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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치매노인의 돌봄은 주로 자녀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노인 배우자에 의한 돌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돌봄 현실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주 돌봄자로 고려되지 않았던 

배우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배우자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도 있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재가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65세 이상의 

배우자 12명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표현한 소설, 영화와 수기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AXQDA 10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an Manen이 제시한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타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체험된 몸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주제는‘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친 

몸’,‘돌봄의 일상으로 단련된 몸’으로 구성되었다. 체험된 공간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주제는‘창살 없는 감옥’,‘승자도 패자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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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행복한 동행의 장소’로 구성되었다. 체험된 시간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고진감래의 시간’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주제는‘낯섦과 고통의 시간’,‘채움과 비움의 시간’,‘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체험된 타자와 관련한 돌봄 체험은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빈 둥지 속 노부부’와‘몰이해 vs 

동병상련’으로 각각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제는‘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부모로서의 도리의 

부조화’,‘억눌린 이방인’,‘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의 본질은‘부부라는 

인연 위에 놓여진 돌봄의 무게를 감내하면서 희망과 헌신 속에서 삶의 

성숙에 이르는 길’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생생한 돌봄 체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이 녹아 있는 문학 예술 

작품 등 다양한 현상학적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돌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돌봄자의 돌봄 역할 수행과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중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치매, 노인, 배우자, 돌봄, 질적연구 

학  번 : 201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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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치매노인의 돌봄은 자녀, 그 중에서도 주로 

며느리에 의해 이루어져왔다(공은희, 조은희, 송미순, 2009; 이은희, 

2008).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출산율 감소와 이혼의 증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등 가족 구조와 가구 구성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경제 활동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남편을 포함한 배우자에 의한 돌봄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 돌봄자 중 

배우자의 비율이 2004년 29.7%에서 2011년 5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2).   

이처럼 전통적으로 주요한 부양 자원으로 인식되었던 자녀의 부양 

기능과 부양 의식의 저하는 배우자 돌봄자의 증가라는 가족 돌봄자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가치관의 변화(이가옥, 우국희, 

최성재, 2004)와 맞물려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양 

현실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노인의 배우자 돌봄은 노년기 삶의 한 

부분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최희경, 2012), 지금까지 주 부양자로 

고려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서부터 앞으로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모색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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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기존 연구의 대다수가 주부양자를 돌봄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돌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자로 

개념화하여 배우자, 딸, 며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족 

부양자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각각의 경험을 

주부양자의 경험이라는 틀 안에 하나로 묶어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김용순, 김기숙, 유문숙, 2010; 이영휘, 임지영, 김주연, 조효임, 고국진, 

2011; 조근영, 2002) 부양자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설명하고, 가족문화의 

변화 속에서 가족원의 관계에 따른 부양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자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노인 돌봄은 단순한‘노동’차원을 넘어‘관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노인과 가족 돌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경험의 성격과 

내용이 규정되는 측면이 강하다(한경혜, 손정연, 2009). 따라서 노인과 가족 

돌봄자의 관계는 부양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며, 노인과 

가족 돌봄자 간의 관계의 역사, 상호작용의 차이와 같은 맥락적 차이는 

가족 돌봄자의 부양 경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치매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돌봄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1980년대부터 주부양자로서 배우자에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남편 배우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Miller, 1987; Pruchno & Resch, 1989). 돌봄 동기, 신체적 

소진, 부담감, 보상,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우자의 돌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실증적 자료가 상당 축적되었다(Gibbons et al., 2014; Wang, 

Robinson, & Carter-Harris, 2014). 반면, 국내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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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강현숙 등, 1999; 서인순, 2003; 이봉숙, 김춘미, 이명선, 2004)와 

성인자녀(김윤정, 최유호, 2007; 정혜원, 2010; 조병은, 신화용, 2004)를 

대상으로 하여 돌봄 경험을 다루어 왔다. 최근 들어 부양 현실의 변화를 

주목하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배우자 

양측의 시각이 아닌 남편(박소영, 2013; 이현주, 2006) 또는 부인(정현주, 

2010)의 돌봄 경험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기치매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박소영, 2013; 정현주, 2010) 

노년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 경험의 맥락적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은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존재의 방식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어우러져 있는 인간의 체험세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우자 돌봄의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를 넘어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에 기반한 이해는 

배우자 돌봄이라는 현상의 내면적 의미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문학, 예술 작품 및 어원의 탐구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치매노인 배우자가 체험하는 돌봄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녹아 있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돌봄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 줌으로써 

치매노인 배우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돌봄의 의미를 살피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의 경험을 보다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 돌봄자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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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과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중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석학적 현상학을 이용하여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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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경험 

돌봄은 돌봄 제공자와‘특정한’관계를 맺고 있는‘특정한’타자들의 

욕구의 충족에 관심을 두는 관계적 성격의 행위이자 가치로(이순미, 

김혜경, 2009; Held, 2006), 특히나 가족 돌봄의 경우 그것을 단순히 

돌봄 제공 행위로 파악하기에는 훨씬 복합적인 가족관계적 측면이 

개입되어 있다(Henderson & Forbat, 2002). 따라서 돌봄은 가족관계의 

질과 역사의 연장선 상에 있는 사적 영역인 동시에,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 해당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 

거주여건 등의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사회적 구성물이다(최희경, 

2012; Fine & Glendinning, 2005). 

지금까지 수행된 배우자 돌봄 관련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돌봄 경험을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노년기의 배우자 돌봄을 부부관계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 역할 

수행에 있어 남녀의 성차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한 것이다. 

돌봄 경험에 대해 부부관계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간의 관계에 주목 하여(백주희, 2007; 이순미, 김혜경, 2009; 

이현주, 2006; 최희경, 2012; Davidson, Arber, & Ginn, 2000; Milne & 

Hatzidimitriadou, 2003; Russell, 2001; Thompson, 2002; Williamson 

& Schulz, 1990) 배우자 돌봄은 남편이나 부인 역할의 연장선 상에서 

수행된다고 본다. 과거 부부관계의 특징이 현재의 돌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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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하나의 의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의 의미와 내용은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과거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Kittay, 1999; Lewis, 1998).  

Lewis(1998)는 갈등을 느끼는 부부관계에서는 현재 돌봄의 문제 

상황을 갈등과 연결해서 이해하지만 반대로 과거 친밀하고 우애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에는 자신의 돌봄 역할을 그간의 사랑의 

연장이거나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이처럼 돌봄의 의미는 과거 부부 관계에 대한 기억 속에서 나타난다고 

본 연구들은 돌봄자의 행동이나 표현은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Caron & Bowers, 2003; Hayes, 

Boylstein, & Zimmerman, 2009), 돌봄 전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배우자 

돌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돌봄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사랑이 더 강해졌으며 돌봄 관계 이전 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고 관계가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남편들은 돌봄 

상황이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에게 받았던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고 했다(Shim, Barroso, Gilliss, & Davis, 2013; Walker, Pratt, 

Shin, & Jones, 1990).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돌봄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경험하고 인생에 대해 더 풍부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Hellström, Nolan, & Lundh, 2007; Shim et al., 2013).  

국내에서 수행된 부부관계의 질과 돌봄 결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백주희, 2007; 이순미, 김혜경, 

2009; 이현주, 2006; 정주영, 2007). 과거 성실한 가장과 아내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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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호 인정감을 유지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연민으로 

서로 의지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반면, 서로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돌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배우자의 돌봄 

제공을 의미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순미, 

김혜경, 2009). 이와는 달리 부부관계가 좋았던 경우 이러한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돌봄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우자의 역할부담감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보고하기도 한다(백주희, 2007). 또한 남편은 오랫동안 

시집살이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해 온 부인이 노년기에 갖게 된 

불행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 안쓰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돌봄을 

수행한다고 하며 이를‘측은지심’이라는 정서로 보았다(이현주, 2006).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적 상황과 

부부생활의 긴 역사 속에 통합되어 있는 배우자 돌봄 행위는 단순히 돌봄 

제공의 노동으로 환원되기에는 어려운 돌봄의 관계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Henderson & Forbat,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관계가 친밀한 

관계의 역사가 아닌 한 오히려 부부 돌봄은 가장 고립적이고 문제적인 

돌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이순미, 김혜경, 2009), 

특히 고령이라는 돌봄자의 특성은 배우자 돌봄의 친밀성과 관계성을 

악화시킬 위험요인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편, 돌봄 역할 수행에 있어 남녀의 성차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로서 남성과 여성은 가족 내 역할과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봄자로서의 경험 역시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경혜, 이서연, 2009; Miller & Cafasso, 1992; Ingersoll-

Dayton, & Starrels, 1997; Pinquart & Sörensen, 2006; Yee & Schu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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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남녀 간 부양부담의 차이를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 돌봄자가 

남성 돌봄자보다 부양과업을 더 많이 수행하고, 부양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Gallicchio, Siddiqi, Langenberg, & Baumgarten, 

2002; Neal et al., 1997; Pinquart & Sörensen, 2006; Yee & Schulz, 

2000). 이러한 남녀간의 돌봄 경험의 차이에 대해 연구자들은‘성역할 

사회화 가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즉,‘성역할 사회화 

가설’에 따르면, 여성은 이전의 성역할 사회화와 계속적인 강화로 인해 

돌봄 활동을 자신의 역할로 내면화함에 따라 돌봄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노인의 기능적 손상 수준, 돌봄 참여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 

사회적 자원과 같은 돌봄자의 상황적 요구와 역할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없으면 부양부담 수준에 있어서도 남녀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Miller & Cafasso, 1992).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돌봄 제공자들이 성역할 사회화에 기반한 한정적이고 구별된 

돌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돌봄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역할과 상황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사회적 역할 가설’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Miller & 

Cafasso, 1992). 즉,‘사회적 역할 가설’에 따르면 남녀가 느끼는 

부양부담 수준의 차이는 노인의 손상 정도나 현재의 가용 자원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회적 역할과 상황적 요구에 놓인 남성 

돌봄자와 여성 돌봄자 간에는 부양부담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순미와 김혜경(2009)은 돌봄 경험의 남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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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사회화에 따른 역할 적응의 문제로 여기기 보다는 젠더화 된 

존재로서 남녀를 둘러싼 구조적, 제도적, 상징적 요인들의 차이, 가용 

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경혜와 

이서연(2009)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주 돌봄자인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등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여성들은 

공적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훨씬 적게 받으며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부양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사회적 역할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젠더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기존에 공식적인 돌봄자가 아니었던 

남성 배우자의 돌봄에 대해 특히 더 주목하여 성역할 정체성의 유지 또는 

성역할 재구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노년기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남성의 성역할 정체성의 유지 혹은 연장으로 보는 연구들은 남성 노인의 

배우자 돌봄이‘여성의 일’을‘남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최희경, 2012). 남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변형되어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alasanti & Bowen, 2006; Calasanti & King, 2007; Harris, 

Kramer, & Thompson, 2002). 이에 반해 남성의 돌봄 경험을 성역할 

정체성의 재구성으로 보는 연구들은 남성 노인은 돌봄 제공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이순미, 김혜경, 2009; 최희경, 

2012; Ribeiro, Paúl, & Nogueira, 2007).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배우자 돌봄 관련 선행연구는 부부관계의 

질이나 성역할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도모해왔다. 돌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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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 기반한 

이해는 배우자 돌봄이라는 현상의 내면적 의미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에서 작용하는 돌봄 

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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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적 고찰: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1)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  

현상학은 르네상스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한 회의로 등장한 대표적인 철학사조이다. 그 어원을 통해 

볼 때‘스스로 드러냄’, 즉‘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해 줌’을 의미한다. 현상학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경험 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이남인, 2004). 현상학은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인 경험 

안에서 만나는 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현상학은 경험적 혹은 이론적 관찰이나 설명을 만들어 내지 않고 경험한 

세계에 대해 겪은 대로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현상학의 학문으로서의 출발은 Edmund Husserl에서 비롯되는데, 

후설은 과학주의가 그 사태의 본질을 합당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하면서,‘사태 그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이남인, 2004). 후설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수의식세계로의 환원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해‘괄호치기’혹은 

‘판단중지’를 통해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믿고 있는 세계를 접어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식내재적 영역에서 구성된 세계를 지향했던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는 후기에 이르러서는 신체적으로 직접 체험되는 

세계로의 환원으로 변화되었다. 후설이 의미하는 생활 세계는 과학적,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과 시간의 구조 속에 전개되는 

인간의 체현된 삶의 지평이자 의미를 지니는 세계이다(공병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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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후설의 세계관을 이어받아, 그의 주요 저서인 「존재와 

시간」에서 생활 세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기술하였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속에 존재하며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즉, 일상세계에서의 인간 현존재를‘세계 내 존재’(In der Welt 

Sein)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항상 주위와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이남인, 2004). 하이데거는 

현상학에서의 세계는 인간에게 의식되는 문화와 언어, 역사성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일련의 세트이며, 인간의 체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계 속에 구성된 존재의 축적물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상의 반대 개념은 감추어져 있음 – 존재의 망각, 

은폐성 – 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상학적 방법은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공병혜, 2004).   

메를로 퐁티는 몸으로 체험하고 지각하는 구체적인 세계를 탐구의 

영역으로 하여 체험된 몸의 현상학, 지각의 현상학을 전개하였다.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체험된 몸은‘세계를 향한 존재’(being to the world)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몸-주체가 세계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향해 

열린 존재로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이소희, 2009). 따라서 메를로 퐁티에 

있어서 현상학은 끊임없이 작용을 주고 받으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 구조화하는 우리의 몸과 세계와의 사이에 살아 있는 교감으로서 

원초적 지각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체험을 기술하는 학문이다(공병혜, 

2004; 조광제, 2004). 

이와 같은 철학적 입장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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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면서 실존주의 현상학을 주류로 하는 현상학 운동이 일어났다(한전숙, 

1996).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인본주의적 

움직임으로서 현상학적 운동은 간호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인간 

경험의 의미나 본질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실존주의 현상학은 

인간의 총체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간호학문의 가치와 잘 부합되기 때문에 

간호학문에서 응용되고 있는 현상학적 방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홍성하, 

2002).  

현상학은 연구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철학으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Cohen, 1987; Omery, 1983; 

Van Manen, 1990). 현상학은 대상자의 경험에 집중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상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대상자의 관점으로 매일의 생활 경험이 

갖는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Munhall & Olier, 1997). 다시 

말해,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 경험의 의미를 밝혀주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인간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여 체험을 알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일상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세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세계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한다. 따라서 현상학적인 접근은 통합된 인간에 대한 간호 

개념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으며 실천적 학문인 간호학이 이론, 실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응용되고 

있다(홍성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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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모든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이해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은 어떤 방법으로 반성(reflection)하고 

해석하여 체험된 현상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상학은 우리의 직접 경험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성적 

성취들의 층들을 더 깊이 탐색해 감으로써, 자연적 경험을 넘어선 근원의 

본질적 의미를 되물어 가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여러 

학자들(Colazzi, 1978; Giorgi, 1997; Spiegelberg & Schuhmann, 1976; 

Van Kaam, 1966; Van Manen, 1990)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참여자의 면담이나 

기록 등을 통하여 생활 세계의 경험을 수집하며, 연구자의 주관을 접어둔 

채, 수집된 자료를 읽고 또 읽으며 일련의 반성 과정을 거쳐 경험된 

의미와 주제를 발견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고 기술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Van Manen(1990/2000)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도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을 따르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연구 방법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제에 대해 반성하고 우리가 경험한 세계에 대해 통찰력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글쓰기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연구자체가 글을 쓰는 작업이며 글쓰기는 우리의 존재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반성활동이라고 하였다. 둘째, 체험의 

원천으로서 어원, 관용어구, 문학, 예술작품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어원이나 관용어구는 인간 체험의 역사성을 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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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이며, 문학작품은 보편적 경험의 이야기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의 경험 세계까지 체험하도록 안내하고, 훌륭한 예술작품은 인간의 

근원적인 심성을 독특한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현상학적 자료는 연구자로 하여금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통찰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현상학적 접근에서‘괄호치기’ 

혹은‘판단중지’를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반 

매넌은 오히려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와 가정을 기술하도록 하여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본질적 주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성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로써 생활 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 즉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반 매넌의 연구 방법상의 특징들은 인간 경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며,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주시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반성되지 않았던 당연하게 여겨지던 현상들을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드러나게 해준다(Munhall, 1997).  

