 때 만날 손 흔들고 헤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 갈 때도 그렇게 

손 흔들고 만날 헤어집시다... 죽을 때도 그렇게 인사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구 참...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똥을 싸는지 오줌을 싸는지도 모르고... 그

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 좋아...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되나 싶은 게... 나이가 

쪼금만 더 되면... 나이가 5, 6세 위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내 모냥도 저 꼴이 

되겠지... 보기 싫은 거야.  허허허... 아이구, 참... ○○○할매하고 나하고는 동갑

이라. 생일도 한 달차고... 참... 맘이 아팠어. 내가 뭐라카면, 내 눈치 봐가면서, 어

떻게 한 숟갈 떠옇고 그랬다구. 그러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나? 그래, 어떻게 일본 

노래도 불러주면, 또, 따라서 같이 불러요. 그러면서도, 그러니, 어떻게 해? 아이

구, 참... 남들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생

각하는지 모르죠...(참여자 E)

치매노인들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자신도 치매노인과 점점 같아져가

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허허. 아이구, 참... 그러니, 참... 그런데, 저으기 좌우간 여기 오래 있어서 안

좋다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 그래, 난 그걸 몰랐다구. 몰랐는데, 오래 있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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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막(치매 노인과) 같아져. 이거는 신경관계니까, 자꾸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거

지. (침묵) (요양원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 그건 정신 신경이니까 뭐, 정신병 환

자들은 옆에 같이 있으면, 모두 서로서로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의사들도 모두 

그런 말하잖아요? ...(중략)...(치매노인에게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지요. 어떤 때

는 간병사들도... 느이는 젊었고, 우리는 늙었지만은 젊으나 늙으나 똑같다 내가 

그러지요. 영, 아주... 건망증이 아주 심하다고... 건망증이 아주 심해요... 아유, 

참... 할 수 없지요, 정신 운동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하구...(참여자 E)

일상생활활동을 의존하는 다른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독립성 상실이 죽음으

로 연결됨을 자연스레 파악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 그렇기

에 독립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인다.

     처음에 오니께 괜찮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근데 점점 있어 보니께

는... 안 좋아. 죄다 몸 하나 성한 사람이 없고, 죄다 갈 사람만 모인 곳이라고나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괜시리 슬픈 생각이 혼자 들어가고 그러더라

구. 그런데 자식들이 오면은 그런 소릴 어떻게 해요? 음, 좋다, 좋아... 싫어도 말 

못하고, 저런 차(휠체어) 타고 댕기고, 그러니께는 이상한 데로...이상한 생각이 들

어가더라구. 처음엔 오니께 몰랐었는데, 점점 살아보니께 아, 이 곳이 이런 데로구

나... 내가 살다가 그냥 가는 곳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참여자 H) 

     그런데, (이 요양시설에) 이거(워커) 미는 이도 몇 없어. 다 휠체어 탔어. 너

무 불쌍하지. 인저 내가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것도(워커) 못 움직이고, 휠체어 타

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워. 처음에는 이거 좀 밀고 댕기다가 나이가 들면 이것도 

못 밀고 댕기니께... 나이가 먹으니께...(참여자 J)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도 치매가 와서 사람을 몰르고 기저귀 차고 이러

는 거 보면은 어떡하면 여사들한테 괴로움을 덜 끼쳐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

로 해야지. 밤낮 그런다고 여사들이 난리지. 딴 사람들은 별 저기를 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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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그럴게요' 그러지. 내 나름대

로 조그마한... 여사님한테 조금이라도 (누를) 안 끼치고 싶어서 (안약을) 냉장

고에 갖다 넣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하고 그러지. 저으들이 '왜 와있느냐

고, 할머니 받들어드릴라고 와 있는 건데, 그런 맘 먹지 말라'고 여사들이 그렇

하지만...(참여자 J)

요양시설에서 살다 임종하거나 임종에 직면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는 다른

노인들을 목격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 아파서 죽겄을 때 병원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 병원에 안 가고 여기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지 아무 것

도 없어. 음... 아이구, 여그서 이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 병원으로 실려 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제일 무섭고...(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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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

의미 1: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과 음식수준이 못마땅함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몸의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체구에 상관없는 규격

화된 침대로 인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경험은 자신만의 공간인 침

대조차도 불편함으로 다가오며, 시설에서의 삶이 못마땅하게 인식된다.

     이게(침대가) 좀 넓던지 쬐금 낮던지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가 다리가 땅에 

닳을까 말까 하더라구. 그래서, 이 다리가 죄 멍이 들어. 부대껴서... 아주 쑥 내려

갈려면 다리가 쑥 내려가야혀. 접때 어떡하다 이걸(side rail) 놓쳐서 싹 내려 

앉았다구. 그래서, 무릎으로 어떻게 하니까 올라오겠더라구. 그래서, 그냥 잤지.(참

여자 E)

식생활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해 온 삶의 중요한 축이다. 식생활

만큼 사람들마다 그 선호도나 취향이 다른 것도 없지만, 자신의 개별성이 고려되

지 않은 음식 종류와 수준은 불만스럽다.

 

     그 사람 나가고, 음식을 잘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고 나니까 음식이 형편 

없더라구. 밥 먹는 것도 맞아야지! 음식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내 손으로 해 

먹던 거... 먹을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참여자 A)

     반찬이 시원찮아서 그렇지.(참여자 D)

 

     여기 음식이 입에 맞덜 안 해. 어쩌다가 시방 일요일날에는 전시행정이지. 

일요일날에는 면회오는 사람 있으니께 잘 나오는데, 그것도 입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고 그래. 그런 거 개선방안으로서 먹거리를 좀 더 잘 줬으면 좋겄

다...(침묵)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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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자신의 사생활이 방해받는 것에 예민해짐

종종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반가움의 대상이지만, 북

적거리고, 시끄러운 면회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

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면회도 오면은 조용하니 하면 좋잖아. 남 배려하고, 거기서 면회하면서 음식

을 말이야 오면서 차에서 가져오면서 말이야. 위생장갑도 안 끼고 막 주는 대로 

먹고 말이야. 그래서, 방문객이 오면은 면회실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스피커를 

가볍게 해가지고, 가벼운 멘트... 방문객이 오면은 스피카로 ‘아무개 나오세요, 면

회 왔습니다.’ 하고 하면, 모두가 말이야, 방에서 복덕되지 않고 말이야, 나는 그

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과민입니까?(대상자 E)

의미 3: 직원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홀대에 화가 남

자신의 고달픔이나 때에 따라서는 비록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직원들이 알아주고 받아주기를 바라지만, 일부 직원들이 경청하지 않고 사려

깊게 맞춰주지 못함에 서운함을 느끼며, 자신을 어른으로서 대접하고 존중해주기

보다는 홀대하거나 성의 없이 대하는 태도에 늙고 병들어 무시당하는 존재가 돼

버린 듯하여 분노를 느낀다.

     그냥, 여기로 와서 있응게, 자꾸 여기서 그러더라구. 간병사들도 그러고... 내

가 아파죽겠다고 소리 질르고 그러면, 간병사들이 와서 ‘여긴, 할머니, 병원이 아

니에요. 요양원이에요.’ 그러더라구. 알기는 알지... 내가 요양원인 중은 알지만 

너무 아프니까, 나 주사 좀 놔 달라... (중략)...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파 죽겄어

도 병원으로 가지, 여기서 주사 한 대 안 놔주잖아. 그랬어... (침묵) 아프고 탈진

했을 때 주사를 한 대 놔주야 하는데... (중략)... 나는 기운이 없어서 한 대 맞고 

싶은데, 안 놔주더라구. 그게 제일 불편해. 다른 건 불편한 건 없어.(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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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니께, 말을 잘 안하고, 내가 그냥 저기하니께 그러니께 내가 그냥 쑥

맥 곰인줄 알더라구. 2층에서도 그 내 앞에 젊은이 있었지. 왜... 오줌을 저렇게 

누는데, 그 아줌마가 (집이) 수원인가 그래. 아이구, 할머니 똥 나와 그래. 당장 

나가라고 지랄을 하잖아. 아니, 오줌을 누는데, 오줌을 쬐끔 비쳤나봐. 똥은 안 매

려운데... 그래서, 물리치료 받을 시간잉께, 그냥 나왔지. 아이, 드러우니까 나가라

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 끝났는데, 가야겠다고.... 할아버지가 막 오셨어. 

‘이만저만해서 막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독방으로 옮겨.'  그래서, 

'아, 독방은 무서워서 싫어. 저기 내가 무서워서 죽을 뻔 했는데, 어떻게 독방에 

가있느냐?'고...(참여자 D)

     그래 (요양보호사가) 밥 가져왔는데 (두유를) 왜 빨고서 있느냐고 소리 소

리를 지르고.... 아, 먹구선 먹으면 되지, 뭐.(참여자 D)

     여기서 간호사들이 하는 일... 간호사들도 교육이 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교육이 미비하면은 자기가 모르는 데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교육

을, 충분한 교육을 줘가지고, 조금 더 상냥하게, 조금 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선)마룻바닥에 발이 안 대는 것같이 발을 사뿐사뿐 

디디고 하지, 여기같이 쫓아 댕기고, 소리 지르고 그리곤 못해. 

     직원들도 그래... 밤에 괴성을 부르거든? 밤에 고요한데 소리를 팍 지르는 

거야. 이래 가만히 드러 누워있는 사람은 놀랜다구. 허허. 그러지 않아도 전부 

노이로제가 됐다니, 치매가 있다니, 서로서로가 경계하는 판인데, 응? 화장실에

서도 괴성이 나면은 정신이 버쩍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밤소리는 더 

크게 듣기잖아. 그래, 아직까지 이 만큼 된 것도 대단하다 싶으지만은 아직까지

도 교육이 돼야겠구나 싶어... (중략)... 좀 더 정숙하게, 바딱바딱 다니지 말고, 

서로가 불러도 옆에 가서 말이야, 속닥속닥 해야지, 이거 큰 소리로 부르면, 이

거 굉장히 울리거든. 그거 한번 잠 깨버리면, 잠들기 힘들어. 요양사들도 허리를 

더 낮추고, 하이구, 똥 싸구, 오줌 싸구 육중한 몸 들고 하는데, 짜증이 왜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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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 겸손한 와중에 일을 하면은 더 대우받고 더 미안해하지. 

(참여자 E) 

     영 교육이 안 돼. 허허허. 간병사들도 어떤 때는 ‘했어? 했어?’‘이거 할

매 꺼야?’이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요자 하나만 붙여도 될낀데...‘누구야? 

뭐야?’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하듯이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사회서도 젊었을 때 

10년 이상 나이차이가 나면 언니 이상 부모대접을 하는데,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늙은이들한테... 몰라, 나는 영적인 문제를 따져도 그것도 죄 되지 싶어.‘그랬어

요? 저랬어요?’ 끝에 요자만 해도 얼마나 상냥해? (참여자 E)

의미 5: 개별적이지 않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

진행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치매노인 위주로 짜여 있어 흥미가

떨어지거나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낀다.

     아이구, 참... 그래, 여러 프로그램 하는 것도 모두가 여럿이 앉아서 옛날 생

각해가며, 좌담하는 게 아니고, 그도 뭐, 어떤 때는 그것도 마, 신경이 거슬릴 때

도 있고, 그렇지. 사실, 늙은이들이 재미가 있어요? 엉뚱한 소리 했사니까... 허허

허 아이 참... 그러니, 뭐가 좀 특별한... 모두가 정도에 맞혀서 모두가 있어야 되

겠지. 예. 재미있는 게... 아이구, 참...(대상자 E)

     요양원이 인자 몰라... 운동시설, 가령 게이트볼을 한다라던지, 사실상 여기 

게이트볼을 할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바램이 그런 운동시설이 요양원에 있

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내 바램이고, 이상적인 생각이지, 현실에서는 뭐랄

까... (침묵)(대상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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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감

의미 1: 거북한 상황을 피해버림

공동으로 거주하는 방에서 먼저 입소한 사람의 텃세부림에 억울하고 속이

상하지만 자신이 나중에 입소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다른 곳으로 피해버린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요양원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

게 된다.