반 매넌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과정을 생생한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의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생한 체험의 본질(nature of lived experience)에 집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현상에 대해 질문을 한다.‘그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체험에 꾸준히 관심을 쏟는다. 그리고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등 선이해와 가정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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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둠으로써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현상을 실제로 조사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체험자료를 

수집하는 실존적 탐구단계이다. 이는 개인의 체험을 기술하고, 어원 및 

관용어구를 추적하며, 현상학적 문헌과 문학 및 예술작품 등 다양한 

자료와 타인의 경험을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의 체험은 현상탐구의 출발점으로 연구자는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구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 

현상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를 얻게 된다. 또한 문학, 예술 

작품에는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역사성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과 예술작품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증가시키는 경험들의 원천이 

된다. 현상학적 탐구의 핵심은 특정한 경험의 의미를 인간 경험의 전체 

맥락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그에 

관한 그들의 반성을 빌리는 것이다. 타인의 경험은 심층면담, 글쓰기, 

일기, 일지, 일화, 관찰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셋째,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인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flection) 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분석과정을 거쳐 현상의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어떤 현상의 주제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전체론적 글 읽기, 선택적인 글 읽기, 세분하여 글 읽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제들이 확인되면 어떤 핵심어구가 전체 

텍스트의 주된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지 정식화하는 어구를 선택한다. 

그리고, 생활 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를 중심으로 반성한다.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 세계의 체험에는 이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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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관계없이 몸, 공간, 시간, 타자 등의 네 가지 실존체가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체험하고 해석하는 몸에 의해 

공간과 시간 속에 놓이게 되고, 체험하는 공간이나 시간, 타자의 의미에 

따라 몸의 지각은 달라지게 된다. 또한 몸, 시간, 공간은 타자와의 

상호관계에 따라 새롭게 체험되며 세계를 구성한다. 존재자의 본질은 

존재자가 관계 맺고 있는 존재에 숨어있기 때문이다(Heidegger, 

1927/2008). 반 매넌은 실제로 이 네 가지 실존체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지만 현상의 의미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실존체를 구분하여 탐구하는 것은 복잡한 체험이 구조를 드러내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험의 본질에 대한 의미 있는 

주제들이 그 현상이나 체험에 국한된 독특한 것들은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중인 현상에 우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구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의 최종단계이자 연구 과정의 목적인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이다. 참여자의 일상 언어에 집중하고 다양한 예제, 글 고쳐 

쓰기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다. 즉, 

글쓰기는 참여자의 일상 언어에 집중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의미를 두텁게 쌓아가는 작업이다. 이 단계는 

현상을 반성하고 형체화시켜 현상학적 텍스트를 창조하는 예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경험의 실존적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현상학적 이야기는 사물을 나타내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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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자료 수집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은 적절성과 충분함이란 두 가지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성이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orse 

& Field,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을 재가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공자 

중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의 배우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면담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자는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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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참여자 중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information-rich case)를 선정하기 위해(Patton, 1990) 재가 

치매노인 가족관련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목적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방법의 하나로 일부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인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Patton, 1990).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모집과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서울시내 노인복지관, 치매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 선정 요건,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설명하고, 본 연구에 관한 간략한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선정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연구자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이 중 3개월전에 치매노인을 시설로 모신 배우자 

1명, 인터뷰에 부담을 표명하고 연구참여를 거절한 배우자 3 명, 수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던 1 명, 총 5명의 참여자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진행 중 본 연구 참여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1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총 12명의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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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 참여자의 체험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참여자가 배우자 돌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4명의 참여자는 치매지원센터의 회의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고, 2명의 참여자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참여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면담을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만 있는 가운데 면담을 

진행하였다. 평균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1회 면담시간은 최저 

1시간에서 최고 4시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 면담 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준비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은 연구자로 하여금 

단순한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연구자에게 참여자의 후속 답변을 

뒷받침해주는 개인적 사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분석 

작업 동안 자료를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McCracken, 1988/2005). 

다음으로  “배우자를 돌보는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광범위한 내용의 “일반 여행식(grand-tour)” 질문으로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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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자극”하였다(Spradley, 1979).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참여자가 편안하게 자신을 

노출하는 정도에 따라 배우자를 돌보면서 경험한 부담감, 의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느낌, 인생에 대한 관점 등을 심층 면담하였다. 또한, 면담 

진행 도중에 감탄사와 참여자의 이야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용어를 질문 형식으로 반복하는 “유동적 프롬프트(floating prompt)”를 

사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Spradley, 1979). 자연스러운 면담의 흐름이 끊어질 것을 

대비하여 면담 질문을 따로 준비하여 면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표정 관리, 주제 회피, 태도, 주요 용어, 비언어적 행동 등을 

메모해 자료 분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pradley, 1979). 

면담 내용은 원본을 요약하거나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verbatim)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면담 도중 작성한 메모도 

함께 기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체험 자료의 분석은 MAXQDA 10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Van Manen(1990)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사용된 전체 자료는 A4 용지 179쪽이었다. 먼저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 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는 텍스트 분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기술된 체험의 기본적 주제나 전반적 의미를 파악하는 

전체론적 접근과 단어, 문장, 단락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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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들의 의미를 찾는 세분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해석학적 환원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들을 단어, 문장, 단락 등을 분석 단위로 분류하는 코드화 작업을 

거쳤다. 다음으로 분리된 텍스트는 주제 별로 나누어 경험의 의미를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분석 단위를 개념이나 맥락, 결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개념이나 주제 아래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구조들을 생활 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몸(lived body), 

체험된 공간(lived space),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타자(lived 

other)를 중심으로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지속적으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최종 주제 진술을 도출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실존적으로 

탐구하고자 연구자의 경험, 치매의 어원, 관용어구 및 문학, 예술 

작품으로부터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분리된 주제, 의미와 같은 

기술들을 추출하여 면담자료에서 밝혀진 주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는데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현상을 기술할 때 

참조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적 진술은 언어적 변형을 통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4.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의 네 가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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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Sandelowski, 1986).  

1)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은 현상이 현실에 얼마나 가깝게 진실되고 충실하게 기술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사실적 기술을 위해 면담내용의 녹음과 필사, 

녹화, 현장관찰 기록 등이 요구되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의미한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참여자의 의미에 

집중하며 참여자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Maxwell, 2012).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이 생생한 체험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민감성과 공감력을 가지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매번 면담이 끝난 후 참여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면담일지에 기록하였으며, 또한 면담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수기와 영화, 소설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외에도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위하여 

치매 간호전문가와 질적 연구자 등 동료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3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도출된 주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참여자 검증(member check)을 거쳤다.      

2) 적합성(fittingness) 

적합성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연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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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이외의 다른 상황이나 참여자들에게 적용가능한지, 독자들이 연구 

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집 

방법에 의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여 배우자의 돌봄 현상을 가능한 모두 

나타내고자 하며 돌봄 현상의 많은 차원과 범주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등을 제공하여 연구 결과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감사가능성(auditability) 

감사가능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며, 이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과정이 

일관성있게 이루어 졌는지, 연구 결과의 도출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를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0)이 제시한 방법을 충실히 따라서 진행하였으며, 이론적 표집을 

포함한 자료수집에서부터 자료분석의 전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4)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 

확인가능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미리 밝혀 

두고, 이를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이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지속하며 

참여자 자료와 문헌내용, 자아인식 등을 메모해 두어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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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확인가능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확립되었을 때 연구 

과정과 결과가 중립적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Sandelowski, 1986). 본 

연구에서는 확인가능성 확립을 위해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립하도록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에 앞서 서울대 간호대학의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No 2013-91)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결과의 보고 방식,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얻는 신원 내용은 이름, 연락처에 

한하며 이는 2차 면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시 2차 면담 일정을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에 대해 연구 시작 전에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면담 자료는 ID로 환원하여 

참여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필사 시에도 연구자 본인이 

개인이 식별될만한 모든 사항을 없애고 필사를 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지정한 별도의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해당 폴더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보안을 유지했으며, 면담 

자료와 자료 분석 문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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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과정  

1.  체험의 본질을 향한 집중 

1) 현상에 대한 지향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은 현상에 대한 지향에서 시작된다. 이는 

연구자의 관심을 이끄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 현상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삶에서의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조건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Van Manen, 1990/2000).  

따라서 본 연구자의 현상에 대한 지향은 간호사로서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지향은 본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를 통해 많은 치매환자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배우자 돌봄자가 돌봄 과정에서 

겪는 경험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우자 돌봄은 결혼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관계적 측면과 사회적 역할수행으로 구분되어 온 

성역할 차이의 측면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2) 현상학적 질문의 형성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한다는 것은 연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연구자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 즉,‘그것은 정말로 무엇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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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연구자는 탐구하는 현상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을 늘 명심하고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Van Manen, 1990/2000).  

본 연구자가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형성한 현상학적 질문은“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3)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 도구이다.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감각과 

통찰력, 탐구주제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 면담이나 글쓰기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Bogdan & Biklen, 1982/1991).  

본 연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해당하는 많은 

치매환자 가족을 만나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을 하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연결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부논문을 진행하면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모임에 참여하여 가족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연구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우선 

박사과정에서 3학점의 질적연구방법론과 질적자료분석론 과목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질적연구를 다루는 워크숍과 학술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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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참석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이해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극복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질적연구학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질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라고 하며, 이를 연구 시작 전에 

명시하는 이유는 연구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Hamill & Sinclair, 2010; Van Manen, 1990/2000).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선이해를 판단중지하고 

참여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체험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Van Manen, 

1990/2000). 이에 본 연구자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해 판단중지하고 내부자적 관점에서 돌봄 체험의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에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우자 돌봄에 대한 

경험과 사전지식,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정보들, 즉 선이해를 

드러내고 반성하였다.  

본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노년기의 특성상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노인들만 있는 고립된 공간에서 거의 

전적으로 혼자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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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았을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돌봄 역할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으로 양가감정을 느낄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돌봄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경험할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는 돌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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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존적 탐구 

1) 연구자의 경험  

현상학적 연구에서 개인의 생활경험은 연구의 출발점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경험이 타인의 경험일 수 있다는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한다(Van Manen, 1990/2000).  

본 연구자의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에 대한 관심은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인정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에 대해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했던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 그날도 역시 치매환자에 대한 

인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 대상자 집에 갔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아담한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 단독주택으로 대문에서 현관문까지 

들어가는 길은 여느 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휑한 거실... 거실 한쪽에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팔걸이 부분을 칭칭 감아놓은 낡은 갈색 가죽 소파만이 있을 뿐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붙여 놓은 소파는 

쥐가 갉아 먹은 것처럼 소파 가죽을 뚫고 스펀지가 나와 있었다.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안방에는 문이 다 떨어져 나간 오래된 나무 

장롱이 있었는데 치매환자는 기다란 막대기로 마치 무엇을 찾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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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안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나의 놀란 감정을 눈치 챘는지 

보호자는 치매환자가 자꾸만 두드려 부수고, 온갖 것을 구석구석 

감추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깨진 물건에 보호자는 물론 

치매환자도 다치고, 냄새의 출처를 찾아 어디에 감추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차라리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 둘 없애다 보니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치매환자를 

제외한 가족들의 생활이 이 집에서 어떻게 유지될 지가 궁금할 정도였다.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었더니 

보호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의 생활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웃이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지에 관한 조사 항목에서 

보호자는 우리 집에 치매환자가 사는 걸 동네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다. 

현관 문 밖은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집이었는데 문을 연 순간 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 집을 나오면서 본 정원에 핀 꽃은 “이 집에는 

치매환자가 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만남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는 부인이었다. 3년 전 

중풍과 같이 온 치매로 남편은 한쪽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방에는 병원 침대와 이동 변기가 방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내가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걸 눈치 챘는지 

부인은 남편을 일으키거나 앉히는 것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병원침대를 들여놨다고 했다. 체격이 좋은 남편에 비해 부인의 체구는 

아담했는데, 정말이지 남편을 이동 변기에 앉히고, 침대에 다시 눕히는 

부인을 보면서 남편의 몸무게를 감당 못하고 같이 넘어질 것 같아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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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했다. 부인은 남편을 돌보면서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다고 하면서 

허리에 맨 복대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웃는 얼굴로 

조사 내내 남편 등을 마사지 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고 남편을 위해 

정말 지극 정성이었다. 발병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등급 갱신 조사를 위해 

그 집을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1년 전 웃는 얼굴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수발하던 부인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떠안은 사람처럼 

웃음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수발에 지친 한 여자가 있었다. 순간 

내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건 아닌지 환자 주소 옆에 써 놓은 메모를 

확인했다.‘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부인’이란 메모는 다른 사람이 아닌 

1년 전 내가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사 내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나에게 부인이 한 말은 나의 머리를 꽝 때리는 느낌이었다.“선생님 이 

치매가 그렇게 잘 안 죽는다면서요?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 하던데...”  

이 후에도 많은 치매환자 가족을 만나면서 교과서에서 본 치매라는 두 

글자는 현실 속에서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의미하는 바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다름 아닌 물에 젖은 솜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매로 인한 고통은 

물에 젖은 솜처럼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에는 삶이란 무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낫길 바라는 병이 아니라 죽길 바라는 병, 그냥은 끝나지 

않는 병, 환자보다 가족이 더 아픈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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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서 이들의 경험을 보다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2) 어원의 추적 

 어원은 오랫동안 경험된 생활방식이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를 읽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어원을 추적하는 것은 언어학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깊이 

있게 통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어원의 추적은 각각의 언어들이 본래 

의미했던 생활양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Van Manen, 1990/2000).  

본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치매의 어원과 사전적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2014), 

네이버사전(2014)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어원 1. 치매(dementia): 라틴어의 dement에서 유래되었으며 

de(없다)와 ment(정신)이라는 어원의 합성어이다.  

 

어원에 따르면 치매란‘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통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정신이 나갔다’,‘정신이 없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어원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정신’이 의미하는 바는 기억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등의‘인지적 능력’이다. 따라서 치매라는 것은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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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2. 치매(癡呆):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ㆍ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의 동의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광(老狂): 늙은 나이에 상도(常道)에 벗어난 행동을 함.  

 • 노망(老妄): 늙어서 망령이 듦. 또는 그 망령.  

 • 망령(妄靈):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또는 그런 상태. 

 

과거에 치매를 대신 했던 노망, 망령이라는 용어는‘질환’이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자연스럽게’발생할 수도 있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노망에서 치매로의 개념 재규정은‘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는 

인식에서‘뇌 질환’이라는 질병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치매라는 말은 노망에 해당하는 의학적 전문용어로써 

단순히 새로운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천선영, 2001). 즉, 

같은 증상을‘치매’라는 질병의 이름으로 명시할 때, 이는 예방되고 

진단 되어야 하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 해결의 

주체가 가족을 넘어서서‘병원’과 같은 공공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천선영, 2001). 

3) 관용어구의 추적 

관용어구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을 위한 원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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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관용어구의 추적은 그 현상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다양한 

언어들을 무작정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학적 기술에 해석적 

의의가 있는 표현들을 신중히 포착하는 것이다(Van Manen, 2000). 

본 연구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관용어구를 속담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구와 은유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치매라는 용어는 최근에 사용된 

용어로 속담에서는 주로 치매의 동의어인 노광, 노망, 망령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었다. 치매와 관련된 속담은 치매의 어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로 정신이 나간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으며, 비유되는 대상자는 주로 노인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보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사가 빠지다: 정신이 없다.  

• 넋(을) 놓다: 제정신을 잃고 멍한 상태가 되다. 

• 넋(을) 잃다: 제정신을 잃고 멍한 상태가 되거나 정신을 잃다.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열중하여 정신이 없다.  

• 맛(이) 가다: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닌 듯하다.  

• 정신 쑥 빠진 소리 한다: 전혀 이치에 닿지 아니하는 얼토당토아니한 

소리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신은 빼어서 개 주었나: 정신이 없고 잘 잊어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정신 없는 늙은이 죽은 딸네 집에 간다: 딴생각을 하고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는 경우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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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이 잘못하면 노망으로 치고 젊은이 잘못하면 철없다 한다: 어떤 

잘못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짐작으로 돌려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신은 처가에 간다 하고 외가에를 가겠다: 처가에 간다고 하고서는 

처가에 가는 것을 잊고 외가로 간다는 뜻으로, 정신이 좋지 못하여 잘 

잊어버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문학 예술 작품의 경험적 묘사  

예술작품은 인간의 경험적 생활 세계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인간의 생활 세계를 가장 보편 타당한 상징을 통해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농축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현상학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체험에 대한 표현들의 의미를 더욱 공감하게 하는 

매개이자 체험에 대한 통찰을 증가시키는 경험의 원천이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영화, 소설, 수기를 

통해 경험적 묘사를 살펴봄으로써 돌봄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통찰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1) 영화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소재로 한 영화 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영화는『그대를 사랑합니다』,『노트북』,『아무르』,『아이리스』총 4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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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영화는 강풀의 만화‘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네 명의 주인공들은 모두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가 된 노인들이다. 이들 중에 주인공 장군봉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혼자 돌보면서 정작 

젊은 시절 고생해서 키워놓은 자식들에게는 부양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내가 자신을 남겨놓고 먼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국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도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영화는 연구자로 하여금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에서 부부의 의미, 자녀와의 관계, 배회와 관련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나.『노트북』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돌봄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노아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 앨리를 위해 그들의 한평생 사랑의 기록인 노트북을 읽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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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 주인공 노아의 

행동을 의사조차도 부질없는 희망을 꿈꾸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노아는 “과학이 닿지 않는 곳에 기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자녀들은 남편을 못 알아보는 엄마 곁에 

아빠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노아는 아내 앨리가 자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앨리가 있는 곳이 곧 자신의 집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지낸다. 주인공 노아가 보여준 아내에 대한 돌봄의 이유이자 

힘은 젊은 시절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 대한 사랑임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연구자로 하여금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에서 부부의 의미, 

희망을 가지고 돌보는 태도,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다.『아무르』 

이 영화는 치매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편마비가 된 아내를 돌보는 

배우자의 돌봄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 조르주는 자녀의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서 아내를 돌볼 것을 자처한다. 병원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오히려 딸은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는 엄마를 끝까지 집에서 돌보길 고집하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한결같이 아내를 돌보는 조르주에게 이웃집 남자는 존경을 표한다. 

하지만 돌봄의 힘겨움으로 결국 조르주는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낸다. 주인공 조르주가 보여준 돌봄은 영화 초반에 

보여진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부부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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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결혼 생활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연구자로 하여금 노년의 돌봄의 신체적 한계, 주위 사람들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인정, 돌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라.『아이리스』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돌봄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이 되어 아내 아이리스에게 알츠하이머병 증세가 나타나지만 

남편 존은 젊은 시절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아내의 치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존은 치매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연구자로 하여금 치매 인식의 

어려움, 돌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2) 소설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소재로 한 소설 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소설은『엄마를 부탁해』,『낮잠』,『환각의 나비』,『곰이 산을 넘어오다』 

총 4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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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엄마를 부탁해』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엄마가 사라짐으로써 그 동안 잊고 지낸 엄마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온전히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의 삶을 깨닳게 되면서 다시금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이 소설은 딸, 아들, 남편, 시누이 등의 입장에서 

엄마에 대한 기억의 서사를 풀어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설 전체의 내용을 분석자료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한 내용들이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한 말씨를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가끔은 이 지방 

사람들만이 쓰는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당신은 공손한 말투는 

아내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굴었다. (p.148) 

 

당신은 이제야 그 이삼 년 동안의 아내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해냈다. 

아내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놓이곤 했다. 아내는 마을의 아주 낯익은 길에서도 집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곤 했다. 오십 년 동안 사용해온 집안의 아주 

낯익은 솥이나 항아리를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다.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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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이제야 아내가 장에 탈이 나 며칠씩 입에 곡기를 끊을 

때조차 따뜻한 물 한 대접 아내 앞에 가져다 줘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p. 171)  

 

이만큼 살았으니 몸이라고 젊은 날 같겠는가. 어디든 고장이 나도 

나는 법이지, 여겼다. 이 나이에는 병하고도 친구가 되어 사는 

것이라고 여겼다. 아내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p. 176) 

   

나. 『낮잠』  

주인공은 아내를 떠나 보내고 혼자 남게 되면서 그 동안 아내와의 삶을 

되돌아 본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환으로 

되돌아 왔다. 자녀들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회 변화 속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요양시설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치매에 걸린 어린 시절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 이 소설은 치매라는 질병이 보여주는 자아의 훼손과 그 

시대의 부부의 삶의 모습, 부양 환경의 변화 등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소설 『낮잠』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한 

내용들이다.  

 

혼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떤 

고지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청소를 하고, 가스 

검침원에게 어떤 숫자를 불러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외로웠다. 주말이면 아들네나 딸네를 찾았지만,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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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있다는 걸 머잖아 알 수 있었다. 교회라도 좀 다니세요, 

딸아이는 말했다. 교회를 싫어한 건 아니지만 나는 무언가 그래도 

그랬다, 어떤 무언가가 내 삶에 남았을 거라 믿어왔다. 여유가 있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후…  (p.11)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그 삶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니. 언젠가 

퇴직을 하면, 하는 상상으로 삼십삼 년의 직장생활을 견뎌내지 

않았던가. 내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삶이란 무엇일까. (p.12) 

 

아내는 그렇게 갔다. 쉰내 나는, 몇 올 남지 않은 머리칼을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빗겨주었다. 살갑게 평생을 살진 못했지만 언제나 

곁에 있던 아내였다. … (중략) ...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삶은 어떤 것이 

었을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p.13) 

 

수십 개의 유선 채널이 들어와 있지만 정작 볼만한 것은 많지가 

않다. 수십 년을 일하고 일구어도 정작 남은 게 없는 인생처럼. (p.17) 

 

모든 짐을 정리하고, 오천 정도가 든 예금통장만 가지고 이곳으로 

몸을 옮겼다. 아빠 자주 찾아뵐게요. 가식인지 진심인지 눈물을 훔치던 

딸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서울에서 두어 시간 거리긴 해도 아이들이 

오는 건 일년에 한두 번이다. 잘 키웠다거나 잘못키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세상이 변한 거라 믿고 있다. 원망도 미련도 없다. 기다림도 없다. 



-43- 

 

냄새가 난다며 오지 않던 손주들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p.18) 

 

사십 년 가까이 아내와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살가운 표정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런 기분이었던 

겁니다. 산다는 게 원래 이런 거라는. 예, 돌이켜보면 그저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일하고, 벌고, 먹고 살고. 자식들한테 내 전부를 걸고, 바치고. 

우리 내외는요 중국집 가서 짬뽕을 한번 못 먹었어요. 왜? 더 싼 

자장면이 버젓이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자장면을 시키면 집사람이 

글쎄 이 바보도 짜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모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이 

나이가 되어도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p.27) 

 

자식들은 말입니다, 모든걸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뭘 바랍니까? 다들 잘 살면 그만이죠. 그래도 그래서요, 이런 

허무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당해봐야 알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p.28) 

 

다. 『환각의 나비』  

딸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머니의‘치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가족 부양의 문화 속에서 

어머니의‘치매’를 대하는 가족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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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들은 군더더기로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한 반성에 

이른다. 이 소설은 배우자의 돌봄이 아닌 자녀들에 의한 돌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우자 돌봄에서 배우자의 돌봄을 고수하는 이유와 자녀에게 

부양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을 이해하는데 풍부한 자료가 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은 소설 『환각의 나비』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한 내용들이다.  

 

어머니의 건망증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온 게 작년인데 그 전부터였으니까. 

슈퍼에 갔다가도 동 호수를 잊어버려서 헤매는 일이 가끔 있었다 … 

(중략) … 또 늘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멀쩡해져서 당신이 그랬었다는 

걸 믿지 못해 하거나 화를 낼 때도 있었다. (p.225) 

 

이런 효자 아드님 효자 손자들을 두고 집은 왜 나오고 그러세요. 

설사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노인네가 참으셔야 해요. 세상이 

달라졌단 말예요. 이렇게 자손들이 득달같이 달려온 걸 보면 할머닌 복 

좋은 줄 아셔요. 알아들으셨죠? (p.227) 

 

어머니가 언제부터 딸하고 사는걸 굴욕스럽게 여기게 되었는지 

영주도 잘 안다고 할 수 는 없었다. 아마 그녀의 남동생이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일 것이다. 그때부터 친척이나 친지들이 어머니가 아들네로 안 

가는 걸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특히 이모들은 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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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못해 불쌍해하려는 낌새까지 드러낼 적이 종종 있었다. “딸네 

밥은 서서 먹고 아들네 밥은 앉아서 먹는다는데 …….” (p.228) 

 

노후를 아들에게 의탁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불쌍하고 떳떳지 

못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 결국은 동의하고만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불쾌한 꼴을 당해도 싸다 싶었나 보다. (p.233)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 … (중략) …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도 딸네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욕이라는, 관념이었으니까. (p.235) 

 

어머니의 탈출시도가 계속되자 영탁이네 현관문엔 자물쇠가 하나 더 

달리게 되었다 … (중략) … 그 집에는 나가는 사람이 밖에서만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p.236) 

 

그녀가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기억력이 끊어졌다 

붙었다 한다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더니, 사람도 살던 데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할머니가 기지개를 켜듯이 마음껏 느긋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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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게 굴 적에는 옛날 옛적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p.253) 

 

라. 『곰이 산을 넘어오다』  

이 소설은 영화 『Away from Her』의 원작이다. 자신의 기억력이 

점차 저하되어 가는 것을 인식한 아내가 스스로 요양원을 찾아 들어가고, 

이를 계기로 남편은 외도로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 날의 자신을 

반성한다.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결국 아내는 남편의 존재를 잊고 

요양원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지만, 남편은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 꺼져 버린 아내의 정신의 방에 잠깐 

불이 들어 온 것인지,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면서 당신은 나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고마워한다.  

다음은 소설『곰이 산을 넘어오다』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한 내용들이다.   

 

일년 전쯤부터 그랜트는 온 집안 여기저기에 붙은 노란색 메모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새로운 일도 아니었다. 피오나는 항상 

라디오에서 들은 책 제목이나 그날 꼭 해야 할 일 등을 적어두곤 했기 

때문이었다 … (중략) … 그러나 이번의 메모들은 좀 달랐다. 이를테면 

부엌 서랍 위에‘식기, 행주, 칼’이라고 쓴 메모가 붙어있었다. 그냥 

서랍을 열고 안에 든 것을 보면 되지 않을까?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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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내에 나간 피오나가 

공중전화를 걸어 집에 오는 길을 물었던 것이다. 들판을 가로질러 

숲까지 산책을 갔다가 울타리를 잡고 아주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러고는 울타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어딘가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울타리를 의지해 걷는다고 농담을 

하는 것이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었다. 울타리에 대한 

피오나의 말은 농담인 것만 같았다. 게다가 그녀는 아무 문제없이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았던가. (p.377)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혼자 장을 보러 가지 않는 피오나가 그랜트가 

잠시 돌아서 있는 사이 슈퍼마켓에서 사라져버렸다. 경찰이 한 

블록이나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그녀를 데리고 왔다.(p.378) 

 

때때로 그들은 기억을 되찾기도 한다고 한다.“일년 넘게 방에 

드나들어도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하면서 집에 언제 갈 수 있냐고 묻죠. 갑자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그러나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와, 

제정신을 찾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해요. 

그런 식인 거죠.” (p.406)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다 준 거예요. 걔들은 캠루프스 시에 사는 데 

다 쓰지도 못할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 보내죠. 차라리 그 돈으로 한번 

보러 오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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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기  

아내 1주기를 즈음해 10년 동안의 병상일지를 담은 책으로 치매 

초기부터 말기,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는『10년간의 

아내 간병실화』와 치매극복 체험수기 모음집『아픔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시 부르는 희망노래』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5)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묘사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4명, 여자 8명이었고, 연령은 65세부터 83세까지 

였으며, 평균 연령은 74.5세였다. 참여자 중 직업이 있는 자는 5명이었고, 

종교를 가진 자는 10명이었다. 7명의 참여자가 경제 상태를 상, 중, 하 

중에서 중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경제 상태를 상으로 지각한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참여자의 자녀 수는 1명부터 5명까지 다양했으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참여자는 2명이었다. 참여자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8시간이었고, 7명의 참여자가 20시간 이상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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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자가 돌보고 있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77.0세로, 80세 이상인 치매노인이 5명이었다. 치매 유병기간이 5년 

이상인 치매노인은 8명으로 평균 유병기간은 5.33년이었다. 치매 단계는 

초기가 3명, 중기가 6명, 말기가 3명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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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 Caregivers and Elderly with Dementia 

 

 

 

 

 

 

 

Spouse 

caregivers 

 

 

 

 

 

 

 

Participant A B C D E F G H I J K L 

Age(year)/Gender 65/F  72/M 74/F 76/F 67/F 73/F 78/F 78/M 77/F 68/M 83/M 83/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High 

school 

Occupation Yes Yes Yes No Yes No No No No No Yes No  

Religion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Middle Low Low Middle Low Middle Middle Low Middle Middle Middle 

Family relations 

(son/daughter) 
1 /1 2/3 1/1 2/2 2/1 0/3 2/0 1/4 3/3 2/0 1/0 2/3 

Cohabitation No No No No Yes No No No Yes No No No 

Caring hours 

per day 
15 8 24 24 7 24 24 20 24 24 12 9 

Elderly 

with 

dementia  

Age(year) 73 72 72 77 75 81 81 76 81 68 83 83 

Years since  

diagnosis 
5 5 5 3 5 9 8 4 4 4 6 6 

Stage of  

dementia 
Middle Middle Late Early Middle Late Late Early Early Middle Middle Middle 



-51- 

 

(2) 연구 참여자의 개별 체험  

가. 참여자 A 

참여자 A는 65세 여자로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생활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참여자는 자다 말고 장롱 문을 열고 화장실을 찾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장롱 문을 열고 밥통을 찾는 배우자를 보고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알코올성 치매 위험이 있다는 말만 듣고 진단은 

받지 못했다. 최근에 배우자가 자꾸만 남의 집 물건을 들고 오는 바람에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기도 했다. 벌금을 낸지 며칠 안 지나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니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울면서 남편이 치매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 결국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참여자는 남편의 치매 

진단에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를 치면 

해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는 몰래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을 울면서 밤새도록 

찾아 다니기도 하고, 칼을 머리 맡에 두고 자는 남편이 무서워 잠잘 때도 

편히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다. 참여자가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힘든 상황이지만 배우자를 집에서 계속 돌보는 이유는 살아온 정과 자녀 

때문이다. 참여자는 만약 본인이 부모가 있어서 호강하고 살았으면 벌써 

어디로 도망갔겠지만, 애들을 버리고 가면 본인처럼 될까봐 남편이 

젊어서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는데도 애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갔다. 

참여자는 젊어서도 속 썩고 살아왔는데 늙어가지고도 힘들게 하니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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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가도, 그래도 아이 낳고 산 사람인데 

하는 생각으로 또 다시 힘든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나. 참여자 B  

참여자 B는 72세 남자로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2남 3녀를 두고 있으며,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과 떨어져서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이며,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에 4시간씩 이용하고 

있다.  