     그이 하고 나하고 웃었어. 아, 그런데, 당장들 나가라고, 귀 따가와 죽겠다고 

지랄을 허는데, 저어기, ○씨 할머니가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웃지도 못하고 사느

냐고 이거를 뜯으니께 너만 사람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께, 둘 다 나가라고.  모가

지를 끌어내도 나는(○씨 할머니는) 안 나간다고 그러대? 나는 물리치료 시간이 

돼서 막 나오니께 우리 할아버지가 와. ‘왜, 또 나와?’ 그러니께, 내가 물리치료

가 있어서 나온다고 하니께, ‘아무래도 여기 못 있고 딴 데로 가야할까봐’ 그랬

어. ‘딴 데로 갈거면 어디로 갈 거냐?’구 또 그래. 그래, 어디로 갈라냐? 사람을 

두고 있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있냐고 또 그리여. 왜 그

러느냐? 아, 웃는다고 지랄하고, 나가라고 지랄하니, 나중에 온 사람이 나가라네. 

내가 나중에 왔응께 나가야지. (할아버지가) 슬며시 나오더니 저기 독방을 가보더

니, 저어기 끝 방이 남았다 그리야. 아이 나, 끄트머리도 저기도 싫어. 무서워서... 

둘이 있는데도... (자신의 침상을 가리키며) 여기 (자리가) 있다고, 그이가 그리야. 

저으 시누가 있었다고 그라대? 가보라고... 아니, 와 보니께, 자리가 있대. 쯪. 그

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도 괜찮네. 여기 있으라고 해서 열로 왔지. 그래서, 열로 

있는 거여. 이렇게.(참여자 D)

     아아주, 지랄을 허고, 그냥 거품이 북! 적! 북! 적!하고, OO이가 그라대? 그

렇게 싸우더라구. 그래서, 나는 슬며시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나와서 일로 그냥 

가라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그래, 마지막이다, 물리치료 받고 올게.’그러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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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께 내 침대째로 끌어다 놓구선 그렇게 해. (요양보호사가)‘나 혼자서 어떻

게 해요?’아, 여럿이서 좀 해봐... 우리 할아버지는 가고... 나는 물리치료 받고선 

그 참에 일로 들어 왔지. 접때 저 아침 먹고, 박 저기 할머니가 대단하디야. 끌고 

나가라고 그러드래. 아침 먹고 왜 그러느냐고 (이전 방에) 들어갈려고 하니께 

아, ○○이가 어딜 들어가느냐고 지랄을 하고 그래. 아니, 드러워, 저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여? 그러고선 일로 얼릉 왔지. 그 지랄을 허대? 어휴...(참

여자 D)

공동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북한 상황에 대해 부딪히지 않고, 피해

버림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노력한다.

     그래가 여기는 ○○○이가 제일로 불평을 하지. 그래서, 언젠가 원장님이 바

깥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 어떠냐... 나는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

람은 바깥에 나가서 그동안 있고, 나는 우리 방안에서 ○할매 사실은 시끄럽게 하

는 걸 공부 뭐,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싫으면 내가 나와서 돌아 댕겨. 사방에 

나와서 돌아 댕겨.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남

의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수양부족이다. 죽을 때가 다 되도 자기

가 희생할 줄을 모르고 말이야... 더러 이게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 좋은 거만 하면... 소리가 좀 높아? 

     전에 ○○○할매도 변기 뚜껑 쓸 때 뚜껑 관리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나이 

많은 양반은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겠다 반성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면 되는데,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기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나도 

듣기 싫으면 나와 버려.  나와 실컷 돌아 댕기다가 할 일 없으면 들어가 누 자고, 

또 그러면, 또 나와. 생각이 그렇게 다르니 말이야...(중략)...

     ○○○할매가 어떤 때 보면 말이야, 탕 하고 말이야, 입에 거 뿜어 내버리면 

(○○○할매가) 막 야단치고 말이야, 자기도 안에서 트럼을 크럭... 그게 어떤 때 

심하면 입 안에께 신트림이 나온다구. 그래서, 암말도 안하고 물러서서 이렇게 있

지. 말 그렇게 하면, 그 할매가 소리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가만히 물러서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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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득이 되나 안 되나 문제지... 그렇게 살아요. 아유. 대표적으

로 우리 방에 ○○○할매가 제일 대표적이야. 그렇지 않으면, 영 잊어뻐리지. 

     아이구, 방에서도 돼지 냄새가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나와 버리지. 나와서 

간병사들이 처리해 놓으면 들어가고, 처리 안 해놓으면, 다시 나와 있던지, 문을 

열던지 그렇게 하지.(참여자 E)

의미 2: 불평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임

요양시설이 하루 이틀 단기간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닌 장기간 어쩌면 여생

을 보낼 수도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기에 자신의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했을 때 행

여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 즉, 직원들의 홀대나 다른 노인과의 갈등이 일

어날 것을 염려하게 되고, 기나긴 요양시설 생활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으

로 인해 불평불만을 속으로 삭이게 된다. 또한, 자신이 요양시설에서 지냄으로 인

해서 자녀들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거나 걱정을 끼치는 것을 염려하여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게 된다.

     할아버지도 밀어주지 말래. 선생님들 얘기야. 당신이 밀고 다니게 놔두래. 내

가 밀고 다녔어. 화장실에서 기다렸다가 우선, (옷을) 잘 못 추기잖아(추스리잖

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때는 아주 못썼어. (할아버지) 팔이 완전 이랬어.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 완전히 기부스 해 가지고 있었거든. 나는 여기다가 팔 받

침을 하고, 한쪽은 내가 밀어줬다구. 그렇게 해서 한 일 년을 있더니 조금씩 조금

씩 나아져. 그렇게 됐어. 내가 신경을 아주 많이 썼어. 고생을 많이 했다구. 그래

도 말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살은 거야. 사연이 많다구....그냥 말을 못하고 사는 

거야. 입을 다물고 사는 거야. 지금도. 누가 좋아해? 말해봐. 하루 이틀 있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 안하고...(참여자 A)

     여기 다 사장님이 워낙 잘 하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했지. 근데 아무 것도 

몰라. 선생님(연구자)한테 얘기하고, 사장님이 다른 데 가셨으니까 얘긴데,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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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실 적에는 이름 같은 거 써넣을 때도 처음 올 때 붙인 거거든? 이름 붙인 거... 

사장님은 일 년 되면 정월달 되면 벌써 저거 싹 갈아요. 다시 달고 그랬다구. 그

렇게 깔끔해요. 여기. 다들 잘해주시는데, 뭐를 말을 해. 잘해주시는데...(중략)...

     지금은 사람이 마음껏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처음 같지는 않아. 사람이(거

주 노인이) 워낙 많잖아. 지금은... 사람이(직원이) 좀 모자래...(참여자 A)

     막내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는 고생을 했지만, 다 다녀 봐도 여기만 한데

가 없대’. 다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하지. 난 어쩐다 저쩐다 얘길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다 잘 해준다. 너무너무 잘해준다.’ 그렇게 얘길 하지. 여기만한 데가 

없대. 서울에도 없대. 왜 여기에 다 오냐? 서울에 무척 많이 생겼는데, 왜 여길 오

냐 이거야. 여기만한 데가 없다구. 그 전에는 ○여사 오기 전에 ○○ 사람이 한 

석 달 있다가 갔어. 그러고, ○○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식이 입에 맞질 않아. 여

긴,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잘못하다가는 안 돼. 안 돼. 그렇허면, 안 돼.  다들 사

람 사는 곳이잖아.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이잖아. 입이 무겁지 않으면 안 돼.(참여

자 A)

     저 방에서 내가 못 살까봐 내가 ○○이한테(요양보호사) 그랬거든. ○○이가 

내가 덥다고 선풍기를 갖다 놨는데, ‘아버지(대상자의 배우자), 선풍기 안 쓰거

든 여기 주세요’ 그랬더니, ‘내 방에 있는 거 안 쓴다’고 도로 갖고 왔더랴. 

아, 접때 저 노인네(같은 방 어르신)가 뭐, ‘이거(선풍기) 켜 놓고, 저거(에어콘) 

켜 놓고 그란다’ 고 ‘나 보고 얼어 죽으라고 그라냐? ’고 그래. 왜, 얼어돌아

가시라고 켜놔?  쪼이다 가서 그렇지... 좀 있다 일어나서 나가 보니께 ‘우리는 

부잣집이라’ 그렇고, (같은 방 어르신 왈) ‘우리는 애들이 여럿이라도 선풍기 

한 대 안 사가지고 오는데, 저으는 부잣집이라 선풍기를 몇 대나 사놓고 쓴다고 

그래. 아, 그까짓 거 선풍기 있다고 부자고 뭐를 그렇게 따져요? 그랬어. 좀 있다

가 내가 쬐끔씩 다퉜어. 내가 부아가 나길래, OO이더러 ’저거땜에 나 다퉜응께 

8월에 가져간다 했으니께 아버지 오면은 저거 보내자, 그럼 그라자‘ 그랬더니, 

그날로 그걸 빼주더라구. 접때 또 분해서 ' 아, 내가 못 올 때를 왔나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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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 아, 저 제일 먼저 2층에서부텀 있는디 여그 왔어도 벌써 두 번이나 옮겼

다구.’ 나 여태 ○○병원에서 열 석달씩 있어도 누구하고 저기를 말 한마디를 훑

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오니께 이상해?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 치매 

걸린 노인네들이니께 그러려니 해.’ 그래. 들은 체 만 체 해 그려. 그래도 그려. 

너무 어떤 때는 기분이 상하는 때도 많어. 내가 말을 못 하니께 그렇지. 아휴...(참

여자 D)

     나는 그래도 내 성질 같으면 그냥 닥치는 대로 잘 지내 나가는 줄 안다고. 

잘 참아나가잖아요.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다시 해달라고 소리 지르

고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늙은이가 되놓으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겠지요. (침묵) 이래 보시기에는 어때요? 내가 참을성이 적을 거 같애요? (참

여자 E)

     바래는 거는 한시라도 남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고 싶은 거지요. 서로가 만나

기만 해도 편안하게 되도록... 음... 남한테 피해가 돼서는 안 되지요.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피해가 돼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참죠, 뭐... 에유...뭐,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아이구, 그거 진작에 

내가 오니까 3년동안 끙끙 거리는 소릴 들었거든. 근데, 그 양반은 자기 똥 구린 

거는 몰르고... 어쩔 때는 자기가 뭐라 하면은 난 암말도 안 해. 전에 ○○○할매

가 변기 갖다놓고 쓰니까 ‘변기뚜껑 덮으라’ 하고, ‘냄새 난다’ 하고, 그 야

단을 했는데도 자기가 막상 변기 써보니까는 자기도 변기뚜껑을 열어놓을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는데 보면 뭐, 찌린 내가 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모두 자기 일이면, 모두 향수같은 가보다 하지, 뭐. (참여자 E)

     그 뭐, 아뭏튼, 내 같으면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가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 불뚝하면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불편함이 있어도 좀 참고 살아야 돼. 그 

잃어버린 거 있다 하더라도 어지간한 거는 잃어버렸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아

깝지 않은 물건은 그저 잊어버렸니라 하고 잊어버려야지. 근데, 우리 방에서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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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없어졌다 그 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할매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뭐 없어졌다 캐. 에이구.... 허허허. 없어졌다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못 알아들

어.(참여자 E)

     넘의(남의) 생각도 해야지, 너무 내 생각만 해서도 안 돼요. 있거나 없거나 

사람 사는 맛이 그래야지, 사람 사는 거지. 그거... 아이구, 내 것만 차리고 살랴고 

생각해봐요, 어이구... 소용없어. (참여자 G)

의미 3: 시설의 규칙에 순응함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상,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공동생활

의 정해진 규칙에 따르려고 노력한다.