아내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는데, 참여자는 치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단서에 적혀있는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은 천청벽력과도 같았다. 

참여자는 아내가 치매진단을 받기 2년 전부터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두 세 시간쯤 자면서 고통도 많이 받고, 어떤 날은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었는데, 이 때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지금도 제일 후회하고 있다.  

참여자는 아내의 치매가 진전되지 않도록 매일 규칙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운동을 하러 가고, 인지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에 운동하러 가서는 화장실 간 사이에 아내 혼자 가버려서 한참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둘이서만 사는 집에서 아내가 20인분의 밥을 하면서 

화재위험에 놓인 적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아내를 돌보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은 물론이고 마음 탁 터놓고 술 한번 마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아내를 돌보는 참여자에게 자녀들은 나을 수도 없는 병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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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너무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하지만, 참여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내 치료에 최선을 다해보는 걸로 해서 작년에는 

중국에 가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참여자는 지금도 만약 60%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는 젊은 시절 고생하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고, 나이가 칠십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구경도 못 다닌 배우자를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여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호해 주는 것이며 이는 본인의 책임감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는 계속 힘이 닿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배우자를 돌보고자 했다.  

 

다. 참여자 C  

참여자 C는 74세 여자로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참여자는 황해도 출신으로 6.25 전쟁 때 피난을 왔다. 본래부터 

생활력이 강했던 지라 젊은 시절부터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 나갔다. 5년 전 남편이 술에 취해 2층에서 떨어져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몇 개월 지나 회복 할 즈음 다시 술을 마시고 

또 떨어져서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때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리치료와 각종 검사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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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있게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참여자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 두고 남편을 돌보게 되었다. 현재는 궁여지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남편을 돌보고 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남편 때문에 함께 외출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집안에서도 휴지를 풀어놓고 빨래한 옷들을 다 가져다 입는 등의 행동 

때문에 힘들긴 매한가지인 상황이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의 배회행동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 실종된 남편을 찾은 경험이 있다.  

젊은 시절 밤낮으로 술집에 가서 살다시피 한 남편을 생각하면 술 먹고 

다니다가 죄 받아서 그런 거라고 미운 생각이 들다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참여자가 하라는 데로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한다. 참여자는 남편이 밖에 나가면 술을 마시고 

싸우는 등 항상 사고를 치고 다녀서 불안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남편을 돌보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것이 참여자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었다. 때때로 주위에서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실 권하는데 

참여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사람을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의 성격상 요양원에 가면 얼마 못 있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참여자는 가능하면 끝까지 남편을 돌보고자 한다.  

 

라. 참여자 D  

참여자 D은 76세 여자로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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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정도 이고, 배우자는 일주일에 

세 번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참여자는 오래 전부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들 암이라고 하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린 배우자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참여자는 배우자에게 서운하고 화도 나고, 

아픈 데도 집 식구가 도와주지 않은 이런 처지의 자신을 보면 속상하기도 

했다. 참여자는 치매는 남들 보기도 그렇고 내 자신도 초라해지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시집살이로 고생했던 

자신의 결혼생활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들과 함께 사는 건 

절대로 안 할 거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고 있다. 부모가 짐이 되어 행여나 

아들의 행복이 깨어질까 염려되어 자녀들과는 남편의 치매라는 짐을 같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남편을 돌보면서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의 치매에 대해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힘든 돌봄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남편을 요양원에 모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참여자에게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인 

동시에 돌릴 수 없는 영원한 짝으로 내 몫이니깐 어쩔 수 없이 지고가야 

하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가 가장 바라는 점은 죽을 때 애들 

고생 안 시키고 살다 죽는 것으로 내리막으로 가는 인생에서 자꾸 앞일을 

내다보면서 사는 것을 힘들게 여기고 있다. 참여자는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오늘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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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여자 E  

참여자 E는 67세 여자로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1남을 두고 있으며,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 배우자를 대신해서 결혼 후 지금까지 과일 

장사, 의류 공장 등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다.  

남편의 증상이 시작된 건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 입주를 못하면서부터 

였다.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고 그 때부터 남편은 다 손을 

놓았다. 현재 배우자 상태는 혼자 걷는 것이 힘들어 자주 넘어지고, 

대소변 실수를 하기도 한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집안에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불안하지만 참여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이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일을 다니며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와서 남편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슬하의 자녀는 입양을 한 아이로 아들에게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는데, 

어떻게 입양사실을 알았는지 치매 걸린 아빠가 싫다고 반항을 하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 참여자는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자녀와 이웃, 친척 등의 지지체계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다. 힘들어도 내 운명이니깐 어떻게 다 

이겨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땐 그냥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도 

느낀다. 뉴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다가 살인이 났다고 하면 정말 자신도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마저 들면서 위태로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바. 참여자 F  

참여자 F는 73세 여자로 9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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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슬하에 자녀는 3녀를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생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배우자가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도저히 

운동을 나갈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걷게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참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던 시절에 고생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들을 다 장가보내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니깐 치매가 온 남편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다. 

남편의 치매초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고, 무서웠던 시기였다. 

찬장에 뭘 넣어두면 어떤 남자 주려고 감춰놨냐고 의심하고, 먹고도 안 

먹었다고 우기고, 어떤 놈하고 살려고 통장, 도장 감춰놨다고 야단을 치며 

찬장을 망치로 두드려서 다 깨놓는 등의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언니 집에 도망도 갔었다. 그런 남편한테 덤비지도 못하고 그 

땐 죽지 못해 살았던 때였다. 다행히 막내 딸과 3년 정도 함께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멍해져서 화도 안내고 무슨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면 오히려 측은한 생각이 든다.  

18년 전 부부는 살면서 생때같은 아들을 잃었다. 밥 잘 먹고 나간 

아들의 사망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며 부부는 

몇 달을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다녔다. 참여자는 지금까지 하루도 아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 배우자가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어가고는 

있지만 아들만은 기억하는 것이 더 아픔으로 다가왔다.  

참여자는 인생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남편이 치매 환자이긴 하지만 같이 

있다는 것이 좋고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병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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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여자 G  

참여자 G은 78세 여자로 8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2남을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정도 이다.  

참여자는 배우자가 치매 초기에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위에다 옷을 

껴입는 증상을 보였었는데, 그때 나이로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치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2년 후 치매지원센터에서 보내 온 치매 

검진에 관한 홍보물을 보고 남편을 모시고 치매지원센터에 갔더니 이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참여자는 지금도 조금 

일찍 서둘러 진단을 받았더라면 지금 이 상태까진 안 왔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  

배우자는 한동안 의자고 화분이고 집어 던지는 난폭성을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는 자다가 깨기만 하면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 배회증상을 

보였다. 몰래 나간 남편은 이틀이고 삼 일이고, 길면 일주일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으며, 경찰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찾은 일만 여덟 번이 

넘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행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으며, 참여자는 이러한 남편을 보고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참여자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에 대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자식들이 많지는 않아도 잘 

키워서 우뚝 세우면 그게 집안의 기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가르쳤었다. 참여자는 의사 아들을 키워놓았지만 정작 도움보다는 아들이 

소리 없이 잘 살아나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현실을 속상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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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지난 여름에 치매환자가족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들어보면 자신은 다 지나간 일이었다. 그 때는 보기엔 멀쩡한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같이 화분도 집어 던지고,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덤비기도 했는데 미리 치매환자에 대해 

알았었더라면 남편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참여자는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남편을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남편의 돌봄이 힘들지만 많은 나이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집에서 남편을 돌볼 생각이다.  

 

아. 참여자 H  

참여자 H는 78세 남자로 4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1남 4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과 떨어져서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20시간 정도 

이며, 일주일에 세 번 배우자와 함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환자가족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4년 전 친구 집에 간다고 나간 아내가 아파트 동 수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는 늙어서 나이 먹으면 그러겠거니 하며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만 생각 했다. 그러다가 아내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함께 동네 의원을 찾아갔고, 그 곳에서 머리에 혈관이 

막혔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각종 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그 때만 해도 치매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었다. 딸의 

도움으로 치매지원센터를 다니게 되었으며, 현재 배우자는 버스와 



-60- 

 

지하철은 물론이고 집에서 택시타면 10분 거리의 치과도 혼자서 못 가는 

상태이다. 깜박깜박 하는 증상으로 가사일 수행이 어려워 참여자가 밥을 

짓고, 찌개도 끓이고, 빨래를 하는 등 배우자를 대신해서 가사 일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자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빚과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생활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아들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말도 없이 논을 팔아버렸다. 

아내는 안 산다고 보따리 싸서 나가버리고, 일 년간 서울에서 혼자 집을 

짓고 살았다. 일 년 후 아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시절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도 호주머니에 싸 넣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아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는 힘들지만 부부니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돌보고 있지만 아내의 치매 정도가 심해지면 자신이 감당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다. 만약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참여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게 요양원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 참여자는 본인의 경우 건강히 살다 건강히 죽는 

것을 제일 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는 지금보다 

더 하지만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심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자. 참여자 I  

참여자 I는 77세 여자로 4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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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슬하에 자녀는 3남 3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아들 한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정도 이다.  

처음에 배우자는 은행에 가서 글씨가 생각이 안 난다고 은행 일을 보지 

못하고 왔다.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한테 숨길 병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치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보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의 치매사실을 알렸고, 이들로부터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참여자는 자기 죽이러 사람이 온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성질이 

변하는 남편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자다가 그 사람을 

자기로 착각하고 목을 누를까 봐 잘 때도 불안했다. 하지만, 대소변을 

가리고, 함께 다닐 수 있는 남편의 상태가 이만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다.  

참여자는 젊은 시절 환경 미화원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남편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젊어서 만나서 고생하고, 그 

고생하면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병이 드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가 오래오래 살려면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아프면 

자식들이 고생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돌보는 일은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는 뼈가 부셔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 본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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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참여자 J  

참여자 J는 68세 남자로 4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2남을 두고 있으며, 자녀들과 떨어져서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정도 이며, 매일 

배우자와 등산을 가고, 웃음치료, 노래 치료 등을 받으며 치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는 치매 초기에 아내의 망상 증상으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 

갑자기 사나워지고 의심이 많아진 아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아들들이 놀랠까 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 

엄마의 이상 증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화를 내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치매진단을 받게 되었다. 참여자는 부동산 관련 컨설트 일을 했는데 

아내의 망상증상으로 회사에 나가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내가 치매진단을 받을 즈음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다.  

참여자는 아내가 치매진단을 받은 후 지금까지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다. 아내는 돈을 안 

벌어도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남편의 말에 따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다.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남편의 월급을 모으며 

비닐봉지, 노끈 하나도 안 버릴 정도로 알뜰하게 살았다. 참여자는 현재의 

경제적 여유와 아들의 성공을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치매에 걸린 아내가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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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아내를 돌보면서 메모하기, 마트에서 돈 계산하고 오게 하기, 

약 복용 시키기 등 점차 자신만의 돌봄 방법을 찾아 나갔다. 또한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돌봄에 대한 정보와 위안을 얻었다. 

아내가 지금까지 복용했던 약부터 병원 진료 결과에 이르기까지 돌봄에 

대한 일기를 매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카. 참여자 K  

참여자 K는 83세 남자로 6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1남을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6시간 정도 이고, 일주일에 네 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 식사 준비와 방 청소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참여자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겨레운동살리기 운동본부 

일을 맡고 있다. 배우자도 종교단체 여성 회장까지 역임했으며 현재는 

여성회 고문으로 있다.  

참여자는 어렸을 적에 치매라고 하면 노망들었다, 미쳤다고 

표현했다면서 치매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랐다고 했다. 치매에 

대해서는 무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제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년이 되었지만 참여자는 아내의 치매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본인 입으로 아내의 치매사실에 대해 

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는 때때로 주위에서 아내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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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오히려 모른 척 

하고, 마음속으로는 좀 더 정신을 기울여가지고 더 진전되지 않게 이 

정도에서 극복되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곤 했다.  

참여자는 아내를 돌보면서 전화는 물론이고 일절 찾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운하다는 

말조차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다.  

참여자는 배우자의 상태가 심해져도 가능하면 상주하는 도우미를 

두고서라도 집에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손 발이 묶여있게 될까봐 요양 시설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타. 참여자 L  

참여자 L은 83세 여자로 6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슬하에 자녀는 2남 3녀를 두고 있으며,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 돌봄 시간은 하루에 6시간 정도 이고, 배우자는 

데이케어센터에 다니고 있다.  

참여자의 배우자는 1급 건축사로 일했었는데, 회사 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일 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해 왔다. 어느 날 참여자에게 

앞으로 돈 관리며 사무실 관리에 대해 맡기겠다고 하면서 인계를 주었다. 

돈 계산하는 정확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때는 남편이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간 배우자가 

4시간이 지나서 점심도 못 먹고 헤매다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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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었지만 고집을 부리는 남편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없었다. 

결국 건강검진이라는 다른 이유를 대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치매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참여자는 

배우자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것을 하루 

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배우자가 치매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는 날들이 많았다. 우연히 집 

앞에서 데이케어센터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 남편을 

데이케어센터에 보내게 되었다. 남편은 공부하러 가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잘 가려고 하지 않아서 참여자와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현재 배우자는 본인 나이도 모르고, 16년 동안 연을 맺어온 이웃은 

물론 자녀들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대소변 실수를 

하지 않고 있어 참여자는 이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참여자는 남편이 

데이케어센터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치매환자가족모임이나 타이치 운동, 

노래교실 등을 다니며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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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연구자의 경험, 치매의 어원 및 관용어구,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표현한 소설, 영화, 수기 등을 12명의 연구 참여자의 

면담자료에서 밝혀진 주제들과 비교, 검토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Van 

Manen(1990)이 제시한 생활 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타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험된 몸 2개, 체험된 공간 3개, 체험된 시간 3개, 체험된 타자 4개로 

총 12개의 돌봄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신체성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주제는‘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친 몸’,‘돌봄의 

일상으로 단련된 몸’으로 구성되었다. 공간성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이에 대한 

주제는‘창살 없는 감옥’,‘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터’,‘행복한 

동행의 장소’로 구성되었다. 시간성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고진감래의 

시간’으로 도출되었으며, 여기에는‘낯섦과 고통의 시간’,‘채움과 

비움의 시간’,‘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관계성과 

관련한 돌봄 체험은 가족 관계에서는‘빈 둥지 속 노부부’로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는‘몰이해 vs 동병상련’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주제는‘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부모로서의 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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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억눌린 이방인’,‘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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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sential Themes  

Existential Themes Sub themes 

Body moving like old 

machines 

Tired body moving continuously 

without rest 

• Monitoring for 24 hours  

• Care provided half tempo behind  

Trained body from day-to-day caring 

• Unexpectedly become physically 

strong  

• Body becoming relaxed  

Slough of despond 

filled with hope 

Jail without bars 
• No space for my life  

• Isolated island 

Battle without any winners or losers 
• Losing my position  

• Safety tied up with lock 

Happy place to live in 
• The best place for care and death 

• Rewarding place 

Time of sweetness after 

bitterness  

Time filled with unfamiliarity and 

pain 

• Unacceptable time 

• A day is like three years 

Time of filling and emptying 
• Time of reflection and gratitude 

• Comma necessity in my life  

Time in little hope 
• Sincerity moves heaven 

• Now is the happiest time  

Elderly couple in the 

empty nest 

Natural companion as a soul mate 

• Importance of the spouse’s very 

existence  

• Natural sympathy 

• Obligation and commitment 

Incongruity of parents’ duty 

• Responsibility and feeling sorry 

• Expectation for children to help 

caring does not go away  

Lack of understanding 

vs. empathetic feelings 

Stranger with pent-up feeling 
• Pent-up being from the stigma  

• Becoming shabby  

A true hero in caring 
• Getting comfort and recognition  

• Supporter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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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된 몸: 신체성 

1) 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  

참여자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때때로 돌봄의 순간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는 나도 

늙어서 옛날 같지 않음”을 체험했다. 또한 반복되는 돌봄의 일상에 지쳐 

자신의 몸은 부셔져 버릴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점점 단련되어 가는 

자신의 몸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돌봄의 체험은 참여자들에게‘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친 몸’,‘돌봄의 일상으로 단련된 몸’으로 

체험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치‘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규명하고 있었다.   