     나는 여기를 하늘나라 연수원이라 그래.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하는 찬

송가를 내가 좋아해. 우리가 여기가 하늘나라 연수원이다 탈락하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 하지. 내가 ○권사님한테 ‘여기가 하늘나라 연수원입니다, 여기 오면 조용

히 살아야 되고, 여기 오면 여기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고 말이야. 하늘나라 가

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 만날 그러고 농담하고 

그러고 지내죠. ...으음~ 여기 살다보면 세상 살다 가는 이도 있을 거고, 정말로 

단체생활이 익숙해서 조용히 자기 집겉이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니까 여기

는 여기 법대로 지키라 지키라 자꾸 그러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러면 안 된

다 그 말이에요.(참여자 E)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단체생활이니까 다 일어나서 먹고... (참여자 J)

자녀들이 못하는 간병을 대신해주는 직원들이 마지막 의지처라는 생각에 직

원들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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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님들이 수족처럼 다 받들어주는데도 어떤 때는 부족하다고 막 얘기할 

수는 없지. 어떤 이는 막 치매 있으니께, 분간 없이 막 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그 분들 아니면은 편하게 있지도 못 한다고 그러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중

략)... 서로 동정을 하고, 그이는(직원은) 돈 벌러 오고, 우리는 집에서 못 하는 

거, 자식들이 못 하는 거를 여기서 다 해주니께, 순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

기 못 있어요. 우린 성격이 워낙 발랄하지 못하지만 과한 이들도 많아. 그러니까

는 마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여기서 가면 집에서 생활을 못 해요. 여기서

같이 자식이 사람을 둔다 해도 어렵고, 여기서는 그냥 전부 목욕하나, 물 한 모금 

다 갖다 멕여주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선생님도(연구자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해요? 다 활동을 하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못 

할 거 같어. 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맘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가 없을 

거 같고... (참여자 J) 

의미 4: 주눅 들지 않고 맞대응함

자신이 상대방에게 나약한 존재로 인식되어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눅 들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든다.

     ○○○할머니가 있었는데,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간 겨. 나하고 얘기하니까 나더러 떠든다고 소리를 질르잖아? 그래서, 나도 소리

를 질렀지. 그랬더니, 저 마누라가 저 할머니가 나 때문에 큰일 났다... 그리고는 

이리 나 만난다고 들어올려고 했더니, 저 여편네가 한번 나간 사람이 여길 왜 들

어오느냐고 그랬어. 난 그 소리도 못 들었어. 자기가 제일 먼저 이 방에 왔다 이

거야. 이거 여기 먼저 왔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려.(참여자 C)

     이런데 있을 때는 말도 썩썩하게(씩씩하게) 하고, 참 욕도 하면 나도 욕도 

하고 그래야지 안 되겠더라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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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의미 1: 예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염원

요양시설은 자신이 예전부터 살아온 집, 가족과 이웃과의 왕래가 오가는 생

활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공간으로 심적으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여겨

진다. 이는 역으로 가족이나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웃과의 소통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생활환경은 시설보다 못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살림하고 자신의 뜻대로 활동

하고 지내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애 말기를 보

내고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바램이 살아나게끔 해준다.

  

     애들이... (집에) 가보면 좋았거든. 집에 3일씩 가서 애들이랑 있다 보면....

(참여자 A)

     걸을 수 만 있으면, 하다못해 지팽이라도 짚고 걸을 수만 있으면, 집으로 가

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집에 가면 동네사람도 만나

고 다 편하겠지, 뭐. 요양원은 글자 그대로 요양을 하는 데니까 가정하고는 다르

지. 집이면은 묘지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참여자 B) 

     거기 계속 살고, 동네 사람들과 떨어지는 것도 싫고...집에 가고 싶고, 그냥, 

찌그러진 집이라도 제 집이 좋지, 뭐, 암만 이런데 호강은... 찌그러진 집이라도...

집이 이렇게 집이 옛날에 지은 집이에요. 보이라 넣고, 창해다 달고, 화장실 안에

다 해 놓고... 그래서, 뭐, 해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신식 집이라서. 그런데 있으

니 얼마나 편해요? 내 손으로 해먹고 내가 여태꺼정 건건이 해서 (자식들에게) 

줬지, 뭐, 저으들이 해서 나한테 준 건 없지, 뭐. (참여자 C)

     난 남의 집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으니 남의 집

이지요. (내가) 사는 집에... 남의 땅이라구 남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지. 애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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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요양시설이) 집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하지만...우리 큰 아들은 늙으면 

저으들도 여기 올거라고 그러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 죽을 때 입으

려고 하얀 저고릴 2벌을 해 놨어, 내가. 그러니, 집에 가서 죽으면 좋지. 여그서 

죽어도 병원에 가고, 집에 가서 죽어도 병원에 가고 그라지만, 이 녀석들이 나 맘 

한가지게 해주려면 집에 데려가는 거고...(참여자 C)

     집 생각, 하던 일, 놀던 일 생각 맨날 몇 억 꾸지요. 뭐, 허허허, 아유... (침

묵)... 역시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참 좋은 거죠, 뭐...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하하호호 웃고 말이야, 애들 재롱보고 웃고 말이야,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제일 좋

은 거 같애. 우리 어머니 세상 가시면서 그도 모두 불러 앉혀 놓고, 세상 돌아가

셨거든. 못 온다는 사람은 우째서 못 온다는 얘기 다 듣고 말이야... 그렇게 정신 

말짱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참여자 E) 

 

     역시 고향이지. 왜? 그다음엔 에, 서울이에요. 마지막을 서울에서 보내고 싶

어요. 아들네 집에서... 내가 몇 살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참여자 F)

     에이구... 쯪.. 그래 내가 여기 온 것도... 참... 너무 내가... (경기도) 광주 있을 

적에 전라남도 해남면 여자가.. 그분도 전세살고, 나도 전세 살고, 그래 가지고, 노점 

장사해던 분인데, 그 양반이... 과일이니 뭐니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리아카에 싣고 

가서 팔고, 그런 분이 같이 의지하고 살자 그랬는데... 그분하고 살았으면 여도 오도 

않고, 그저 장사 하는 것 그냥 옆에서 봐줬으면 되는 걸... 그냥 저 별로... 해남 여자

가 그렇게 살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해버렸지. 그러니, 아이구, 호남 사람이랑 충청도 

사람 만나면 참 뭐, 형편만 상하지, 뭐... 아이구, 그때 맘을 잘못 먹었지. 그때 같이 

살자는 걸 그런 여자랑 사는 게 좋은데... 그렇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나오는 건 

눈물밖에 안 나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참여자 G)

오랜만의 외출을 통해 본 활기 찬 바깥세상은 예전에 이 곳 저 곳을 여행하

며 누렸던 즐거움에 대한 회상과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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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사니까 이가 망가졌으니 치과를 4번인가 갔는가?  첫 번째 치과 갔을 

때는 몇 달 만에 나갔는데, 꽃이 피었을 적에.. 봄이에요. 굉장히 활기가 있고 좋

더라구요. 최근에 엊그저께 치과 갔다 왔더니만, 갈 적에 아하, 여그도 시골인데,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더라...(중략)...

     (앞으로 간간이 외출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갑자기 큰 소리로) 참 좋지! 

어우, 기가 막히게 좋아. 저번에 가보니까 꽃이 피고 말이야. 막 녹음이 우거지고, 

푸릇푸릇해요. 얼마나 좋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본래 여행도 좋아하고, 직장이 

사무실에서 근무했지만은 도로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밤낮 출장 댕기면은 도로 

순찰 중이거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더라 하고 많이 다녔지. 난 참 후회는 

없어.(참여자 F) 

의미 2: 되돌아 갈 집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망함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자의든 혹은 타의든 간에 살아온 집과 살림을 모

두 정리해버린 자신의 상황이 후회스럽고 안타깝기만 하다. 요양시설을 벗어나 집

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디에도 자신이 되돌아갈 공간이 없어져버린

사실에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

     (살림을) 아까와서 못 버렸지. 또 그냥, 딸이구 메느리구 따로 살구 그러니

까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그러는데, 새 거 사서 뭘 해. 그걸... 그니깐 안 버리고 

살았지. 엄마, 쓰레기 치우느라 혼났대. (웃음). 트럭으로 하나 반이 나가니깐 옛

날엔 그거 다 주워 갔잖아. 하나도 안 가져가더래. 젊은 사람들이구 그래서. 그러

니까, 나 무척 울었어. 우리 막내 딸도 울어. 여그 갈 적마다 올적마다 울고 가는 

거야...(중략)...

     지금은 못 가. 간다한들 가도 결국은 다시 와야 될 것을... 그렇잖아? 자식

들... 딸도 외국 가버리고, 누구가 집에 있어?(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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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했지. 집이 익산에가... 직장이 익산에가 있었어요. 직장이 거가 있으니까 

에... 도저히 혼자 살 맛이 안 나서... 딸이 가자 그러더라구. 그래서, 딸을 목표로 

해서 딸한테로 왔는데, 서울로 왔는데, 그 딸네집에서도 있었고, 있다가 서울에 아

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에는 그 집(아들집)에 가

서 자고, 또 화요일에는 딸래미(집) 분당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 딸 얘기 들었으면은 괜찮았을 걸 싶은데... 나 있을 공간을 만들어라 이

거야. 그 때만해도 내 수중에 그런 현금을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

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자들들도 조금 요양이 될까 싶기도 하고, 아들, 며느리

도 아들들이 있는데, 왜 딸네집에 가 있냐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니까 

갑시다, 갑시다 해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긍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 희

망이나 그런 것이 없어.(침묵)...(참여자 F)

     그러니까 만약에 에... 이 (장루)복원술이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

니에요.(참여자 F)

     그날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전세 사는 거 살림살이니 뭐니 농도 자개농인데 

참 좋은 농인데, 팔면 몇 십 만원 받을 걸? 돌아가 갖고 살림살이 전세 다 빼갖고 

애들이 다 가져갔지. 다 가져갔지요. 아들들이... 다 팔아버렸죠, 뭐... 아이구, 가고 

싶은 맘도 없시유.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요?(참여자 G)

     그래서 지금 그 집은 (아들이) 전세 지금 사는데 그 집은 쬐그매서 네 식구

가 못 살잖어. 그래서, 팔았어... (중략) ...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여기 안 오지. 헌데 갈 데가 없으니...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서 저으들이 쓸까 했

더니 안 되고... (집) 팔리라고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대상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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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요양시설 거주에 의한 홀가분함

의미 1: 가족이 해줄 수 없는 도움으로 육신이 편안해짐

집에서는 혼자 살거나 가족과 같이 살더라도 바쁜 가족들 속에 살았기 때문

에 거르기 일 수였던 식사나 약물 복용과 같은 일상생활활동들을 시설에 입소한

후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 육신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나 혼자 집에서 있는 거보단 낫지유. 따뜻한 밥 먹고, 밥하기도 싫어서 그냥 

자고, 또, 나가서 한 숟갈 얻어먹으면 또 자구... 근데, 여기 와선 삼시 밥을 해주

잖아요?  그러니께, 얻어먹고 있으니께 편하지. 거기서는(집에서는) 그냥 혼자 자

구 끓여 먹구 그랬지. (집에서는) 약도 빼먹는 날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약도 꼭

꼭 차려먹고,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고, 목욕 시켜주고, 내가 사는 게 좋아졌다는 

거에요. 몸도 좀 편안하고, 내 사는 것도 편하고, 제 때에 밥을 먹으니께 편하

고.... 세상에 하루에 두 끼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뭐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하기가 귀찮고, 건건이 마땅찮아서 못 먹고 안 먹는 때가 많아. 배고픈 줄을 모르

고... 배고픈 줄을 왜 몰라? 그래도 그냥 자고... 

     근데, 여그 와서는 배가 불러도 또 먹고, 배가 불러도 또 먹고... 네 끼를 그

냥 다 먹으니... (침묵) 두 끼도 힘들은 걸 네 끼를 먹으니... 그래서 살이 무지 쪘

어요.(참여자 H)

     (요양시설에 오기 전에) 하도 말러가지고, 달으니께 체중이 33키로래. 병원

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집에서 열흘 있으니께... 지금은 체중이 그저 과식만 안 

하면 잘 먹고... 이렇게 해서 몸이 다 좋아졌는데, 관절이 굳고 자꾸 그래. 몸이 체

중이 늘고, 몸은 좋아졌는데... 지금은 여기 있으니께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서 마음이 편해서...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애.(중략)...