  

(1)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친 몸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 

속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했다. 24시간 내내 

배우자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배우자를 따라다니지만, 때때로 

돌봄에 대한 의지와 상관없이 늙음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며 반 

박자 늦는 돌봄을 하게 되는 체험을 했다.   

 

가. 24시간 감시자  

참여자들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배우자의 이상행동과 배회행동으로 인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생활을 해 나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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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배회행동과 이상행동 때문에 24시간 내내 배우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낮에는 항시 같이 다니며 참여자의 눈은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녀야 했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편히 자지 

못하고 귀를 배우자의 침상 쪽으로 열어놓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참여자들은 육체적 피로와 수면 부족이 

누적된 생활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몸을 경험하였다.  

 

그러니 어떤 땐 자다가도 무서워요. 어떤 땐 막 칼 같은 거 가위 

같은 거 여기다 옆에다 놓고 내가 치우지 못하게 하잖아. 치우면 다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깐 불안할 때가 있어. (참여자 A) 

 

조금 자존심 저기하는 게 있으면 막 던지고 막 그렇게 인저 난리를 

치고 의자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때서부터는 24시간 한시도 안 빼놓고 붙어 다니는데 ...(참여자 G) 

 

참여자들은 치매환자와의 생활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예측할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감시 역할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어쩌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가버린 배우자는 여지없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돌아왔다. 남의 집 물건을 들고 오는가 하면 물건을 파손했다는 

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배우자가 다치거나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였다. 참여자들은 아무리 찾아 다녀도 보이지 

않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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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런데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도 잠깐 화장실에 가잖아요. 여자 

남자 같이 갈 수 없으니깐 이 양반은 여자 화장실 가고 나는 남자 

화장실 가서 잠깐 소변보는 사이에 잠깐 보면 아차 하는 사이에 막 

앞으로 가면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한 참 있어서 찾다 보면 찾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도 있고. 그럴 적에 아주 속이 

탔죠...(참여자 B) 

 

나. 반 박자 늦는 돌봄  

노년기에 접어든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돌봄에 대한 의지와 

상관없이 늙음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는 체험을 하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늙음이란 단순히 신체적 또는 

생물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는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하지만 돌봄을 통한 신체적 어려움은 늙음을 

직시하게 한다. Beauvoir(1992/2002)의『노년』에서 늙음을‘이슬을 

더듬기엔 이제 그리 민첩하지 않은 다리, 새로운 감동에 이제 그리 

민감하지 않은 마음, 도약하기에는 이제 민첩하지 않은 짓밟힌 

희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참여자들은 돌봄을 통해 신체적 한계로 

어찌할 수 없음을 체험한다. 영화『아모르』에서도 침대에서 떨어진 

배우자를 일으켜주러 가는 남편의 걸음은 발목에 무쇠를 달아놓은 것처럼 

느리고 느리다.   

 

딱딱하니깐 앉으면 붙잡고 일어 나는 게 낫고 거기서도 잘 못 

일어날 때 있고. 여기는(쇼파) 물렁해서 더 못 일어나 땅바닥은 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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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우리아저씨가 힘을 써야지 안 쓰면 그냥 뭐 한 시간이고 삼십 

분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억지로 억지로 일어나는 거지.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붙잡고 내가 땡기고 이래 갖고 억지로 억지로 

일어나. 것도 넘어졌다 하면 큰일이야.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 둘이 

하다가 넘어지면 큰일이라고. 그런 걱정도 되요 맨날...(참여자F) 

 

(2) 돌봄의 일상으로 단련된 몸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해나갔다. 배우자를 위해 매일의 일과를 계획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함께 해 나가면서 돌봄의 힘겨움으로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몸이 오히려 점차 돌봄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돌봄의 일상으로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은 점차 단련되어 결과적으로 

뜻밖에 건강해진 몸 상태와 힘든 돌봄 상황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등의 긍정적인 체험을 하였다.  

 

가. 뜻밖에 건강해진 몸  

하루 종일 배우자의 뒤를 쫓아다녀야 하는 돌봄의 일상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배우자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규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멈추고 배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전력투구하였다. 

아직 배우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시키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참여자들의 일상은 철저하게 배우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다. 참여자들은 배회증상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거나 무기력하게 집에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배우자의 증상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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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공원이나 집 앞의 낮은 산, 헬스클럽을 데리고 다니며 

꾸준히 운동을 시켰다. 또한, 참여자들은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려면 치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배우자에게 

치매 약을 꾸준히 복용시키기 위해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면서도 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다니고 밥도 먹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배우자 돌봄을 위해 매일의 일과를 계획하고 함께 해 나가면서 

돌봄의 힘겨움으로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몸이 오히려 점차 

돌봄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배우자를 위한 규칙적인 일상은 

결과적으로 참여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참여자들은 환자 덕분에 

뜻밖에도 건강해진 몸 상태를 체험했다. 배우자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함께하는 규칙적인 일상은 배우자에게는 치매 치료이고 

참여자에게는 치매 예방이 되는 건강한 동행이 되었다.  

 

밥을 같이 먹으니깐. 만약에 내가 혼자 있다면 내가 밥을 잘 안 먹는 

성격이거든 아침을. 근데 할아버지가 약을 먹어야 해서 밥을 먹으니깐 

같이 밥을 먹는 거여. 나두 한 숟갈이라도 같이 먹는 거여. 그러니깐 

내가 우선에 좀 낫더라고. 밥을 혼자 먹어봐 밥 맛이 있겠어? 혼자서 

그게 되겠어. 밥을 같이 먹고 하니깐 좋지.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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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집 앞에 헬스클럽도 같이 가고, 낮은 산도 가요. 치매환자에게 

운동이 젤 중요하데요. 근데 몇 개월을 같이 다녔더니 나도 좀 건강해 

진 것 같아요. 다리에 근육도 좀 생긴 것 같고요…(참여자 J) 

 

나. 여유로워진 몸 

참여자들은 돌봄을 자처하면서 배우자 스스로 할 수 없는 투병 생활을 

대신 해 나갔다. 참여자들은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각종 

서적,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식이와 

약물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돌봄을 수행하는데 적용하였다. 

힘들었던 돌봄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돌봄이 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참여자들은 요령을 터득하고, 대처능력이 생기면서 조금씩 몸이 

여유로워지고 이러한 몸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은 점차 단련되어 갔고, 비로소 가시 속에 피어난 선인장 

꽃처럼 힘든 돌봄 상황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꽃피우게 되었다.  

 

이제는 이거 한 3년 4개월 되다 보니깐 완전 터득해서 내가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깐 시장 같은데 가자 하면 또 시장 보러는 갈려고 

해. 그래서 시장 보러 가자 해서 운동도 갔다 오고, 뭐 딴데도 갔다 오고, 

지금 이렇게 마트도 가고 운동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뭐 남들은 당연한 거지만…(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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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가 운동도 많이 시키고 대화도 많이 하면 뇌가 죽지 

않겠는가. 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자극을 줌으로써 뇌를 움직이게 만들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좋은 약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 자꾸 힘들어도 안 가려고 하지만 

헬스도 데리고 가고...(참여자 J) 

 

체험된 공간 : 공간성  

1) 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은 찾아 

볼 수 없고,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을 체험했다. 또한 참여자에게 집은 

배우자와 매일 매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을 해나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돌봄이 지속되면서 참여자는 집이라는 공간을 환자에게는 최상의 

돌봄 장소이자 자신에게는 돌봄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돌봄 체험은 참여자들에게‘창살 없는 감옥’,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터’,‘행복한 동행의 장소’로 체험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공간을‘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규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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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살 없는 감옥 

참여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삶의 치열함으로 뜨거워진 열기를 품어주고 

식혀주던 보금자리였던 집이라는 공간이 병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공간으로 

체험되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배우자를 집안에 혼자 두고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어쩌다가 잠깐 친구를 만나고, 

시장을 다녀오는 동안에 혼자 남은 배우자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내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다. 참여자들은 점점 집안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 나의 삶은 없는 공간 

참여자는 배우자를 돌보면서 점점 더해지는 이상행동과 배회행동으로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과격해진 환자가 온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고, 길거리의 쓰레기들이 집안에 점점 쌓여가고, 계절을 

무색하게 만드는 온갖 옷들과 신발, 휴지들이 온 집안을 점령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집안 가득 풍기는 대소변 냄새와 

넘쳐 나오는 빨래들로 참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악을 쓰고 소음과 

악취가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참여자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느꼈다. 나의 삶이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존재해 

나가기에는 삶이 너무 힘겹기만 하다. 돌봄의 힘겨움으로 인해 간혹 

심각한 피로와 건망증이 엿보이면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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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 뭐 내가 감췄다고 하고,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먹고 나중에 

보면 거기가 있고. 나보고 어떤 놈 새끼하고 살려고 통장 도장 다 

감춰놨다 그러고 야단을 쳐 망치를 두드려 다 두드려 저걸 다 깨놓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지 뭐. 반복이 되고. 그래서 뭐 내가 도망까지 

갔다니깐…(참여자 F)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보니깐 내가 이 심장병이 나고. 

나도 지금 치매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전번도 가서 검사했는데 6 점에서 

4점인가 나와서 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참여자 B)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르겠더라고. 그러고 뭐 냉장고 문 

열어도 내가 뭣 땜에 왔던가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그래도 일기라도 

저녁에 썼으니깐 기억이 나는 거지. 난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기억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충격으로. (참여자 

J) 

 

배우자의 이상행동과 배회행동은 점점 진화를 거듭해 나가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참여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처럼 

해결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기분이다.  배우자를 요양시설에 모셔야 하나 

계속 집에서 돌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 바뀌면서, 

참여자들은 때때로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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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적엔 아주 막 진짜 차라리 이 양반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러해서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죠. (참여자 B)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너무 힘들어 아주 똥을... 그러면 이거 다 

벗겨야 되잖아. 벗겨서 다 빨아야 되고, 그냥 닦아야 되고, 그것 뿐이여?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고 내 옷까지 벗어야 돼. 똥 한번 치우고 나면 

아주 못하게 냄새가 아주 말도 못 혀. 그래서 그런 때는 아휴 내가 뭔 

팔자로 이 지랄을 하고 앉았나. 시설에 갖다 줘야 되나 부다 생각도 

있고, 그려 가끔가다. 그러다가도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아이고 갖다 

주면 안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왜 나라고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하겠어.(참여자 C) 

 

나. 고립된 섬  

참여자들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눈을 뗄 수 없는 배우자를 집 

안에 혼자 두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감옥 아닌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며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문을 경계로 철저하게 분리된 세상은 참여자들에게 떨어져 

나온 섬처럼 고립된 공간으로 체험되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집안에 

혼자 두고 나가는 동안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문 밖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이는 점차 외부와의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다. 배우자의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는 열심히 참석하였던 

학교 동창모임이나 직장 동료모임 등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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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자신이 잊혀져감을 체험하였고 참여자들은 돌봄의 힘든 상황 속에서 

고독과도 싸워야 했다. 『아내에 대한 10년간의 치매간병실화』에서도 

10여 년간을 아내의 간병생활 때문에 문밖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해왔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회식을 하게 되도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회식을 할 때도 정신이 

다 집에 가있고. 그러니깐 막 전철을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한 십오 분 걸리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간이 이게 고통스럽죠. 

친구들 동창모임에 가도 집에 가려고 그러면 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왜 이상하다. 왜 집에만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아 그 때는 정말 

눈물만 나와 눈물만 친구들은 못 가게 하지…(참여자 J) 

 

계도 하다 우리 아저씨도 빠지라고 그러니깐. 만날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니깐 들었다 거의 다 빠졌지. 어디 갈 수도 없어. 어디 볼일 

있으면 볼일 보고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어디 관광, 친척 집에 자고 

가는 데는 아예 못 다녔고. 치매 오자마자 그렇게는 못 다녔고. 웬만한 

덴 못 가는 거지. 급하게 잠깐 잠깐 갔다 오고. 시장 가고 그런 것만 

가지. (참여자 F) 

 

(2)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터 

돌봄 초기에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미 이성적이지 않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돌봄의 현실에서는 그리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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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이다. 점차 제자리를 잃어가는 공간을 고수하는 배우자와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참여자, 나가려고 하는 배우자와 이를 막는 

참여자 둘 다 팽팽하게 맞서며 매일 매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을 

계속해 나갔다.  

 

가. 제자리를 잃어가는 공간 

배우자가 기억을 점차 잃어감에 따라 집안의 물건들도 점차 제자리를 

잃어갔다. “어느 날은 신발장이 텅 비어있고, 어느 날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몽땅 사라진다. 유리컵은 이불 속에 숨어 있다 떨어져 깨지고, 행주와 

걸레가 뒤엉켜 밥솥에 들어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만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이성적이지 않은 일에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치매여서 그런 거라고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해보지만 분노는 쉽게 식지 

않고 터져버릴 것만 같다.  

 

5 시에 가서 9 시나 돼서 오는데 오면은 집이 난리가 나있어요. 다 

늘어져 있고. 이건 집이 아니라 이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아침에 

내가 싹 치워놓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들어오면서부터 화가 나는 거지.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나만 보면 지랄한대. 왜 나만 보면 지랄한다고 그러고 나만 보면 

소리지르냐고 그러고.(참여자 A) 

 

거리에 버려진 물건, 화단의 자갈, 비닐 봉지 등에 집착을 하는 배우자 



-81- 

 

때문에 집안은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참여자들은 일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배우자이기에 물건에 집착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쓸 수 없는 물건들이 집안을 잠식해 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결국 물건을 치우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배우자의 행동을 치매의 증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고집스런 

집착으로 치부하는 참여자는 이걸 왜 가지고 들어오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건의 

소용을 따져 물어가며 배우자를 다그친다.  