     집에서는 말도 아니지. 약을 병원에서 가져온 것을 골라서... 간병인이 그걸 

못 하고... 아들이 출근하면은 내가 그걸 먹을라면은 당최 (간병인이) 그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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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여기서는 딱딱 찾아서 식전에 먹는 거, 식후에 먹는 거... 집에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눈도 안 보이고...(대상자 J)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잘 인도하고... 그라고, 환자들을 볼일 

볼 때는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또 볼일 보고 나오면은 인자 방까지 모셔오고... 

약 주고, 끌어내주기고 하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편리한 게 많습니다. 내가 

육신은 편하지요.(대상자 I)

     아들은 아들대로 생활하러 댕기지,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생활하러 댕기지, 

내가 혼자 집에 뭐 끓여 먹고, 빨래하고 생활하겠어? 못 하지. 난 자신이 없어. 돈

은 들어도, 자식들 돈은 들어도 여가 있응게 편하지.(대상자 K)

시설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이 자신의 혈당수준을 감소시키고, 보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등의 신체 기능면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당뇨 약을 일년치를 먹었나봐. 그런데, 당이 조금씩 조금씩 줄더라구... 일년 

반 넘으니까... 당이 줄고 하니까... 병원에 내가 28년 다녔다니까? 근데, 여기 와

서 당이 떨어졌다니까?(참여자 A)

     아침에 내가 한 4시 40분...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양팔을 들어

올리며) 이거를 한 500번 이상 해요. 건강 좋으라고... 내가 당이 있잖아요. 당이 

있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이 조절이 되더라구요. 그때

서부턴 아하, 이거 희한하구나...(중략)...

     장 수술하고 나서... 내가 아들 얘기 들으니까 생사 여기서 왔다갔다 했단 말

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여기 워카(walker) 끌고 나온 지가 1년 됐어요. 그래가지

고선, 물리치료 열심히 받고, 운동해서 지금은 지팽이 짚고 한 100메타(m)는 걸

어요. 근게 말하자면, 나는 여그 와서‘참 잘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리치

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방 이 정도라도 걸으니까... 그래서, 여기 온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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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되는데, 비록 지팽이는 짚을 망정 100M는 걸을 수 있다, 그 일차 목표는 끝

났어요.(참여자 F)

의미 2: 신체기능 향상에 의한 자신의 역할 회복 의지

요양시설 입소 초기에 비해 신체가 편안해지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아팠을

때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나 이성과의 관계도 이제는 할 수 있을 거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아, 재워주고, 멕여주고, 밥 잘 먹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목간도 시켜주

고 편한데, 좀 편하니까 늘 일하는 게 눈에 선해요. 내가 또 힘이 좋고 하니까 만

날 먹고 놀으니께 어떡하나 싶어서...(중략)...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 못 일어나

도 어떻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뜬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싶어. 거뜬한 게... 

아, 자식들이 다 돈 쳐들여서 나 곤쳐 놓은 거 내가 기름이라도 짜서 돈 부쳐주고 

싶어서 그라고, 거기다가 열무 고랑도 갈아서 건건이라도 해서 주고 싶어서 그라

고, 여러 가지유, 생각하는 게.(참여자 C)

     지금도... 말하자면, 회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참여자 F)

의미 3: 가족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의 해방감

같이 늙어가는 자식 내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활동 일체를 신세를 진다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이고 긴장이 되었던 가정생활과 달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눈치 받지 않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

유스러움과 해방감을 느낀다.

     집에서는 그래도 화장실 가고, 목욕하는 거를 아들, 며느리 신세를 져야지. ...

(중략)... (그러나) 한 식구라도 이제는 같이 늙어가니께네 조심이 되요. 아들,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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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도... 내가 조심을 할 때가 많다고... 마음이 긴장이 되가 그런가... 마음에 이런 

터놓고 살면 되는데, 필연적으로 아들, 며느리하고 사는 거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층에 있고, 저으는 아래층에 있고,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도 갈 때도 

조심이 되지요. 우리 아들은 깨끗한 걸 좋아하고, 지저분한 거를 절대 싫어해요. ...

(중략)... 그러니, 나도 인제 될 수 있으면 제가 눈에 안 거스리게 조심을 하고...

     여기는 자유잖아요. 뭐,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도 내가 안 움직이도 화장실꺼

정 갖다주고, 식당가는 것도 밀고 가주고, 내가 안 가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

서는 인제 집같이 느껴집니다. (요양시설이) 집 같은 거는(집같이 느껴지는 것은)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고...(참여자 I) 

예전에는 같이 사는 가족들과 집안 대소사에 대한 걱정을 늘 하고 살았으나,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걱정하는 횟수

나 시간이 많이 줄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내가 좀 소심하거든요? 내가 보질 않으니께, 자식 걱정을 덜 하고, 그려...(중

략)... 내가 몸이 좀 좋아진께 맘이 편안해서 인제 집안 걱정을 눈앞에 안 보니께, 집

안 걱정도 눈에 보이니께 하는 거지. 늙은이가 쓸데없이 보니께 걱정을 하지. 그런 걸 

덜하고, 여럿이 있으니께 재미있게 웃고, 지내고 그러니께 좋아진 거 같애.(참여자 J)

의미 4: 절감된 요양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 듦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던 요양비용이 노인 장

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요양등급을 받게 됨으로 인해 절감되면서 경제적인 부

담감이 줄고 만족감을 느낀다.

     난 이 팔을 못 쓰고, 그때 나는 당뇨가 삼백이 넘었어요. 당 조절을 못하니

까 사람 두고, 한 달에 세 주고, 간병인 값 주고 하니까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

가더라구. 막 (간병인) 멕이구, 방 주고 하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잖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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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년 반을 있다가... 그때는 삼 개월씩 있었어요. 의료보험이 3개월이 지나면 

딴 병원에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산을 해야 하거든? 그래야 하는데, 저기 

OOO 병원인가? 그러니까, 이 노인네(남편이)가 아프니까 그런가보다, 맨날 어디 

아프다, 하구 그러니까 전립선이라구 하더니 첨에 백이십만원이라고 하더니 이백

만원이 넘겨 나온 거야, 검사하고 만날 하더니... 그렇게 한 석 달을 있다가 집에 

가서 또 있다가, 또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다구... 내가 병원에를 다섯 달을 있

었다구. 그러니까 한 달에 백 오십을 줬다구. 멕여야지, 방 줘야지, 오백만원이 들

더라구, 삼시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 근데, 또, 일요일날 간대요. 토요일날 저녁에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온다구...(침묵) 

     내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 이거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길 가

자하니까... 그래가지고 인제. 그거(월세) 가지고 와서 일 년 반을 있었어. 그때 한

참 정부에서 노인네들 양로원 많이 늘렸잖아. 그때서부터야. 아니야. 할아버지 2

등급 받았어. 아니야, 그때도 안 나왔어. 처음에, 일 년 반인가? 그 다음에 7월인

가 8월인가 (장기요양보험이) 됐지요? 그때서부터 2등급인가 받아서 반인가 줄어

든 거야. 그렇게 250만원씩 냈다가 인제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2등급을 받았으니

까... 나도 많이 깍았지. 150만원씩 내다가 100만원씩 냈다가 20만원씩 나오나 

봐. 그래서, 80만원씩 낸다 그러더라구, 애들이...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약

값꺼정 해서 160만원 된다 하더라구.(참여자 A) 

     ○○병원에서 쬐끔만 저기하면 꺼떡하면 한 달에 230만원씩 나와. 남들은 더

해. 난 기저귀를 안 차니까 그렇지. 거기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해도 250만원이여. 근

데 지금은 올라서 270만원이라네. 20만원을 더 내라고 그러디야. 접때. 그러니께, 

나 글로 옮긴다고 그러니께, 방은 많은데 나 담당의사가 그러디야. 방은 많은데, 그

러니께  생각해서 오랴. 아이, 드러. 20만원 내가 여기서 잘 먹을 테야. 아, 거기 뭐 

하러 거기 가? 이왕 있던 데 있지. 여기는 지일 먼저 들어 오니께 57만원을 내라더

라나? 58만원을 내라더라나... (중략)... ○○○에 비하면 여그가 싼 거여.(중략)... 

그랬는데, 내가 (요양원 비용이) 얼마 나왔냐고 물으니께 우리 애비가 ‘그런 걸 왜 

물어요?’ 그랴. ‘있기나 해 보쇼. 싸, 엄마.’애들이 그라고, 지들 먹고 살고 들어

오는 거 있으니께... 애들 말마따나 나가는 돈 내비리는 건 없지.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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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요양시설에서의 마지막 삶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사함

의미 1: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견뎌 나감

집에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보지만 집으로 돌아간다

는 것은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활동을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짐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임을 인지하기에, 가족

을 배려하기 위해 시설에서의 생활을 견뎌 나가기로 한다.

     내가 2년 반을...(침묵) 세월을 울고 보냈어... 그랬다가 인제는... 내가 3년

을.. 3년만 있다 간다 그랬거든. 3년만 있으면 내가 가든지 할 거다 했는데, 4년

이 내가 집 나온 지가 4년이 넘었어. 아, 인제 내가 집에 가긴 틀렸구나... 지금, 

가면 뭐하나... 그냥 애들 편하게 가자구... 집을 세를 줬어.(대상자 A) 

     나도 집에서 누가 있으면 집에 가지, 여기 안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나 (집

에) 가면 꼼짝을 못하니께 여기 있지. 애들도 나 데려다 놓으면 지들도 꼼짝을 못

하니께 있지. 있고 싶덜 안햐. 쯪. 작은 애는 유치원 선생이라고 꼼짝 못하고, 큰 

애는 돈 몇 푼 벌어 댕긴다고 없고, 딸은 공장에 와서 살림하고,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거도 아니고, 그전마냥 식모래두 구할래도 들어왔다 나왔다 아주 그냥... 내

가 사는 데는 뺑 돌려 공장이여! 그러니, 낮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허고 있

지, 그냥... (침묵)...(참여자 D)

     올 적에도 얼른 여사님들이, 당직하는 여사님들이 아침 일찍 있으면 붙들어

서 방에까지 다 앉게 해주고, 그렇지. 내가 자유롭게 저거 뭘 못 해요. 오죽해? 내

가 집에 가서 자식들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집에 갈) 생각이 나? 그러니, 여

기가 내 집이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참여자 J)

     우리 아들이 얼릉 한국 나와서 엄마를 모시겠지 그랬어요. 근데 인제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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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에) 다니러는 가도 살러는 안 간다, 내가 여기서(요양원에서) 세상을 

뜨지... 집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 바빠요. 여자들도... 근데, 나는 지금 누가 지켜주

니까 그렇지, 누가 들어앉아서 며느리가 나만 받들고 이럴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보고는 더 맘이 안 편하고... 그러니께, 왔다 갔다 하면 모를까, 인저 나는 여기서

(요양원에서) 세상 떠나는 걸로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참여자 J)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좋아서 사는 거지유. 살 수 밖에 없

지, 어떡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께... 생각은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께... 

딸 자식네도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갈 수가 없고...(참여자 H)

의미 2: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임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자신이 과거로 돌이키거나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냥, 그렇죠, 뭐... 사람들 팔자가 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걸 뭐...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적에 그 사주

팔자가 잘 타고 나면 잘 되고, 못 타고 나면 그렇고 그래요. 사주팔자는 못 속여

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사주팔자는 못 속여요... 이게 뭐하는 거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다 팔자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내 팔자가 그런가보다 하고 그러고 

살아요... (팔자가) 좋긴 뭐가 좋아요? 이게... 아이구... 그냥 그렇죠, 뭐... 그냥 사

는 거지유, 뭐. 내 사주팔자가 그런가보다 하고 살지, 그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뇌까리고 따질 것도 없고 그래요. 쯥.(참여자 G)

의미 3: 애착대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잊으려 함

젊은 시절부터 써 오던 손때 묻은 살림과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러

나, 바깥 세상에 그러한 애착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리움과 아쉬움만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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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에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고, 더 나아가 대상을 제거해버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집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단절시킨다.

     내가 딸한테 그랬거든.‘너, 엄마 쓰던 거 숟가락 하나 냄기지 마라. 다 버리

구, 인제 여기 와서 갈 때꺼정 기다릴꺼다. 여기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게. 다 

버려. ’ 그랬더니 다 버렸더라구. 트럭으로 하나가 넘더래. ‘엄마, 쓰레기 치느

라 혼났어. 좀 버리고 살지...' (중략)...

     작년, 재작년인가 집에 안 가고서부터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편해. 살도 

찌고 그러잖아... 편안해. 약을 그때서부터 먹는 거야. 잠자는 약을... 처음 올 때

부터 잠자는 약을... 집에서는 안 먹었어요. 여태... 그걸 안 먹으면 잠을 못자. 

보통 여덟시에 먹기 시작해. 그걸. 7시 반에 먹고, 여덟시에 잠들고, 아홉시까정. 

두시면 깨. 두시면 꼭 깨. 약기운이 없어져 가지고. 또 앉았다가... 힘들어. 드러

누워 있다가... 인제는 편안해요. 다 버리니까... 이제는 잊어버려. 뭘 자꾸 집 생

각을 하겠냐고... 나도 이제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안 해. 안 해. 생각을. 그래 잊

어버리면 몰라 요즘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편하더라구.(울먹거림). (참

여자 A)

     안 좋다 해도 자기가 자기가 살던 살림... 아까도 동생하고도 얘기했지만, 동

생이 '언니 옷 좀 갖다 줄까?' 그래도, '여기 둘 데가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 아

휴, 그런 애지중지하던 거 살림을 다 버리고 속상해서 얘기하던 중인데, '입어야 

할 것만 갖다 놔야 할까봐. 여기 걸어 놓을 데도 없으니 가져오지 마라, 그냥.' 그

냥 입게 되면 나중에 가져오더라도... 그런 저기지 뭐. 예... 참... 내가 살림하던 거 

걱정도 많고, 많지. 그런 거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여럿이 다 생활하니께... 다 잊

어버리니께 편하다 소리지, 자기 살던 집마냥 할 수가 있겠어요?(중략)...

     그러니께, 인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럭허고 살아야지. 먹는 거래도 조금이

라도 덜 먹고 그러면 뭐래도 애를 쓰시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사들도 조심스럽

게 그렇허지... 그러니께,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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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잘 살고 돌아갈 집도 있다는 동료 노인의 처지가 한 없이 부럽기

만 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집에 대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마음을 돌리려 애쓴다.

     옆에 얘기하던 할머니는 집에 자꾸 간대.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 있는 사람은 좋겄다. 집만 있으면 나도 가겄다. 집이 없어서 못 가지, 

나도 잘 데가 있으면 가겠다. 그이는 아들들이 다 잘 하고 자식들이 살 만 하니께 

해주는데 뭐 걱정이여? 그렇게만 되면 가고 싶지. 난 안 가고 싶어, 진짜. 처음에

는 그렇게 한심하고 도대체 여그 왜 와서 사나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생

각이 들어가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할 때도 또 있었시유.(침묵)...(참

여자 H)

의미 4: 시설을 임종 전 일시적 거처로 의미를 부여함

시간이 흘러도 요양시설이 진정한 의미의 집과 동격이 되지는 않는 듯하다.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는 그저 일시적

으로 거쳐 가는 장소로서만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인제 딱 4년 됐어. 내가 집 나온 지가. 근데, 인제는 여기가 집... 갈 때꺼정 

기다리자 하고 있는 거여. 체념을 하고...(웃음).(참여자 A) 

     인자 뭐, 언제 어디서 눈 감을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있다가 그

냥... 얼마 안 있으면 (죽겠지).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지.(참여자 G)

     여그 있다가 그저 주님이 부르면 얼른 가기만 하면 되는 걸... 그래 만날 주

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거요. 주님 어머니 제 안에 모시고, 이런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 안 받고 살다가 데려가 달라고...(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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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5: 시설에서 다른 역할 수행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감

시설에서 무위의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동료 노인을 도와주고, 자신의 생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재능을 나누어주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싶다.

     (같은 방에 있던 노인)걔가 요전에 배가 아프다하고, 머리가 아프다하고, 올

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훼스탈을 그걸 하나 멕였더니, 훼스탈 줬다고 야단해샀더

라구. 그것도 주는 것이 잘못이지, 월권이지. 간병사나 간호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

인데, 환자가 했으니, 월권이죠, 월권인데, 월권인줄 알면서도,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떡해? 갑자기 듣고 싸면 할 수 없어. 나는 뭐라도 물이라도 약이라고 하고 주고 

싶지.(참여자 E)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손 힘이 있는 사람 이

런 사람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뭐든 하나쓱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원동력이니까

는... 그지예? 경제가 원동력이니까...경제적으로 뭐가 돼야 돼. 

     젊은이들이 맨들어다가 노인들 힘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잊어

버릴 수 있고... 여기서는 힘이 나는 사람들은 뭔 일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힘

을... 인재를 골라야해. 허허허. 응. 내 모든 잡념을 잊어버리지. 

     말하자면 이 밭에 콩을 많이 깔아봐. 그러면, 다 이 콩을 깔 사람들이지, 뭐. 

(머리가) 돌아도 그건 다 할 거다. 허허허. 아이구, 참.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메주 같은 거... 고추장 같은 거. 정신 차리면 다 할 건데... 적적하지만, 

찾으면 있을 거야. 아, 올 가을에도 솥 갖다 놓고, 메주 쑤라면 왜 못 해? 장, 고

추장 같은 거 맨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참여자 E)

 

요양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시설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고 잘 지

내도록 하기위해 자신이 터득한 경험을 알려주고 설득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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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로 입소하는) 늙은이들 대해서, (여기서는)‘돈도 필요없고, 귀중품

도 필요없다’,‘다 딸이 오거든 다 빼주라’, 그기를 내가 독려를 하다시피 다 

선전을 했다구. 나는 여기는 화평해야하는데, 불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 그걸 

내가 늙은이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킨다구. 여기서는 하늘나라 가는 거 뿐인데, 여

기는 하늘나라 연수원인데, 돈도 필요없고, 뭣이고, 물질이 암 껏도 필요없다는 

거... 그걸 내가 전도 삼아 했다구요. 그랬어...(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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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상학적 글쓰기

이 부분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경험에서 드러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 후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고자

한다. 본질적인 구조는 철처하게 기술된 내용에서 확인되어진 현상의 공통적인 요

소를 통합하는 과정이다(Colaizzi, 1978).

1.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기술하기

주제 1: ‘나’를 포기하게 됨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낯선 요양시설에 온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서 쓸모가 없어지고,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체적인 삶

에서 하루아침에 주어진 대로 지내는 의존적인 삶으로 바뀐 자신의 처지에 ‘나’라

는 존재가치가 사라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과거에 대

한 후회, 가여운 노인들이 있는 곳이라 여겼던 곳에 자신이 있게 된 현실을 인식

하면서 처량함을 느낀다. 원하지도 않는 요양시설에 자신을 두고 간 자녀들에게

왜 요양시설에 두고 갔는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속내

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미리 포기해 버린다.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나 소소한 결정사항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무시되는 구속된 삶에 답답함을 느낀다.

주제 2: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짐

요양시설에의 입소는 도시에서 떨어진 위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들과 나누었던 평범한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된 느낌을 받는다. 더군다



- 82 -

나,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내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자녀들의 뜸한 방문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에 자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서운함은 점점 커

져간다.

주제 3: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옴

요양시설에서의 반복적이고 단조로움 삶은 자신에게 하루가 열흘 같고, 일

년이 십 년같이 지루함과 무료함을 안겨줄 뿐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취미

를 함께 할 의미 있는 만남의 대상이 없는 것이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만든

다. 이렇듯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생활은 어떠한 삶

의 희망이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조차 사라지게 하여 삶이 고통으로 인식되

고 결국에는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주제 4: 타인을 통해 본 자신의 불안한 미래

같이 생활하는 치매노인들이 일으키는 소란스러움은 자신의 수면과 휴식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들은 시설에서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는 자신 또한 그러한 치매 노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는 예감에 한없이 슬퍼지고 자신도 점점 치매노인과 같아져가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또한, 임종하는 노인을 통해 미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면서, 독립

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인다.

주제 5: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

질병으로 인해 몸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은 불편

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음식 수준이 못마땅하

기만 하다. 사생활을 배려 받지 못하는 것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각자 요구하는 바

를 사려 깊게 맞춰주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어른으로서 대접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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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난다. 개별적이지 않은 치매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으

로 인해 흥미가 떨어지고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낀다.

주제 6: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감

다양한 노인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거주하는 노인

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을 익혀 나가게끔 한다. 공

동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북한 상황에 대해 부딪히지 않고, 피해버림으로

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며, 자신에게 행여나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고,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인다. 자

신이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공동생활의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주눅 들지 않고 맞대응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주제 7: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요양시설은 자신이 예전부터 살아온 집, 가족과 이웃과의 왕래가 단절된 공

간으로 심적으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이는 역으로 가족이나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웃과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애 말기를 보내고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바램으로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자신이

되돌아갈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느낀다.

주제 8: 요양시설 거주에 의한 홀가분함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예전에는 가족들이 해줄 수 없었던 일상생활활동들을

보조받고,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육신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로 인

해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자녀에게 신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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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심적으로 늘 긴장되었던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눈

치를 보지 않게 되고 자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던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 자유

스러움과 해방감을 경험한다. 또한,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던 요양비용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으로 절감되면서 재정적인 부담감

이 줄어든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주제 9: 요양시설에서의 마지막 삶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사함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들을 구사하게 된다. 집

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족과 타인에게 일상생활활동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므

로,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시설에서의 생활을 견뎌 나가거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자신이 과거로 돌이키거나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애착대상을 제거하거나 애써 잊으려 함으로써 집에 대한 그리

움과 아쉬움을 차단한다. 요양시설은 어디까지나 요양시설일 뿐 진정한 의미의 집

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임종 전 거쳐 가는 일시적인 장소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반면, 시설에서 무위의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동료 노인을 돕고, 재능과

경제적인 활동을 나누는 등의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

고자 한다.

이상의 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요양시설 입소는 자녀들에게서 ‘나’라는 존

재가 버려진 경험을 갖게 한다. 하루아침에 바뀐 자신의 처지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고, 자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만, 자녀들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미리 포기해 버리며,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나 소소한 결정사항 어느 것 하나 자신

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답답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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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의 입소는 예전의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갖게

한다. 물리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과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부터 격리

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아 서운한 생각

이 든다. 요양시설에서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반복적이고 단조로워서 무료함의 연

속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나눌 만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은 삶의 희망이나 즐거

움이 사라지게 하고,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든

다. 같이 생활하는 다른 치매노인들이 일으키는 소란스러움과 혐오감을 주는 행동

들로 인해 시설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불과 몇 년 뒤에는 자신도 그러한

치매 노인의 모습이 될 것만 같은 불안과 슬픔을 느끼고 다른 노인을 통해 본 죽

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독립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인다.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과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음식수준이 불만스

럽고, 방해받는 사생활에 신경이 예민해지며, 어른으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배려

받지 못함에 화가 나고 아쉬움을 느낀다.

여러 다양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자신이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공동생

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북한 상황을 피하거나,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속

으로 삭이며, 공동생활의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다른 노인들

과의 관계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맞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듯, 요양시설은 어디까지나 요양시설일 뿐 편안함으로 인식되는 자신의

집과는 대비되는 공간이다. 이는 역으로 예전에 살던 집, 이웃에 대한 진한 그리움

으로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자신이 되돌아갈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느낀

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소 한 후 예전에는 가족이 해주지 못한 일상생활을 도움

받음으로써 육신이 편안해지고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가족에 대한 부담감

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으로 요양비용에 대한 경

제적 부담감이 줄어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시설에서의 생활을 견뎌 나가고, 시설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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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거나, 애착대상을 의도적으로 잊

어버림으로써 집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차단하고, 시설을 그저 임종 전 잠시

거쳐 가는 일시적인 장소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동료

노인을 돕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등 요

양시설에서의 삶을 저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마지막 삶을 보내기 위한 둥지로

여기며 살아간다.