 

바깥에서 눈에 띄기만 하면 주워 들이는 거야. 쓰레기고 뭐고. 다 

주워와서 방에다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된다고 

야단하면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옷장 속에 깊이 다 넣어놨어. 쓰레기도 

갖다가. 뭐만 눈에 띄기만 하면 전부 갖다 넣는 증세가 한 동안은 

되더라고. (참여자 G) 

 

나. 자물쇠로 묶인 안전  

혼자서는 절대로 되돌아오지 못하면서 자꾸만 집을 나가려고 하는 

배우자의 안전을 위해 참여자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를 돌보면서 배우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밥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 

참여자가 잠깐 집안일을 하는 틈을 타 배우자는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만다. 밤이고 낮이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아 다니며 모든 

일상이 정지된다. 다행히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온 배우자의 몰골은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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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 안쓰럽고 미안하고 죄책감마저 든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도 깜박하고 잠그지 않은 대문을 열고 

나온 치매에 걸린 부인을 찾기 위해 남편은 주차장 관리 일을 멈추고 

아내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온 동네를 찾아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어느 날 한 겨울에도 이렇게 저녁 먹고 잠깐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그때는 한 2012년도 2월달인가 됐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집에서 입는 

티셔츠에다 추리닝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서 저녁 먹고 치울 세에 

나갔는데 세상에 다 찾아도 없어요. 금-방 없어졌어. 신고해서 

경찰들도 다 찾았는데.... 그래 그날 밤은 너무 춥고 그래서 다들 

이웃에서도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았으면 얼어서 죽지 못산다 

그랬는데… (중략) … 그래 데려오고 나면 그 후유증이 속에서부터 

나오더라고. 속이 찬 게 들어간 게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별 짓 

다하고 보약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다 하면 하여튼 

동서남북은 다 가서 찾았어. (참여자 G) 

 

그래 갖고 한번은 나가 가지고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때 내가 

심심하니깐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앉아서 잠깐 엎드려서 하는 

동안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야. 아주 귀신도 모르게 사라져요 … (중략) 

… 새벽이 되도 안 들어와.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치매진단 받기 전이니깐 경찰서에서 24 시간이 지나야 찾아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내가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밤새도록 

막 찾아 다니고...(울음 섞인 목소리) 그러다 날 새고 그랬더니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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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나 왔어. 7 시. 정신차려가지고. (울음) 몇 번 잃어버렸다 

찾았지.(참여자 A) 

 

그때 1 월달이었어요. 추우니깐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잠깐 가서 약 

타서 온다고 한 10 분쯤 약 타서 오는 사이에 와보니깐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그때 애들이고 요양보호사고 다 총동원돼서 이제는 

경찰서로 얘기해야겠다고 해서. 혜화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때 한 50 명 

내지 60 명 동원됐어요 … (중략) … 그 겨울에 1 월달이면 얼마나 

추워요. 광화문 파출소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깐 여기 코고 입이고 

완전히 다 넘어져서 상처가 입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집에 

와서...(참여자 B)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참여자는 배우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숨기고, 잠금 장치를 배우자 손에 닿지 

않는 위치로 변경해서 달았다. 열리지 않는 현관문에 매달려 분노를 

키워가는 배우자와 절대로 열어줄 수 없다는 참여자는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가려고 해서 집에 잠금 장치도 아주 인제 

못 따는 것, 정신병원 같은데 쓰는 잠금 장치를 아들이 신청해서 해 

놨는데 그건 더 못 견디더라고. 눈 앞에서 보면서 막 문을 

때려부수려고 하고 발로 차고 막 의자를 가져다 문을 저기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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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더 못 보겠더라고. 차라리 쫓아 다니는 게 낫지. 눈 앞에서 

나가려고 난동을 하니깐.(참여자 G) 

 

(3) 행복한 동행의 장소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최상의 돌봄 장소이자 

보람의 장소로 체험했다. 배우자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자 참여자에게는 그간 돌봄의 노고에 대해 인정을 받는 보람의 

장소이기도 했다.   

 

가. 최상의 돌봄과 임종 장소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최상의 돌봄 장소로 

체험했다. 치매환자가 환경변화와 낯선 사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참여자는 익숙한 환경이 환자의 상태와 치매 진행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설 『환각의 나비』에서도 할머니의 상태가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좋아지는 장면이 나온다.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더니, 사람도 살던 데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할머니가 기지개를 켜듯이 마음껏 느긋하고 만족스럽게 굴 적에는 옛날 

옛적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환자를 돌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으로 집만 한 곳이 

없음을 체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돌봐준다고 해도 

부부간의 책임감으로 수행되는 돌봄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전문적인 손길보다는 사랑의 손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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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는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배우자를 

돌보기에는 집만 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요양원에 보내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돈 한 백만 원만 주면 나야 

편하고 좋죠. 그 사이 한달 두 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환자는 

그것도 아니고 요양원은 보니깐 우리 아들하고 가봤는데 치매환자는 

치매환자들만 쭉 방에 오명 오명 모여있어요. 문 딱 잠궈놓고. 이건 

완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깐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선 걷고 다니니깐 하체 다리도 힘이 생겨가지고 좋아요. 여기도 

자전거 있지만 헬스 가서 자전거 이삼 십분 타고 공원에 가서 한 시간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걷고 뭐하니깐 하체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되고… 

그런데 방에다 딱 놓고 요양원이라는 게 밥 세끼 주고 간호사 여러 

사람 해서 봐서 다 그런거죠 뭐.(참여자 B) 

 

그렇지. 근데 그러더라고. 거기다(시설) 넣으면 말을 못해. 약을 독한 

놈 줘버리니깐. 우리 시누도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데 말을 못 하더라구. 

말을 못해. 암말도 못 하더라구. 시설은 안 되겠어. 안 돼. 넣은 

사람들은 조까 거기서 잘 돌봐주니깐 집에서도 편히 좀 거기다 

맡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난 내 몸이 

부셔져도 함께 죽더라도 어디다 맡길 마음이 없다고.(참여자 I) 

 

내가 왜냐 하니 거기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돌보는 것보다 잘 

돌볼 수가 없지 않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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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고 불안하니깐. 같이 있는 게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죠.(참여자 K) 

 

나. 보람의 장소 

한국사회에서 노년의 보살핌은 자기 삶의 진실성이 배여 있는 친숙한 

자기 거주의‘터’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비로소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공병혜, 이영의, 2009). 

노년에 자기의‘터’가 아닌 친숙하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사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을 최후의 보류이자 돌봄의 포기로 여겼다. 최선을 

다해 배우자를 돌봐왔더라도 요양시설에 모시는 순간 “결국 포기하고 

갖다 맡겨 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으로 평가 받는 주위 

치매환자 보호자를 보면서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 모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노고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체험을 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가능하면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고자 했으며 집이라는 공간은 그간 돌봄의 노고에 대해 인정을 받는 

보람의 장소로 체험되었다.   

 

여기 같이 나왔던 그이가 결국 요양원에 보냈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모시면 뭐 해. 결국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럼 누가 뭐 그 

고생을 알아주나요.(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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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된 시간 : 시간성  

1) 고진감래의 시간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고통을 넘어 성숙에 이르는 시간을 

체험했다. 배우자의 치매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참여자들은 낯설고 

고통스런 시간 속에 존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돌봄의 시간을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보답의 기회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받아들였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이 존재함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돌봄 체험은‘낯섦과 

고통의 시간’,‘채움과 비움의 시간’,‘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으로   

체험되었으며, 참여자는 배우자 돌봄의 시간을‘고진감래의 시간’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1) 낯섦과 고통의 시간 

참여자들은 치매환자인 배우자를 돌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놓여있음을 체험했다. 주변에서 

얻은 치매에 대한 정보는 참여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참말로 무서운 

병” 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참여자들은 병이 진행될수록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배우자를 보면서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하는 힘든 일상은 하루하루를 유난히 길게 느껴지게 했다.   

  

 



-88- 

 

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 

참여자들은 빠짐없이 챙겨온 제삿날을 잊어버리고, 어제 이미 다녀온 

은행을 다녀와야겠다고 집을 나서고, 아침에 김치를 담그고서는 김치를 

담그겠다고 잔뜩 장을 봐온 배우자를 보면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기억력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이 자연의 순리이니 배우자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깜박깜박 하는 건망증 정도로 여겼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도 배우자의 치매 증상을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당신은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다. 이만큼 살았으니 몸이라고 젊은 날 같겠는가. 

어디든 고장이 나도 나는 법이지, 여겼다. 이 나이에는 병하고도 친구가 

되어 사는 것이라고 여겼다. 아내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우자를 

마주하는 체험을 했다. 갈아입으라고 옷을 주면 그 위에 옷을 또 입고, 

외출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전화를 받는다. 

건망증 정도로 여기기에는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찾아간 병원에서 배우자를 치매환자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내가 봐 온 배우자는 너무도 똑똑하고 

정확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매라는 진단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은행 같은데 다니시는데 은행에 있는 걸 의심이 나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 정도로 가서 나 얼마나 잔고가 있나 맨날 빼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시고 처음에 시초는 그런 증세로 시작됐어도 치매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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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치매라는 건 그 때 

연세로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양반이라 인정을 안 했어요. (참여자 G) 

 

청천벽력과도 같은 치매진단 앞에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굽이굽이 고생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한 배우자를 보면서 노년에 

조금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자고 했던 말들이 생각나 이제 조금 

살만하니깐 찾아온 치매가 너무 야속하기만 했다.  

 

동생들 다 데리고, 나중에는 어머님 아버님 일찍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다 내가 모시다 돌아가시고, 시동생 장가보내고 우리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살려고 하니깐 치매가 와버렸잖아. 편하게 살려고 

하니깐. 편하게 살 때가 없었어 여태까지. 생각하면 진짜 불쌍하지. 

그래 내가 복도 없다고 하잖아 고생고생 많이 했어요. 장사하고 직장이 

없고 하니깐. 식구들이 여럿이니깐 먹고 살지도 못하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지. (참여자 F)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배우자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런 시간의 연속이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깐 어떻게 처음에는 막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치매 교육 받으러 댕기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깐 조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깐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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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가 좀 나아지더라고. 그전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가 반 

미친년 같았어. 밤에 막 바깥으로 뛰쳐나갈 정도였어. 속이 터져가지고.. 

(참여자 A) 

 

나. 하루가 여삼추  

매일 매일 전쟁과도 같은 일상 속에 참여자들의 하루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마냥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다. 눈을 뜨면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환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하나, 지하철을 타고 한 없이 

갔다 오나, 오늘 하루는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도, 극장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나와도 아직도 너무 길게 남은 하루 하루를 

체험했다.  

 

여름 같으면 더우니깐 지하철 타면 시원하거든. 지하철 타고 한 

4 시간 왔다 갔다 하고. 저 온양온천까지 갔다 오면 가는데 2 시간 반 

왕복 5 시간 걸리니깐 하루가 간다고. 여 대공원 같은데도 데리고 가서 

시간 보내고.(참여자 H) 

 

작년부터는 전철 타고 모시고를 못나갔어요. 한 두 정거장 가면 

그때서부터 내리는 거야. 사람들 내릴 때마다 따라 내리는 거야. 그 

안에서 붙잡고 실갱이를 하고. 시간 때우느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붙잡고. 그 뒤로는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그냥 동네서 돌아다니고 

극장에는 가면 한 두 시간씩 앉아있으면서 아무 반응도 없이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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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고 하니깐 앉아서 있었지. 영화를 보는데 머릿속에 하나 남지 

않으면서 가자는 거야. 근데 극장도 프로가 몇 개뿐이어서. 낙원상가에 

실버 극장이 있어요. 옛날 허리우드 극장. 매일 본 거를 매일 이라도 

가서 앉았다가 오는 거야.(참여자 G) 

 

댕기는 걸 좋아해. 어디 가서 30 분을 못 앉아 있어. 그래서 노상 

걸어야 돼. 노상. 오늘은 어떡하나 지하철을 타고 한 없이 갔다 오나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지.(참여자 C) 

 

(2) 채움과 비움의 시간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지난 날의 과오를 만회하고 그간의 

고마움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간으로 체험하였다. 또한 더 

나은 돌봄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황을 헤쳐나가는 

체험을 하였다.   

 

가. 보답과 반성의 시간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한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설 

『낮잠』에서도 아내와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내를 위해 해준 게 없었던 

지난 날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다. 이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반성이자 이렇게 밖에 살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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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 년 가까이 아내와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살가운 표정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런 기분이었던 

겁니다 … (중략)… 왜 그랬는지, 그렇게 모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이 나이가 되어도 

모르겠어요. 『낮잠』 

 

이러한 반성을 통해 참여자들은 돌봄을 그간의 고마움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조금 늦긴 했지만 그 

동안 아내를 위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아내에 대한 

보답과 함께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간다. 『아내에 대한 10년간의 

치매간병실화』에서도 평생 처음 아내에게 장미 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  

 

아내는 꽃도 쥘 수가 없다. 내가 손으로 꽃대를 잡고, 얼굴 가까이 

보여주니 아내는 장미꽃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표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을 보여주었다. “장미” 한 송이지만, 내가 

살아온 평생 동안 아내에게 바치는 “장미꽃 한 송이”가 이번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었다. 붉은 장미는 “사랑과 존경”을 뜻한다고 한다. 

내가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여보 미안해” 하고 사과했다. 이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그대도 아내에게 평생 동안 늦게나마 

“장미꽃”을 손에 쥐어 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내에 대한 

10년간의 치매간병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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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는 젊은 시절 바쁜 나날들 속에서 배우자의 어려움을 

무심함으로 일관했던 자신에 대해 후회했다. 그때는 이해 할 수 없었던 

배우자의 행동이 이제야 작은 변화 하나 하나가 의미 있게 보여 지금 이 

사태가 나의 불찰과 무관심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죄책감에 

마음이 아프다.  

 

내가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진 것 

같다. 따뜻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나에 

대한 죄책감. 먹고 살겠다고 가족들 생각하고, 두 아들 공부시켜야 

한다고 회사 일만 하고 신경쓰다 보니 어느덧 환갑이 넘었고 당신한테 

소홀히 한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 같다. 모든 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 같다. (참여자 J)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 

극복해내려고 노력한 흔적을 마주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시리도록 아팠다. 그래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돌봄을 지난 날의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간으로 체험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내가 노력했던 흔적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이든지 메모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해서 노트와 달력에 

심지어 광고 전단지의 빈틈에도 집주소와 자식들 연락처를 빼곡히 

적어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치매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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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게 필요한 삶의 쉼표 

참여자는 더 나은 돌봄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체험을 했다. 환자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 모임이나 치매환자 가족모임에 참석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돌봄에 

대한 정보도 얻을 뿐 아니라 위안과 공감을 받으면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나갔다.  

 

산에 가서 심호흡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거기 갔다 

오면 그래도 많이 혈압도 가라앉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운동가서 하는 거 그런 것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밤 9 시 되면 이 방에 가서 아령도 50 번 이상 하고. 운동도 계속 

하니깐 그런대로 좀 몸이 유지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어요. 

(참여자 B) 

 

그래도 교회 봉사부장 하면서 즐겁게 하니깐 그게 낙이지 내가 무슨 

낙이 있어. 모든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푸는 거지. (참여자 A) 

 

나도 관절 타이치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번만 나가거든. 동의보감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스트레스 해소해야 할 테니깐. 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아휴 어머니 스트레스 해소하게 노래방 가깝고 

그러니깐 롯데 백화점에서 문화센터에 좀 다니시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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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거기에 나가고. 내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거기 가서 노래나 

부르고 그런 저거죠 뭐.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참여자 L) 

 

(3) 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상태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낫는 병이 아니라고 

하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배우자를 돌본다. 주위에서는 부질없는 희망이라면서 오히려 

돌봄의 힘을 아껴 자신의 건강을 돌보라고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아직도 배우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행복이자 희망이라고 

여기며 실낱 같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이대로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 한 켠에는 잘 관리하다 

보면 좋은 약도 나오고 치료법도 개발되어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체험을 한다. 

 

가. 지성이면 감천  

참여자들은‘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면 결국엔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고 환자 자신이 할 수 없는 치매와의 투병을 

보호자인 참여자가 대신해 나갔다. 주위에서는 치매는 암이나 다른 

질병처럼 완치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냐고, 

자신의 건강도 생각하라고 말을 하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자들은 아직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96- 

 

것이 행복이자 희망이라고 여기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성을 다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하늘도 감탄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돌봄을 수행하였다.  

 

손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식들은 나보다 더 현명해서 한마디로 

어머니가 치매를 걸리면 이것이 빨리 낫지 않는 거다 이걸 미리 

감지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깐 딸들이고 아들이고 체념한 것 같고. 

나는 혹시 나마 이것이 극적으로 나을 수 있지 않은가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깐 내가 이렇게 뭐하면 아버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 나을 수도 없고 이래 뭐하니깐 

그러니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나야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참여자 B) 

 

영화 『노트북』에서도 치매에 걸린 아내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 젊은 

시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읽어주는 남편에게 의사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남편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읽어주면 

기억을 한다고 말하자 의사는 노인성 치매는 불치의 병이라고, 어느 선을 

벗어나면 기억을 못하게 되니 허황된 꿈은 버리라고 말한다. 남편은 

의사에게 “고마워요, 박사. 하지만 이런 말도 있잖소. 과학이 닿지 않는 

곳에 기적이 있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참여자들도 불치의 병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라는 힘을 통해 계속해서 현실의 벽을 

두드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참여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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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노트북』에서도 비록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토록 

바라던 아내의 기억이 돌아와 자신을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결국에는 지성이 하늘에 닿는 장면이 나온다. 