2.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낯설고 격

리된 공간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가족, 이웃과 같은 예전의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하루하루의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은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다른 동료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미래

의 모습에 불안해하며, 자신의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

다. 그러나, 공동생활에 순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간다.

집, 가족, 이웃과의 교류를 포함한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나, 요양시

설에 거주하면서 오는 홀가분함 또한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나름대

로의 대응전략을 구사하며 요양시설을 마지막 삶의 둥지로 인식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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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A.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

가 급증함에 따라 표준화된 국가 정책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전에는 소수의 저소득층이나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하던 요양시설이 현재는 일반인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수의 요양시설과 그 곳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삶의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다음에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본질과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제와 의미별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 처음 입소했을 때 자아의 주체인 ‘나’를 포기하

게 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전 병원진료와 간병비용을 감

당하기 힘들어 자발적 입소를 결정한 부부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요

양시설 입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자녀를 통해 들었다하더라도

자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였고, 어딘지 모르는 낯선 곳에 오게 되

면서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바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자식에 대한 원망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

은 속내가 있지만,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며, 어떠한 활동을 함에 있어

서도 자녀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

의 바램이 반영된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즉,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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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여기고 가족, 친구들과

의 따뜻한 관계와 통제감을 유지하지만, 입소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노인들은

입소를 결정했던 가족과 돌봄 제공자에게 후회와 탓을 하고, 자신이 외롭고 불행

하다고 여기고, 집에 가길 원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 몇몇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고진경 등, 2009; 김지아, 2009; 이혜경 등, 2009; Brooke,

1989; Choi, Ransom, & Wyllie, 2008; Cooney et al., 2009; Iwasiw et al., 1996;

Wu et al., 2009).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하다(Iwasiw et al., 1996). 또한, 노인이 입소

를 스스로 결정하였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는 통제와 연관되며

(신승연, 2001), 노인의 입소과정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고, 통제감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김지아, 2009). 이것을 토대로 볼

때, 본 연구 결과에서 노인들이 자녀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입소하는 것은 자

신에 대한 통제력 상실, 즉, 주체인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이는 나아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살면서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녀에게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입소한 참여자들이 주로 일방적으로

끌려와서 버려진 듯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지만, 자녀로부터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설명을 들었던 참여자들도 이름만 들었을 뿐 생전 잘 알지

도 못하거나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생활하기 위해 입소하는 곳으로 자신과는 상

관없는 일로 알았던 요양시설에 자녀들이 번듯하게 있는 자신이 가게 될 줄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부부 중

부인의 경우에도 자녀들을 고생을 해가며 키웠는데 오고 갈 데 없는 노인이 되었

다는 생각에 자신의 존재가치가 사라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특히 노인들의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이러한 전통적 의식이 더 잘 나타나

는 경향을 가진다(김경신, 1997).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그리고

노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살아 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효 사

상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 책임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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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연령과 세대 간 차이가 이 변화에 영향

을 주고 있다. 즉, 연령집단별로 상이한 사회화로 인해 세대에 따라 부양 책임감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시대에 따라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보

이고, 둘째, 유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

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에 따른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민지/전쟁체험 세대와 민주/산업화 세대 사이에서 나

타나는 차이가 그것이다. 식민지/전쟁체험 세대는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 식민지

시기의 수탈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세대 중 가장 열

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이며, 일제 치하에서 정규 교육이 아닌 전통적인 한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많았고, 부모, 조부모 세대가 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인 반면, 민주/산업화 세대는 산업화,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였고,

공식 교육을 통해 자유, 개인주의, 평등 등 서구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한 세대이

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식민지/전쟁체험 세대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징을 보여, 부양책임감에 있어 부모세대와는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김영범, 2010).

또한, 김두섭과 박병진(2000)은 현재의 40-50대의 중년층은 전통과 변화의

전이지대 즉, 사회규범의 내면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10대와 20대 사이에 발생

하는 초기사회화가 전통과 변화가 중첩되는 1960-1970년대에 이루어진 세대로 부

모에 대한 부양에 관해 ‘가급적이면 부양’과 ‘조건부적 부양’의 응답의 비율이 높았

다고 하면서, 이는 중년층이 부모를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

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상욱(2000)의 연구에서도 부양자인 자녀들은 현대적인

의식을 보유한 것에 반해 피부양자는 전통적인 의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대 간

부양태도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부양행위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도 세대 간 불일치가 나타났는데, 이는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버려짐’과 ‘존재 가치가 사

라짐’과 같은 경험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80-90대 후기 고령 노인

(old-old)으로 소위 식민지/전쟁체험 세대로서 부모 봉양을 당연한 의무로 여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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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도 노후에 자녀들의 봉양이나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감이 갑작스런 요양시설 입소라는 준비되지 않은 결정에 한

꺼번에 무너지면서 겪는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참여자가 하루아침에 바뀐 자신의 처지를 과거에

자신이 열심히 잘 살지 못한 탓으로 여기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가난하고 고생

스럽게 평생을 살았던 노인일수록 자기 탓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자

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나타냈다는 이가언(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은 입소 전에 요양시설을 이름만 알고 있었거나 자식이나 의

지처가 없는 가여운 사람이 가서 생활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등 요양시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무의탁 노인과 죽음

을 앞둔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 사이비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믿을 수 없는 시설,

‘요양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양선희(2003)의 연구, 60

세 이상 노인 193명 중 요양시설을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 50%고, 나이가 많을수

록 모르고 있다고 한 김은정(2004)의 연구, 성인 대상자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설이란 이미지가 싫어서가 24.3%라고 한 신희식, 추연철, 윤충열

(2009)의 연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850명 중 18.8%만이 노인요양시설을 이

용하겠다고 Kim과 Kim의 연구(2004) 결과와 유사하다. Kim과 Kim(2004)은 나이

가 젊을수록 요양시설 이용의사가 높은 이유가 요양시설 관련 정보 습득의 차이

라고 해석하였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시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기는 하나, 시설 이용의 당사자인 노인, 그 중에서도 후기 고령 인구층을 대

상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픈 속내와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자녀들

에게 부담이 되기 않기 위해 속내를 표현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화가 나고, 슬프지만 입소 결정을 바꿀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Wu 등(2009)의 연구, 자녀에게 부

담이 되기 싫어 따로 살기 원하며, 자신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의사결정을 따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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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 양선희(2003)의 연구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시설 입소를

올바른 결정이라고 내재화하려는 Iwasiw 등(1996)연구 결과와 흡사하였다. 이렇

듯, 자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외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뜻을 표

현하지 못하고 자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의 쇠퇴,

경제적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 이전은 결정권 조율의 과정이라기보다

는 일방적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민주홍, 한경혜,

2007)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 입소 전과 비교하여 외출과 같은 활동도 자녀들과 시

설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자신의 의지가 무시되는 무력함을 느끼

고 있었다. 이는 몇몇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고진경 등, 2009; Choi et al.,

2008),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이

해되며, 이와 같은 독립성 상실은 자유와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

라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Choi et al., 2008).

통제감이 요양시설 생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김지아,

2009)임을 상기해 볼 때, 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 거주하게 되면서 점차 자신이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가족, 이웃과의 평범한 일상에서 격리된 듯하여 답

답하고, 자녀들과의 만남도 점점 뜸해지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꼈다.

도시근접성이 떨어지는 요양시설의 위치로 인해 경험하는 격리된 느낌은 요

양시설의 위치로 농촌이나 외곽지역을 원한다는 강정옥(2002)의 연구와는 대비되

는 것이나, 몇몇 연구들(신희식 등, 2009; 양선희, 2003)에서 노인들이 요양시설의

위치로 가족거주지와 근접한 도시지역을 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노인들은

자식이 안부를 자주 물어오거나 방문하며, 가까이서 지내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김은숙, 2002), 이용할 시설의 결정과정에서 가족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

는 것(신희식, 2009)을 볼 때, 교통이 불편하고 가족 거주지와 떨어진 시설의 위치

는 노인들에게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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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여자들은 가족, 이웃과 지내던 평범한 일상에서 격리된 경험을 가지고 있

었는데, 대상자의 70%가 가족의 지지가 부족하여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 Chao 등

(2008)의 연구, 많은 대상자들이 가정에서와 같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쇼핑하고 화

초를 키우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활동과 교회 가기와 같은 외부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Choi 등(2008)의 연구, 가족과 친

구, 교인 등의 지인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 맺고 지내던 생활이 입소 후 재현이

잘 안되거나 보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 고진경 등(2009)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가족이나 예전의 친구와의 지속적인 연계성은 요양시설에 거주하

는 노인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데 중요하다(Iwasiw et al., 1996). 따

라서, 사는 곳이 바뀌었어도 가족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는 느낌을 갖게 하고, 친지나 지인들과도 지속적인 연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제공

되어져야 한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점점 방문이 뜸

해지고 자신이 가족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 하여 그리움만큼이나 서운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게 강한 집착을 보인 이가언(2000)의

연구와 유사하나, 자녀들도 부모를 버렸다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부모 방문을

삼가거나 방문하더라도 야간에 방문하는 것(이가언, 2000)과 같은 경험구조는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의 요양시설에

대한 자녀들의 시대적인 인식의 차이와 저소득층과 일반인층이라는 참여자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게 있어 가족 방문은 매우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인식되며, 가족 결속

력을 강화시키며 심리사회적 장애 수준을 낮추는 것과 같은 치유의 역할을 한다

(Brooke, 1989; Choi et al., 2008; Fukahori et al., 2007;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노인들은 사회적 접촉, 특히 가족, 자녀와의 접촉수준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

며(Netuveli & Blane, 2008), 가족과의 좋은 상호관계를 경험한 노인일수록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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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여긴다(Tsai & Tsai., 2008). 특히, 우리나라 노

인들에게 있어 자녀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김영범, 2010),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족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 해방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 산업화 등의 독특한 역사적, 개인적

경험을 통해 가족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맡기기 어렵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가 가족밖에 없었던 것을 들 수 있다(조성남, 2006). 또한, 김은숙

(2002)의 연구에서도 자녀와 손자 등 혈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이 노인의 소

망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 제시한 참여자

들의 경험은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비롯한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그들

의 경험을 인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가족들에게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면

서 노인과의 접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 예를 들면, 유무선 전화 및 비디

오폰의 사용 등을 권장하고, 가족들 간의 방문 횟수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의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

옴을 경험하였다. 매일 매일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대화 상대가 없음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희망과 즐거움의 부재로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 즉, 매일 매일이 같은 생활의 반복으

로 천장이 가장 좋은 친구이며 식사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인지하고

(Chuang, & Abbey, 2009), 하루 종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 지루하고 따분하

여 죽음을 기다리거나(Coughlan & Ward, 2007; Hjaltadóttir 와 Gústafsdóttir,

2007),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를 소일하며(김순이, 2002), 노인들이 귀가 잘 안 들

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제한과 인지 장애 때문에 다른 노인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고진경 등, 2009; Hauge & Heggen, 2007; Tsai & Tsai, 2008)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인

식하게 만들고, 자기 가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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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Coughlan & Ward, 2007). 반면, 요양시설 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좋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박영국 등, 2010; Street, Burge, Quandagno &

Barrett, 2007).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만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토로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Hauge와 Heggen(2007)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동료 노인들과 대화

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누구와 맺길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인들이 의존적인 다른 동료

노인처럼 분류되고 싶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동료

노인들과 대화하는 대신 직원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Bergland & Kirkevold, 2006; Dwyer, Nordenfelt & Ternestedt, 2008; Hauge &

Heggen, 2007;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관찰한 결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의 대부분을 TV를 보거나 누워있거나

낮잠을 자면서 지냈고, 어쩌다 대화하는 대상이 동료노인보다는 간호사와 직원들

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면담 시간이 기다려진다’, ‘오늘은 무슨 이

야기를 할까 밤새 고민했다’고 하면서 면담 말미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서

속이 후련하다’고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면담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또다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서 간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요양시설에서

노인이 살아가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그런 만큼,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Choi et al., 2008).

이러한 경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

화시키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및 노인의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고가 업무 중심

이 아닌 대상자 중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

에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근무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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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타인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보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치매노인과의 동거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

고, 치매노인을 비롯하여 자신보다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불과

몇 년 뒤 자신의 모습이 예견됨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였다.

이는 기능 상태가 낮거나 치매노인을 보면서 미래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예

견을 한다는 고진경 등(2009)의 연구, 요양시설에서의 삶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인지 장애가 심한 노인들과 같이 사는 것과 동료노인들의 죽음을 자주 직면하는

것이라고 한 Choi 등(2008)의 연구, 치매노인과 사는 경험을 ‘에너지 고갈’이라고

표현한 Gorman(1996)의 연구, 동료 노인을 보면서 그들처럼 늙고 의존하는 노인

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한 Hauge와 Heggen(2007)의 연구, 치매노인과의 동거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가언(2000), Hjaltadóttir와 Gústafsdóttir(2007), Iwasiw 등

(1996)의 연구, 건강상태가 다른 노인들이 한 층에 같이 거주하거나 한 방에 거주

함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는 Tsai와 Tsai(2007)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도출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때, 참여자들이 거주

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중증

(severe) 치매 노인들을 위한 거주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입소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증(mild)에서 중등증(moderate) 수준의 치매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지수준이 양호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여 같이 거

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hoi 등(2008)은 인지수준이 양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의 삶에 적응이 된다

하더라도 치매노인과 같이 거주하거나 혹은 다른 노인들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직

면하게 된다면 슬픔,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치매노인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인

지수준이 양호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인지수준이 양호한 노인들의 요양시설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노인들의 개별적인 요구들 또한 좀 더 세심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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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질환별로 분리된 거주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

양보험법(보건복지부, 2010b)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침이나 법적 기준

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과 입맛과 선호도와 상관없는 음식수준에

못마땅해 하고 있었고, 사생활이 방해받는 것에 예민해지고, 직원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홀대에 화가 나며, 개별적이지 않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

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진경 등,

2009; 안영철, 2009; 이가언, 2000; Choi et al., 2008; Chuang & Abbey, 2009;

Cooney et al., 2009; Coughlan & Ward, 2007;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Murphy et al., 2007; Tsai, H & Tsai, Y., 2007; Westin & Danielson,

2007).

구체적으로, 개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은 노인들로 하여

금 요양시설을 ‘집’보다는 ‘병원’ 혹은 ‘단체시설’처럼 인식하게 해주고, 자신을 ‘거

주자’보다는 ‘환자’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한

다(Chuang & Abbey, 2009). Murphy 등(2007)은 요양시설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가지고, 외양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의 자아정체성 및 자기 가치와 관련되

며 이는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대가 많이 일반화되기는 하였으나 온돌과 좌식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노인들의 경우 침대생활에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적인 선호도와 질병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편,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집처럼 여기는 데에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음식

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Street et al.,2007).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식사 및 간식의

제공과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식단 제공이 요양시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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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노인 요양시설이 재정 영

세성으로 인해 일률적인 식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

의 경우 음식섭취가 자유롭지 못해 원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안영철, 2009). 노인들은 식사를 요양시설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고(Chuang, & Abbey, 2009), 식사 시간이 다른 사람

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사회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Street et al.,

2007)임을 감안할 때, 음식 섭취와 관련된 장애요인의 파악과 함께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선호도를 파악하여 식단을 구성할 때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의 삶에 대처하는데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비용 지불과 같

은 가족의 도움이 힘이 된다는 연구(Wu et al., 2009)를 상기해볼 때, 때에 따라서

특별히 원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오는 사생활 침해에 예민해짐의 경험은 몇몇 연구들

(Chuang & Abbey, 2009; Cooney et al., 2009; Murphy et al., 2007; Wu et al.,

2009)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서구 사회 기반 연구들이 공동생활에서 오는 부정적

경험을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는 반

면, 대만에서는 3인 이상의 다인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공동생활의 긍정성을 나타낸 연구(Chao et al., 2008)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4인

실수준을 원한다는 연구(양선희, 2003)도 있어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여자들의 일부 직원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홀대에 대한 경험은 요양시설

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느낌(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Westin

& Danielson, 2007) 즉, 노인 자신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Chao et al., 2008). 반대로, 직원들이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거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연장자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

는다고 인식하고(정재연, 2006), 자신이 가치 있고, 요양시설에서의 삶을 함께 창조

해나가는 주체라고 인식한다(Jonas-Simpson, Mitchell, Fisher, Jones, & Linscot,

2006). 이것은 노인들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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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Chuang과

Abbey(2009)는 대만의 요양시설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원 수가 법적 기준에

는 충족이 되지만 간호요구측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직접 간호보다는 문서작업

이나 다른 업무로 바쁜 모습이 관찰되었고, 직원들이 대상자 옆에 있기보다는 주

어진 업무를 하는데 시간을 보냄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본 연구자의 경험상 위에서 제시한 대만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과 관련한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들의 중증도와는 상관없이 간호사 혹

은 간호조무사 1인이 수급자 25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보건복지부, 2008), 질

적으로 보장된 직원들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

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소진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업무 개

선을 위해 노인 대상자들의 중증도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대부분이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 종류의 약을 같이 복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건강관리측면에서의 문제나 상황을 면밀히 이해하

고, 제공되는 간호의 질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기준 강

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간호사의 필수 배치와 함께 촉탁의의 간헐적 방문을

통해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 대신 현재 배출되고 있는 노인전문간호

사들이 약물 처방을 비롯한 각종 처치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요양

시설에 상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

책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적이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은 여러 연구(고진경,

2009; Choi et al., 2008; Coughlan & Ward, 2007; Murphy et al., 2006; Tsai &

Tsai, 2008)에서 나타났다. 반면, 정재연(2006)의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집에서는 외

롭게 살다 요양시설에 와보니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여 지루해할 시간이 없

다고 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노인들이 모두에게 맞는 일반

적인 프로그램보다 개인 중심의 활동과 자극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ooney et al., 2009; Murphy et al., 2007). 따라서, 노인별로 자신의 관심사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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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별화된 프로그램 혹은 인지 수준이 비슷한 노인들을 소그룹단위로 하여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대인 관계적 요령 즉, 거북한 상황을 피

해버리고, 불평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며, 시설의 규칙을 따르고, 주눅

들지 않고 맞대응하는 것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몇몇 연구에서 드러난 경험들 즉, 많은 노인들이 직원의 돌

봄을 기다리지만 그럼으로 인해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직원에

게 자신의 삶을 의존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Coughlan과 Ward의 연구

(2007),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시설에게 좀 더 수월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

여 문제를 피하고, 행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해가 돌아올 것을 걱정하여 불평

하는 것을 단념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Timonen과 O'Dwyer(2009)의 연구,

요양시설을 규칙의 장소라고 일컬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규칙에 순종하게 된

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Chuang & Abbey, 2009; Iwasiw et al., 1996)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동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피하거나 표현하지 않음

으로써 속으로 삭이는 등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

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노인들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시대에 어린 시절을 경험하고, 일제시대와 6.25와 그리고 경제적 빈곤의 시대를 경

험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한국의 굴곡의 역사동안 생존의 위협을 늘

받으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넓은 학

식과 교양을 갖출 기회가 적었다. 이들의 삶의 양식의 근간은 근대성에 기반을 둔

가치체제로 이들 세대는 공동체의 질서나 집단에 대한 강한 유대의식, 가족 공동

체에 대한 애착, 공공의 질서에 대한 순응하는 자세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석재, 2003)을 들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의 근간인 유교에서는 사

람들 사이의 평화와 조화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Park & Chesla, 2007), 현

대 사회가 서구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노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을 더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은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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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주도적인(proactive) 정서조절 전략보다는 수동적인(passive) 정서조절 전

략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들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보

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등 내적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Blanchard-Fields & Coats, 2008)을 들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을 인지하고 그들이 겪고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어

려움이나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예전 일상

으로의 복귀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되돌아 갈 집에 없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이 물리적 환경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어

디까지나 요양시설일 뿐이라고 하면서 집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시설에서 주는 여

러 가지 일상생활의 도움으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픈 바램

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험은 몇몇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험이

었다(이가언, 2000; 정재연, 2006; Bergland & Kirkevold, 2006).

참여자들은 집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자녀들

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웃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곳

을 갈 수 있으며, 심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이러한 집의 의미는 몇몇 연구(Edvardsson, 2008; Heliker & Scholler-Jaquish,

2006; Molony, 2010; Molony, McDonald, Palmisano-Mills, 2007)에서 언급한 집의

의미인 ‘편안함’, ‘연계성’, ‘통제성’, ‘사생활’, ‘자기의미’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다. Molony 등(2007)은 ‘집 같지 않음(not home)'의 의미에 대해서도 규명했는데,

낯선 물건, 익숙하지 않은 사람, 단체 규율과 유니폼, 자신들이 모르는 외국어, 예

를 들면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요양시설 상황의 현 주소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요양시설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얼마나 ‘집’과 같은 공간으로 만드느냐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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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시설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인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관건이

라고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바램도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험은 ‘좋은 죽음’ 개념의 속성인 지지적 환경 즉, ‘가족,

자녀들 앞에서 죽음’, ‘집이나 고향에서 죽음’(이경주, 황경혜, 라정란, 홍정아, 박재

순, 2006)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행된 이가언(2000)연구에서

는 참여자들이 시설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가 외출해서 본 활기찬 바깥세상은 과거 참여자가 늘 다녔던 여행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즐거움을 회상하

게 해주었다. 이것은 참여자의 건강상태나 여건으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만에 나간 외출이어서 더욱더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큼을 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 Bergland와 Kirkevold(2006)가 제안하

였듯이, 짧게 혹은 길게 외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가족을 방문하거나, 쇼핑을

하고, 교회에 가는 것과 같은 바깥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들이 요양시

설에서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여자들은 집에 대한 그리움이 큰 만큼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되돌아 갈 집과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Heriker와 Scholler-Jaquish(2006)의 연구에서 ‘집이 없는 상태가 됨’이라는 현상과

유사하였다. 집은 개인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이 녹아있는 장소이자 친구나 사랑

하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자신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곳이다. 하지만,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비

춰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따라서, 집이 없다는 것,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위기이다(Heriker & Scholler-Jaquish, 2006). 이에 근

거하여 볼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단순히 자신이 거주하던 물리적 공간의

상실에 대한 허망함이 아닌 바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허망함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몇 연구에서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방과 개인 공간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며, 자기가 아끼던 소유물을 가지고 입소하는 것이 집에 있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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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소속감, 안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안영철, 2009; Bergland &

Kirkevold, 2006;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Molony, 2010), 우리나라 요

양시설의 현실은 여러 노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인실이 대부분이며, 개인 공간

도 한정적이다. 따라서, 이것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 거주에 의한 홀가분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이 해

줄 수 없었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육신이 편안해지고, 신체기능이 향상되면

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도 하며, 가족에 대한 부담감으

로부터의 해방되고, 절감된 요양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듦을 경험하였다.