 

나. 지금 이대로가 가장 행복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니라 더하지만 않으면 

좋은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대로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하며 운동을 하고, 치매지원센터를 다니고, 같이 

밥을 먹는 소소한 일상에의 행복을 만끽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병을 잘 

관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약도 나오고 치료법도 개발되어 배우자가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체험을 했다.  

 

사람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정도면 딴 사람들 심한 사람에 비하면 난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지. 더하지만 않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참여자 

H) 

 

지금도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60% 이상은 나으면 더 말할 수 없이 

아주 좋지만 뭐 그렇게 설령 안 되도 이 상태에서 현상 유지만 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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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만 진행이 안됐으면 더 바랄게 없고 

좋아지면 더 좋고. 어떻게든 운동이라든가 뇌 운동을 시켜서 (진행이) 

되더라도 서서히 되면서 자식들 알아보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사람들과 즐겁게 생활을 

하면 진행이 많이 늦어지면서 또 그러다 보면 약도 나올 게 아닌가. 

(참여자 J)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자기만의 돌봄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방문요양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웃음치료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 메모하기, 꾸준히 걷기, 

화를 내지 않고 달래기 등 배우자 맞춤형 돌봄자가 되었다. 배우자 

상태의 호전을 경험한 참여자는 돌봄의 자신감을 얻어 배우자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체험된 타자: 관계성  

1) 빈 둥지 속 노부부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깊어진다. 영화『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도 자녀들은 찾아오지 않고 

아픈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는 삶 속에서 주인공은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다시 부부로 돌아왔다. 가족이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주 찾아 뵐 거라는 말만 하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내비친다. 연구 

참여자들도 아픈 배우자를 돌보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는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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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과 서운함임을 경험한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은 나이가 들면 부부 

말고는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으며 이는 

빈 둥지 속에 노부부만이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현실을 직면시켰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여겼으며, 동시에‘부모로서의 도리의 부조화’의 경험으로 

체험되었다.  

  

(1) 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배우자가 

삶의 남은 여정을 자신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을 

죽음과 결부시켜 생각하니 비록 치매환자이긴 하지만 지금 살아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삶의 역사 속에 밉지만 살아온 정과 

배우자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으로 배우자의 마지막 남은 생의 행복을 

바라며 동행을 한다.  

  

가. 존재 자체의 소중함 

참여자는 돌봄 체험을 통해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홀로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도 

낳지만, 살아서 지금 함께 있다는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이라는 백년가약의 맹세 앞에 부부로 맺어진 

인연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동고동락해 오면서 영원히 

함께 함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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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간실존의 한계상황에 대한 경험이다.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을 주변 친척과 

친구와의 사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고, 신체적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내 옆의 배우자를 보면 부부라 해도 언젠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내에 대한 10년간의 

치매간병실화』에서도 “부부라 해도 영원할 수 없으며 한 날 한 시에 

생을 마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두고 살아있을 때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갈림 길목에서 부부의 정이 

완숙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고 말하고 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는 치매에 걸린 아내가 암이라는 또 

다른 병에 걸려 생(生)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데,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 아내를 그 길로 영영 혼자 떠나 보내야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주인공은 힘들고 괴로워하며 “저 사람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 “기나긴 세월 아내와 나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혼자 남는 게 두려웠다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다네. 긴 세월 우리는 함께였으니깐.” 그가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처럼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길고 긴 돌봄 끝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그래도 

아직은 둘이 함께 라는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감정이기도 하다.  

영원하지 않음과 두려움은 참여자들에게 비록 치매환자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살아서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어진다. 

특히, 돌봄 과정 중에 배우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재를 경험했던 참여자들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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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처럼 비록 치매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되고, 허전함이 달래지며 마음이 편해지고 비로소 함께 존재하고 

있음이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체험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은 소망과 의지로 이어지며 

배우자를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재가에서 돌보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좋은 점은 지금도 벌써 이것이 3년 4년 전에 돌아가실 사람인데 지

금도 살아있으니깐 그나마 어디 가서 집에 와서도 이렇게 비록 환자가 

되지만 날 반겨주고 있으니깐 난 고맙죠. 그런 면에는 사람이 죽음하고 

삶하고는 같이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전에 병원 

한 2년 이상 쭉 이렇게 있고 뭐 할 적에는 어디 갔다 집에 오면 나 혼

자고 내가 그릇이나 밥 먹다가 가만히 두면 고 그릇 그대로고 그러니

깐 사람이란 게 적막하거든요. 또 살맛이 없고. 또 집에 들어와보지도 

않고. 그래도 그 집에 있다는 거 자체가 행복하고 그나마 이 정도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뭐하니깐 아주 고맙게 생각하

고 만족해요.(참여자 B) 

 

근데 앞으로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요양원이나 이런데 보내고 싶지 않고 왜 

적적하고 그러면 힘드니깐. 내 일기장에서 봤듯이 신경 쓰고 혼자 있다 

보니깐 암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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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옆에 있으면 그래도 보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내 스스로가 만약에 잘못 되가지고 소변을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고 같이 있어야만이 해가 덜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참여자 J) 

 

나. 측은 지심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상실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을 체험했다. 

어린 시절 6.25전쟁을 겪으며 용케 살아남은 자에게 전쟁이 남긴 상처는 

가난이었다. “당장 목구멍에 밥술을 떠 넣는 것도 어려운” 가난은 참으로 

버거운 삶으로 이어졌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시절의 아픔을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가 않다. 물려줄 

게 없어서 물려주는 게 가난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로지 

자식들에게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삶을 헌신해 온 남편과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시부모와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로 고생만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한 부인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제 조금 편안히 인생을 누릴만한 때가 왔는데... 한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물어가는 배우자의 인생이 

안타깝고, 안타깝기만 하다.  

 

측은하죠. 안됐다는 생각 들죠. 고생만 하고 얘들 뒷바라지하고. 

나이가 70 이 넘어서 좀 남같이 구경도 많이 못하고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이래 되니깐 황당하죠. 아주.(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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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 똑똑하고 매사에 정확하며 누구보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 배우자가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꽉 막히고 생각할수록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생각. 안됐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해줘야 겠다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참여자 K) 

 

기억의 상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자와 연결된 많은 것들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녀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이제 더 이상 배우자의 삶 속에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한평생 부부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많은 추억, 소중한 순간들을 모조리 잊고 결국에는 좋은 

기억하나 갖고 가지 못할 배우자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우리 아저씨가 젤 불쌍치. 진짜 영감이 젤 불쌍한 거지. 병이 

안 들려야 되는데 저 안 좋은 병이 들어서 지금 모르잖아. 좋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친구도 모르고 뭐 그냥 먹고 둘러보고 그거지 뭐. 

그러니 놀러도 좋은 데도 못 가고 마음이 아프지.(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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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무와 헌신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 집안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돌며 자신의 

삶만을 즐긴 배우자의 질병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혼자서 

배우자의 몫까지 감당하면서 살아온 삶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치열한 

삶이었다. 배우자가 짊어지지 않는 부모라는 의무를 짊어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배우자의 질병은 자녀들에게도 환영 받지 못한 

질병이다. 배우자의 문제행동으로 힘든 일상을 겪게 되면 “젊어서도 

고생시키더니 나이 들어서 이젠 병까지 걸려서 고생시키는” 배우자가 한 

없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런 참여자에게 배우자 돌봄은 의무 그 

자체이다. 그것은 마치 키케로가‘육체의 거푸집에 갇혀 있는 한 해야만 

하는 의무와 힘든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삶’으로 표현했던 어쩔 수 없는 

의무였다.  

 

미운 생각 있지 왜 없어. 그럼, 미운 생각 있지. 그렇게 술 쳐먹고 

다니더니 병신 돼 갖고 그렇게 들어 앉은 게 다 죄 받아서 그런다고 

어쩔 땐 화딱지 나서 퍼붓지. 퍼붓고 나면 아이구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구 그까짓 거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나 조금만 희생하면 

편하게 둘이 같이 사는데 그러면서... (참여자 C)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은 그토록 밉고 원망스러웠던 배우자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안에 멍하니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세월이 지나면 쌓이는 게 정이라고 했다. 참여자들은 그간 

살아오면서 고운 정 보다는 미운 정이 더 많이 쌓였는데 밉든 곱든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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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내듯 툭툭 털어지지 않는 게 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돌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내 짝인데 하는 

생각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독여 가며 배우자를 돌본다. 참여자들은 

의무로만 여겼던 돌봄을 배우자에 대한 연민과 정으로 인해 헌신하게 

된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헌신과 희생임을 깨닫는다.  

 

그래도 살아온 정이지 어쩔 수 없지. 자식 낳고 산 사람이니깐.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지. 나도 내가 부모가 있어가지고 호강하고 

살았으면 벌써 어디 도망갔겠지. 그런데 젊어서도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는데도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못 갔어. 우리 애들 내가 버리고 

가면 나 같은 짝 날까 봐. 부모 없이 지아버지 혼자 키우면 애들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속 썩고 살고 참고 살았는데. 늙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니깐 어쩔 때는 내버리고 가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아. 

그랬다가도 아휴 내가 버리면 저 사람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 들어서 

못 버리는 거야. (참여자 A) 

 

그 여자가 나보고 밉지 않느냐고. 할아버지가 밉지 않냐고. 밉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미워한들 뭐하고 불쌍한 생각만 드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기억 하나 아무것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참여자 G) 

 

(2) 부모로서의 도리의 부조화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돌봄의 문화는 효 규범에 기초한 가족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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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으로 자녀들이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특히, 자녀 중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부양에 대한 기대가 큰데, 

“딸네 밥은 서서 먹고 아들네 밥은 앉아서 먹는다” 는 속담처럼 소설 

『환각의 나비』에서도 “노후를 아들에게 의탁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불쌍하고 떳떳지 못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 이라고 하며 우리 사회의 

돌봄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점차 약화되어 이미 자녀세대에서는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돌보는 것을 가족의 당연한 책임이자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노인들 역시 가족부양을 당연시하지 않는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자녀세대 보다는 가족부양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돌봄 

문화의 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미안함과 동시에 부모이기에 서운함을 느꼈다.  

 

가. 책임감과 미안함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돌봄이라는 짐을 

자녀와 나눠지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자라 

온 자녀에게 향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늘 미안함이다.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호강하고 살았을 텐데, 남들처럼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아픈 노부모를 돌봐달라고 손 내밀기가 

쉽지 않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도 자녀에게 미안해서 쉽게 손 

내밀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진다. 엄마가 두통 때문에 기절하기도 

하는 모양이라고 전해들은 큰 아들이 시골집에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 

물어보면 엄마는 “별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것다. 여그 걱정은 말아라. 두 



-107- 

 

늙은이 살림에 뭔 일이 있것냐. 너그들이나 잘 지내라” 라고 말한다. 

자녀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고 기대는 것이 미안해 늘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엄마 어법” 을 자녀들은 무심히 지나친다.     

또한, 부모의 치매가 자녀의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고 걱정스런 마음뿐이다. 특히, 자녀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참여자들은 배우자 돌봄을 철저히 자기 몫으로 여기고 “저들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자녀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저 잘 살아주기만을 바란다.  

 

얘들이 알까 봐 힘들지. 내가 될 수 있으면 얘들이 신경 쓰잖아. 저 

살기도 힘든데 내가 아버지 이렇다 하면 괜히 또 신경 쓰잖아. 그런 

이야기 안 하지. 아버지 이렇게 정신 없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참여자 H) 

 

나. 쉽게 접어지지 않는 돌봄에 대한 기대  

참여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돌봄 기대를 접는 것이 그리 쉽지도 않은 

일임을 체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의 젊은 시절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최고의 노후 준비였던 시대였다. 특히나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었고, 아들의 성공은 가문의 성공을 의미했다. 그리고 

성공한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노후부양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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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경제적 자원의 축적이라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결혼 시키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원은 축적하지 못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 기대도 할 수 없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면서 살기에는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형편 속에서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초라하고 한심스러움을 느끼지만 나만이 자녀의 

부양을 못 받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변한 것이라고 격세지감에 대한 

다름 아닌 자기위안을 해본다. 박민규의『낮잠』에서도 자녀들의 

부양의지가 약화된 현실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빠 자주 찾아 뵐게요. 가식인지 진심인지 눈물을 훔치던 

딸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서울에서 두어 시간 거리긴 해도 아이들이 

오는 건 일 년에 한두 번이다. 잘 키웠다거나 잘못 키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세상이 변한 거라 믿고 있다. 원망도 미련도 없다. 

기다림도 없다. 냄새가 난다며 오지 않던 손자들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낮잠』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한참 아들 가르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 가르칠 때는 우리 아들이 

60 년생이거든요. 지금 쉰 여섯인데 내가 농담으로 난 아들 의사 

가르쳐 놓으면 금 방석에 앉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저길 했는데 그래도 

그게 힘이고. 아들 하나라도 정말 자식들 많진 않아도 우뚝 세워서 

그게 기둥이고 힘이고 저희 소리 없이 잘 살아나가면...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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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돌봄 기대를 접기에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살았던 젊은 날의 보상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쉽게 접을 수가 없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서운함과 

괘씸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아들한테 얘기 할려고 하니 아들이 알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자 쪼금 얘기를 비췄더니 별로 신경들 쓰지를 않더라고. 

괜히 나 혼자만 굉장히 괴롭지. 내 생각에는 아들들이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들들 말은 잘 듣거든. 여태껏 살면서 아들들한테 

화한 번 신경질 한번 안 냈으니깐.(참여자 J) 

 

자식에 대해 속으로 괘씸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들이 이럴 수 있어? 

젊었을 때 같음 야! 하지마 하지만 난 늙었는데… 섭섭하다… 니들 

너희대로 살아라. 나 자식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내가 신경 

쓰면서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 그러한 심리가 작용해서 

이런 거지.(참여자 K) 

 

더욱이 참여자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는 많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번 들여다봐주는 것인데 이 조차도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진다. 『아내에 대한 10년간의 치매간병실화』에서는 “전 세대의 

늙은 부모들은 자식들의 홀대 속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정을 잊지 않고 

언제 또 볼 수 있으려나 하고 한탄만 토하며 쓸쓸히 황혼 길을 가고 있다.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며 자신들의 생활에만 도취되어 부모지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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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소원하게 하고 있다.” 라고 자녀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소설 『곰이 산을 넘어오다』에서도 자녀가 한 번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과 그렇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다 준 거예요. 걔들은 캠루프스 시에 사는 데 

다 쓰지도 못할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 보내죠. 차라리 그 돈으로 한번 

보러 오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곰이 산을 넘어오다』 

 

맘 적으로 한번이라도 와서 좀 들여다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혼자 

생각이… 아들한테도 그런 말은 안하고. 그래 인제 혼자 생각하면 혼자 

눈물이 딱하고 불쌍해.(참여자G) 

1) 몰이해 vs 동병상련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돌봄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경험했다. 배우자의 치매사실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에는 치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감내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익숙한 생활 세계에서 마치 이방인이 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치매환자 가족모임과 같이 

돌봄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체험하기도 했다. 또한 이웃 사람의 관심과 도움, 존경의 시선을 통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참여자들에게 주저앉고 싶은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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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자신을 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여겨지게 했다.  

 

(1) 억눌린 이방인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돌봄 토대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돌봄 문화의 

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을 받는다. 예전에 비해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치매라는 

낙인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을‘낙인의 무게에 억눌린 존재’, 

‘초라해진 존재’로 여기는 체험을 했다.  