가족이 해줄 수 없었던 도움으로 육신이 편안해진 경험은 몇몇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이가언, 2000; 정재연, 2006;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참여자들은 신체기능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역할 즉, 농사일을 하여 자녀들에

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성적 역할을 회복하고 싶은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요양시설 거주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통

제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김지아(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통제감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므로(김지아, 2009),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 회복 의지와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외국의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이지아와 Rantz, 2008; Scocco et al., 2006; Wang, 2007)에서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건강상태 혹은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저하됨이 확인되어 본 연구 참여

자들의 경험과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제시한 두 경험들은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진술이기 때문

에 도구로 측정한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노인성 질환

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이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취지

(국민보험공단, 2010)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수량으로 측정된 국내 연구를 찾아보

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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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자들은 집에서 같이 늙어가는 자녀에게 신세를 지고, 자녀와 집안

일 에 대해 걱정하며 지내던 생활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낀다

고 하였다. 이것을 이가언(2000)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원인은 같지만 결과에

서 차이를 보였다. 즉,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

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불가항력적인 삶’과 자녀로부터 부당한 예우를 받고 산 것

에 대한 ‘원망스러운 삶’을 피력했던 이가언(2000)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자녀에 대한 부담감과 미안함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양선희(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자녀에게 눈치보고 살고 싶지 않아 별거

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를 파악한 것이어

서 해방감이나 다른 경험과 같은 결과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않아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

참여자들은 요양비용을 줄어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점은 제도가 다른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국내의 선행연

구들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즉, 선행연구들이 비용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자

식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미안하게 생각하며, 제도의 불합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

낸 것(이가언, 2000; 정재연, 2006)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입소 전 병원

이나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사설 간병인을 두고 지내야 했던 생활에 비해 요양시

설에 입소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아 비용이 절감된 것에 만

족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결국 요양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각자 나름대로

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일상생활활동을 전

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시설에서의 생활을 견

뎌 나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히스패닉 노인들의 경험을 다룬 Almendarez(2007)의 연구에

서 요양시설에서의 삶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견

딘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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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많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잘 찾아

보기 어려웠다. 다만, 김은숙(2002), 양선희(2003)의 연구에서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서 별거를 원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연구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가 아닌 일반 노인들이거나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소망이

나 앞으로의 의사를 들어본 것이어서 실제로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드러난

이유를 살펴 볼 때, 기존 연구들의 참여자 특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에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도 입소하는 등 질병이나 기능수준에 상관

없이 시설에 입소하던 참여자들로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나 배신감등이 지배적인

정서였던 반면, 제도 시행 이후 요양등급 판정과 같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의

해 입소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 즉, 질병 및 건강상태, 일상생활의 도움

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를 직시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가족에게

부담이 가게 됨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여자는 요양시설에서의 삶이 자신의 타고 난 팔자(운명)이기 때문에 어떻

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팔자가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요양시설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이가언(2000)

의 연구에서 자신의 불운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시설에 살게 된 상황을 나타낸 것

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손때가 묻은 살림과 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면

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알기에 이러한 애착대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잊어

버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집에 대한 그리움

을 갖고 있는 한편 양가감정을 갖고 있어 자신의 가구와 소유물로 인해 집 생각

이 날까봐 일부러 배제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 Bergland와 Kirkevold(2006)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Molony(2010)는 ‘한쪽 문을 닫고 다른 쪽 문을 열기’를 언급하였는데,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과거의 끝을 묶고 미래로 향한 자신의 투자’라고 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요양시설에 거주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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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는 것이 기존의 장소로부터 자신을 끌어

올려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무

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은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을 상징하므로, 이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건강한 이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참

여자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문을 닫는다는

것이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

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과거와 현재를 의미 있는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라

고 하면서, 개인적인 물건이나 가구는 이러한 연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Molony(2010)의 주장대로라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현재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요양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살기 위한 나름의 전략으로 예전에 자신이

사용했던 소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린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요양시설에서의 삶

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을 영구적인 집이 아닌 ‘죽기 전까지 잠시 머물다 갈 일

시적 거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은 ‘집’이 아

닌 ‘시설’에서 산다고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신이 언제

자신을 집(천국)으로 데려갈지 궁금해 한 연구들(Choi, 2008; Jacelon, 1995), 요양

시설에 사는 시간을 떠날 준비 즉,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식한 연구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와 유사했던 반면, Tsai와 Tsai(2008)의 연구

에서는 요양시설이 일시적인 장소라는 데는 일치를 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면 집

으로 돌아가 자녀의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어 돌아가고자 하는 마

지막 종착지가 어딘가라는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는 시설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기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 즉, 자신보다 건강상태가 못한 동료노인을 도와주거나 시설에 도움이 될 만

한 활동과 역할을 통해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몇몇 연구들(이가언, 2000; 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Timonen &

O'Dwyer, 2009)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노인의 경험과 대처 천략을

Maslow의 욕구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한 Timonen과 O'Dwyer(2009)에 의하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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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경험은 자아실현의 욕구 즉, ‘…되고자 하는 바램’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요양시설 노인들이 대개 ‘적극적인 참여자’보다는 ‘수동적인 관찰자’의 역

할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너무 보호하려고만 하고, 의존적이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수동적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그 이유가 수동적인 대상자가 직원들의 업무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

라고 언급하면서, 노인들의 자아실현의 욕구에 관심을 두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

러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신들이 너무 쇠약하고 어떠한 일을 할 에

너지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Hjaltadóttir

& Gústafsdóttir, 2007). 한편, 유성렬과 최겸용(2003)은 역할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그 곳에 거주하는 노

인들을 늘 도움만 받고 의존적이며 약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자아실현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 제공

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B. 연구의 의의

다음에서 본 연구의 간호실무, 간호연구 및 이론, 간호교육, 간호정책 측면에

서의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1. 간호 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

관찰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들의 언어 그대로 확인하였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데 영향을 주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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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은 향후 요양 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간호 연구 및 이론 측면

지역사회 간호 영역에서 요양시설과 그 곳에 거주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간

호이론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가 그 이론의 근거자료로 자리매김할 것

을 기대한다.

3. 간호 교육 측면

간호대학생과 현장에서 일하는 노인 전문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특성과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이

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4. 간호 정책 측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출범한 이래 3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삶이 어떠한지 파악한 것은 시설 급여 제도의

평가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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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을 가져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

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의 개별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들의 요양시설에서의 삶

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

용하였고,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요양시설 2곳에 거주하고 있는 76세-96세

노인 11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

법은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면담 시간

은 25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

석은 Colaizzi(1978)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해 9개 주제,

30개 의미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나’를 포기하게 됨: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서 버려짐, ‘나’라는

존재 가치가 사라짐, 자녀들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미리 포기함, 자신의 의

지가 무시되는 구속된 삶에 대한 답답함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멀어짐: 가족, 이웃과의 격리된 일상으로 인한 답답함,

자녀들과의 만남이 뜸해짐에 대한 서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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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옴: 단조로운 일상으로 인한 무

료함, 의미 있는 만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희망과 즐거움의 부재로 삶의 의욕이

사라짐

타인을 통해 본 자신의 불안한 미래: 치매노인의 소란스러운 언행으로 인한

괴로움, 다른 노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예견되는 것에 대한 슬픔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 규격화된 물리적 환경과 음식수준이

못마땅함, 자신의 사생활이 방해받는 것에 예민해짐, 직원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홀대에 화가 남, 개별적이지 않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감: 거북한 상황을 피해버

림: 불평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임, 시설의 규칙에 순응함, 주눅 들지 않

고 맞대응함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예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염원, 되돌아 갈

집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망함

요양시설 거주에 의한 홀가분함: 가족이 해줄 수 없는 도움으로 육신이 편안

해짐, 신체기능 향상에 의한 자신의 역할 회복 의지, 가족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의 해방감, 절감된 요양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 듦

요양시설에서의 마지막 삶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사함: 가족을 비롯한 타인

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견뎌 나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임, 애착대

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잊으려 함, 시설을 임종 전 일시적 거처로 의미를 부여함,

시설에서 다른 역할 수행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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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는 다음

과 같다.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낯설고 격

리된 공간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가족, 이웃과 같은 예전의 익숙했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하루하루의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은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다른 동료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미래

의 모습에 불안해하며, 자신의 개별성을 배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

다. 그러나, 공동생활에 순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인 관계적 요령을 익혀나간다.

집, 가족, 이웃과의 교류를 포함한 과거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나, 요양시

설에 거주하면서 오는 홀가분함 또한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나름대

로의 대응전략을 구사하며 요양시설을 마지막 삶의 둥지로 인식하며 살아간다.

B. 제언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기능에 제한이 없고 요양등급이 1등급인 1명

을 제외한 대부분이 2, 3등급인 노인들로서 우리나라 요양시설 전체 거주 노인들

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경증이나 중등증 치매 노인들이 요양시

설에 거주하면서 겪는 삶의 경험 혹은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거주

하는 노인들의 삶의 경험 등 다양한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노인들의 노인들이 자신의 의사 표명도 없이 가족들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하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가족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할 때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나 정작 노인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한지에 대한 고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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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입소 시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사전 입소 준비 프

로그램이나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후기 고령 인구(old-old)에 해당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력 수준 또한 무학이거나 낮은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요양시설이 어떠한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에 일차적으로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습

득하고 있는 정보 출처 및 수준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하며, 추후 이러

한 사항들을 고려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노인들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의 지리적 위치, 가족, 이웃과의

소통 감소로 분리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거주지가 바뀌었어도 이전 생활과의 연

계성이 유지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

호사를 비롯한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가족과 이웃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

인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의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나아가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및 노인의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여섯째, 요양시설에서 인지수준이 양호한 노인과 치매노인이 같은 공간에 거

주함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크게는 치매노인 전문 요양시설, 뇌졸중 전문 요양시설과 같은 질환별, 혹은 인지

수준별로 차별화된 요양시설 설치, 작게는 같은 요양시설 내에서 질환별, 인지수준

별로 분리된 거주 공간 설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타진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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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

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자이자 촉진자이며 돌봄을 제공받는 매우 중요한

의지대상이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업무 중심적 케어가 아닌 대상자 중심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 심리특성,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개별적인 요구 충족과 존엄성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간호의 질 향상과 함께 직원들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대상자들의 중증도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기준 산정

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와 함께 간호사 필수 배치 및 노인전문간호사 활용 방안

과 같은 인력기준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제언하며,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진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여덟째, 노인들은 연구 전반에 걸쳐 요양시설을 ‘시설’일 뿐 ‘집’하고는 다르다

고 인식하면서, ‘집’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정서적 경험들을 드

러내었다. 이는 요양시설의 나아가야할 방향이 ‘집’과 같은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살

펴보기 위한 질적, 양적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시설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적응을 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면, 요양시설이 얼마나 ‘집’과

같은지에 대한 즉, 치료적 환경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의 ‘집과 같음’의 도구 개발 및 적용을 해

봄으로써 요양시설에 대한 대상자의 질적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언

한다.

아홉째,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온 긍정적인 변화 특히 육신이 편

안해지고,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이루어진 참여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수량

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입소 시와 시점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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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평가와 같은 신체 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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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Life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Chang, Soo J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life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with purpose of meeting their needs and

expectations, and therefore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The participants

were 11 older people of 76-96 years residing in 2 nursing homes in

Gyou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10 to March, 2011, and one

to one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for data collection.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2-4 times. Each interview lasted from 25 minutes to 1 hour

and 40 minutes. The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using Colaizzi(1978)'s method.

The study results identified 30 formulated meanings in 9 themes for the

experiences of life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The 9 themes were as

follows; 1) coming to give up myself, 2) growing apart from familiar

relationships, 3) perceiving the monotony of their daily lives as suffering in

their lives, 4) feeling anxious about one's future by observing other residents,

5) being dissatisfied about nursing home having no consideration for

individualized care, 6) developing interpersonal skills for communal life, 7)



- 123 -

missing the daily routines of their past lives, 8) feeling optimistic about living

in a nursing home, and 9) having a command of strateg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in the nursing home.

The phenomenological writing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experiences of

life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transition

into a nursing home for the older people begins when they start give up

themselves. New life in an unfamiliar and isolated space makes the older

residents grow apart from familiar relationships such as family and neighbors.

They perceive the monotony of their daily lives as suffering in their lives and

feel anxious about the their future mirrored through the appearances of other

residents who are cognitively impaired. Moreover, they are dissatisfied about

the nursing home having no consideration for individualized care. However,

they develop several interpersonal skills for adjusting to the communal life.

They intensely miss the daily routines of their past lives including

housekeeping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Nevertheless, they feel optimistic about living in a nursing home and continue

to recognize the nursing home as their last nest, with having a command of

strategy for the rest of life there.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help in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which can be us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for these people, and provide basic data to direct future policy.

Key words: nursing home residents, life, phenomenological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