 

가. 낙인의 무게에 억눌린 존재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치매라는 낙인으로 주위와 멀어지는 

낙인의 무게를 체험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치매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뜻 알리지 못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불리던 치매라는 질병이 배우자에게도 왔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낙인의 무게에 치여 행여 치매환자를 데리고 사는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병이 진행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매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낙인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연락을 하던 친구들이 치매라는 것을 

알자 하나 둘 연락이 끊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웃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낙인의 무게에 점점 억눌려 

가는 것을 체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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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남자가 나보고 그래. 내가 지나가니깐 왜 인사도 안하고 

지나가요? 그러는 거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 아저씨가 저러니깐 저것들도 나를 우습게 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옛날 생각만 하고 말이 이상하게 나가잖아. 

그러면 지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참여자 A) 

 

예. 알아요. 친구들도. 그 알려야죠. 알고. 내가 얘기하고. 뭐 숨길 

필요 있습니까? 다 알고 그러니깐 내가 느낀 것이 그전에는 이 양반 

친구도 많고, 아프기 전에는 노래교실도 가고 어디 문화원 같은 데도 

가서 강연도 듣고, 친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딱 뇌출혈 받고 이렇게 

치매 있다고 하니깐 친구고 뭐고 싹 멀어지는 거야. 아예 전화고 뭐고 

다 차단하고...(참여자 B) 

 

나. 초라해진 존재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초라해진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둘이 살면서 배우자를 돌본다는 것은 

신체적 돌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대방이 해왔던 일까지 모두 

걸머지는 것이었다. 남편을 돌보는 배우자는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책임져야 했고, 아내를 돌보는 배우자는 아내를 대신해서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하며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사회활동을 하며 돈을 벌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어왔는데... 상대방의 

몫이었던 일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부부로서 같이 살아왔지만 서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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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너와 나의 세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의 

세계, 여성과 남성의 세계... 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남편에게 가게 

주인은 마치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마냥 “부인은 집에서 뭘 하고 

아저씨가 시장을 보느냐?” 고 묻는다. 길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부인에게 

사람들은 “남편은 뭘 하고 이 시간까지 과일을 팔고 있냐?” 고 묻는다. 

참여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초라한 시선 속에 “자식들은 다 

뭐하고...” 라는 말이 생략된 것 같아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느낌도 받는다. 

자신이 초라한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루 하루 힘든 

삶에 무게를 더 실어준다.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치매 그러면 답답하지. 남들 

보기도 그렇고 내 자신도 초라하지…(참여자 H) 

 

장을 보러 가면 집 사람은 뭐하냐고 그래요. 아프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그래요. 말은 아저씨가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장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그래요…(참여자 B) 

 

(2) 진정한 돌봄의 영웅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돌봄에 대한 위로와 

인정, 그리고 존경의 시선을 경험하였다. 배우자 돌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지속해나가는 참여자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을 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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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로와 인정 

참여자들은 치매환자 가족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했다. 가족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다른 치매환자 

가족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만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배우자에 대한 원망도 많았는데 다른 치매환자 

가족을 보면 그래도 나는 이만하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해주기도 했다.  

 

교육을 받아봤는데 얘기를 서로 교환해보니깐 별 사람이 다 

있습디다. 어떤 치매환자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우는 환자가 있고.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다 아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봐서는 우리 집사람은 아주 양호한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내가 

좀 위로가 되데요. 나는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항상 밑에 보고 살아야지 위에 

보면 한이 없죠. (참여자 B)  

 

또한,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환자의 돌봄에 대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벌써 딴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에요” 

라는 말을 들은 참여자는 그간의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희망과 보람을 체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주위로부터 존경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존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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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은 남편 돌봄자들이 더 많이 체험하였다. 이는 오랜 가부장적 문화가 

만들어낸 여성과 남성의 생애 경험의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랜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과 남성의 생애 경험의 차이를 만들었는데 이 중 

가장 큰 차이가 돌봄 제공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은 압도적으로 

돌봄 제공자였기 때문에 부인의 돌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남편의 돌봄은 현실 속에서나 의식 속에서나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로 여겨지게 된다. 더구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오랫동안 병시중을 하다 보면 소홀히 대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매일 매일 같이 운동을 다니거나 치매 치료에 같이 참석 하는 

것을 보면 그 한결같음에 돌봄의 대단함이 더해진다. 영화 

『아모르』에서도 몇 년 동안 아내를 한결같이 돌보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이웃집 남자는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말한다. 『아내에 대한 10년간의 

치매간병실화』에서도 “산책 아줌마들 일행은 매일 같이 운동하는 우리 

부부를 보고 아이 딱해라, 어쩌면 좋아? 아내는 환자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을 만나, 노년에 이런 사랑스런 대접을 받아 제일 행복한 

여성이라고 찬사를 했다. 나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와 같이 중환자인 

아내를 위해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면서 아내가 해야 할 몫까지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담은 존경의 시선은 참여자들에게 돌봄의 

힘이 되었다.  

 

나. 돌봄의 지원군  

예측할 수 없는 배우자의 행동으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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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면서도 혼자만 끙끙거리며 고민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돌봄의 힘을 소진시키는 고통으로 체험되었다. 옛말에 병을 

고치려면 병을 알리라는 속담이 있듯이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참여자들이 왜 회사 회식에 참석하지 못했는지, 

왜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못했는지, 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등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받게 되었다.  

 

나도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뭐 하니깐 그걸 앎으로써 하다 못해 

모임 같은 것도 아 그래서 안 나왔구나. 또 친구들도 등산을 가자 해도 

등산도 안가는 원인이 거기 있구나. 친구들도 알고 뭐하기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친구들은 도움 많이 줘요. 환자도 좋지만 보호자가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깐 어디 뭐 등산도 나오고 또 참 농담 겸 

해서 어디 가서 여자들하고 막걸리도 한잔씩 먹고 하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도 있어요.(참여자 B) 

 

이처럼 주위에 치매 사실을 알리는 것은 힘든 돌봄 상황에 놓인 

참여자의 처지를 이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도움으로 

이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였다. 배우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웃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기도 하고, 입맛이 없는 참여자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며, 지친 참여자의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든든한 이웃 덕분에 참여자는 돌봄의 힘을 다시금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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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할아버지 지금 나왔어 알려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지. 

할아버지 갔어. 빨리 나와 이러고. 여름 같은 땐 더우니깐 잠가야 

되는데 문도 못 잠글 때도 있잖아 사람이...(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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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보여주는 영화, 소설, 수기 등 

다양한 자료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드러난 의미를 중심으로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의 일상에 지쳐가는 몸을 체험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는 것부터 대소변 보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참여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유지되지 않는 돌봄의 현실은 배회행동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이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은 육체적 피로와 수면 부족이 누적된 생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늙음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반 박자 늦은 돌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돌봄의 

일상에 지치고 지쳐 닳아 없어질 것만 같은 몸이 오히려 점점 단련되어 

가면서 건강해진 몸을 만나는 뜻밖의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자신을‘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규명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체험하고 있었다.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는 

나가고 싶다고 손을 내밀 수도, 주위에서 내민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매일의 일상으로 

마치 기계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한 또 다른 힘겨움은 나의 삶이 존재하지 않은 공간 속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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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자처하면서 

점차 참여자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였던 집이라는 공간을 치매노인에게는 

최상의 돌봄과 임종장소로 여기게 되었으며, 자신에게는 그간의 돌봄에 

대해 인정을 받는 보람의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집은 더 

이상 절망만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점차 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체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낯설고 

고통스런 시간 속에 존재하였다. 배우자의 치매진단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으로 치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배우자의 행동은 치매라고 말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참여자들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돌봄의 시간을 평생 동고동락해 온 배우자에게 그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보답과 만회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이 

배우자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돌보는 마음에는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과 지금 이대로 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참여자들은 실낱 같은 희망이 존재함을 보았고, 이는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참여자들에게 

돌봄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만이 아닌 희망과 성숙의 시간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부부로서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체험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던 자녀들은 모두 

둥지를 떠나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은 거리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먼 존재가 되었다. 노부부만 남은 둥지에서 참여자들에게 배우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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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이지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며, 

돌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우자의 남은 생의 행복을 바라게 되는 

인생의 동행인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차가운 주위의 시선을 체험하였다. 

돌봄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진 주위의 편견과 낙인의 무게는 더 이상 

돌봄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참여자를 고립시키고 억눌리게 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다른 치매환자 가족을 만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전해주는 

위로와 공감으로 정신적 치유를 체험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위의 

돌봄에 대한 인정과 존경어린 시선을 받으며 자신이 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체험을 했다.  

이처럼 치매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돌봄 체험은 부부라는 인연 위에 

놓인 돌봄의 무게를 감내해 나가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에게 부부라는 

인연의 끈은 돌봄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고 돌봄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하는 돌봄의 당위성이 되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에게 돌봄은 

배우자로서 당연한 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돌봄을 통해 참여자들은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보고, 헌신 속에서 성숙해가는 자신을 만나는 

또 다른 삶의 여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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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해 그‘현상’과‘의미’를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도출된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돌봄 체험은 노년의 일상적인 삶으로 

환원되기에는 다양한 존재의 방식을 요구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배우자 돌봄을 통해 자신을 마치‘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인식하였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돌봄의 일상 

속에서 참여자들은 때때로 늙음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를 직면하였다. 

이는 순간 순간 돌봄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돌봄으로 인해 지쳐가는 몸에 대한 이중적인 체험이다. 

이는 본 연구자가 제시했던 가정과 선이해 중에서‘노년기의 특성상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소진이나 육체적 위기 

등으로 보고되어 왔다(백주희, 2007; 한경혜, 이서연, 2009).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체험한 신체적 부담은 늙음으로 인한 한계가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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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배우자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규명된‘뜻밖에 얻어진 건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에게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곧 자신의 삶을 멈추는 일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뜻밖에 건강해진 몸 상태를 

체험했다. 배우자에게는 치매 치료이고 참여자에게는 치매 예방이 되는 

건강한 동행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치매환자와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집이라는 공간을‘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체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점차 치매가 진행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자 매일 매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을 해나가는 곳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배회증상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안전을 

명목으로 자물쇠를 채워나갔다. 이는 영화와 소설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 특히 며느리가 치매노인을 세상과 철저히 격리시키고 배척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박완서, 2006)과는 다른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설과 영화에서 자물쇠로 잠긴 공간은 돌봄 

제공자의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규정되며, 돌봄자의 자유와 

맞바꾼다는 의미에서 주 가족 돌봄자와 다른 가족 돌봄자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자물쇠로 잠긴 

공간은 혼자 밖으로 나가서 다치고 돌아오는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미안함으로 인해 배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자, 밖으로 

나가서 혹여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배우자를 상실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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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두려움, 사별로 인한 삶의 힘겨움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해주는 

공간으로 체험되었다. 이는 다른 가족 돌봄자와 달리 배우자 돌봄 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으로 집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의 돌봄을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돌봄이라는 것은 신체적 활동인 노동의 성격과 정서적, 

관계적 특질을 동시에 내포한 복합적 활동이기 때문에(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선우덕, 2001) 친밀성과 유대감, 감정적 교류를 필수적으로 

내포하는 감정노동의 측면이 충족되어야만 형식적 돌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시설 돌봄보다 가족 돌봄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가족 돌봄에 기대되는 이러한 정서적 관계적 측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노년의 보살핌은 친숙한 자기 

거주지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는(공병혜, 이영의, 2009) 돌봄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 살면서 스스로 돌보거나 

혹은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인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공선희, 2008; 정경희 등, 2005)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자들의 재가 돌봄의 선호는 자연스럽게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흔히 시설 돌봄에서는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돌봄을 책임지며, 공감과 환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등과 같은 돌봄의 가치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124- 

 

자리잡고 있다(Glenn, 2000). 참여자들은 주변에 요양시설에 모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목격하면서 시설에 입소하면 종국에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몰라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돌봄은 타인을 

염려하고 책임을 지는 노동과 애정이 결합된 활동이기 때문에(Finch & 

Groves, 1983) 시설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돌봐준다고 해도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부부간의 책임감을 넘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는 

재가에서 부인을 돌보는 배우자가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용가능한 서비스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박소영(2013)의 연구결과와 

가족에 대한 신뢰와 가치에 대한 믿음은 시설 돌봄에 대한 선호와 

반비례하는데, 가족가치와 신뢰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에 시설 돌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보고한 공선희(2007)이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두드러짐을 볼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요양시설에 

모신다는 것은 결국 돌봄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곧 

지금까지의 자신의 노고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체험은 배우자를 시설에 

모시게 될 경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죄책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가족 돌봄이라고 해서 항상 

애정 어린 것도 아니고, 시설 돌봄이 모두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족 돌봄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은폐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이 유일한 최선이라는 사회적 관념은 노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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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선희, 2007; 이순미, 김혜경, 

2009; Hooyman & Gonyea, 1995). 따라서 시설화의 과정에서 

부양자들의 선입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고통을 넘어 성숙에 이르는 시간을 

체험했다. 고진감래의 시간으로 규명된 돌봄 체험은 불안과 초조,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을 초월하여 돌봄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전환’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대처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돌봄을 배우자에 

대한 보답과 반성의 기회이자 시간으로 여겼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돌봄을 통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체험은 돌봄 

경험이 돌봄자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 가족과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삶의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며, 인내심과 같은 인격적 자질발달과 개인적 

성장 및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김용재, 

현경자,  유정화, 2004; 윤성은, 한경혜, 2002)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지금 

이대로가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체험하면서 희망은 인내했을 때 싹트는 

것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돌봄의 긍정적인 경험은 치매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rlawish et al., 2003). 

돌봄 긍정감을 증가시키는 것은 돌봄자 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자를 대상으로 하여 

돌봄 긍정감을 강화 시키기 위한 교육 및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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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기존의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질병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돌봄자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김용재, 현경자, 유정화, 2004) 돌봄자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돌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돌봄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돌봄의 긍정적 측면의 발견이나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돌봄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 부부 말고는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는 빈 둥지 속에 노부부만이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현실을 직면시켰다. 흔히 노년이 되면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 때문에 지난 날의 삶의 과정보다 

배우자를 더 간절하게 생각하게 된다(김지선, 2008; 이혜원, 2000). 

김지선(2008)은 노화에 따른 건강상실, 경제적인 빈고, 외로움,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노년기 부부는 배우자를 “삶의 유일한 비빌 언덕” 

으로 여긴다고 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을 상실한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해 

하면서 돌봄을 수행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진술한 것처럼 비록 

치매환자이긴 하지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는 감정은 

미안함과 서운함임을 경험한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키워 온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부모가 치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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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자녀의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자녀들이 그저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이순미와 김혜경(2009)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결혼해서‘저 갈 길 가서 잘 

살고 있는’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자녀의 출세가 최고의 노후준비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는데 노년에 병에 걸려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녀들에게 부양의 기대도 할 수 없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면서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형편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효 사상이 

희박해진 현실과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진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인정하며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제시했던 가정과 선이해 중‘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으로 양가감정을 느낄 것이다’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며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고 한 이현주(2006)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자녀를 언제나 피곤하고 바쁜 존재로 안타깝게 묘사하면서‘효 

규범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이순미와 김혜경(200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자는 돌봄 역할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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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간의 갈등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며느리나 딸 등 다른 가족 돌봄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돌봄 의지와는 다른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내가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 부모로서 자식에게 까지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이 가족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했던 기제가 되었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돌보면서 주위로부터 존경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는데, 특히 이러한 존경의 시선은 남편 돌봄자들이 더 많이 

체험하였다. 이는 오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돌봄 

제공자였기 때문에 부인의 돌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남편의 돌봄은 현실 속에서나 의식 속에서나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시선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위로부터의 격려와 위로를 담은 존경의 시선은 참여자들에게 

돌봄의 힘이 되었으며, 이 역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돌봄의 힘을 얻었다.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낮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친구모임, 치매환자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돌봄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돌봄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통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기도 하고, 

다른 치매환자를 보면서 다행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환자 돌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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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 같은 지지그룹은 Etters, Goodall 과 Harrison(2008)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주요한 힘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와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행위의 내면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영화, 소설, 수기 

등 다양한 자료와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돌봄자의 증가라는 우리나라 

부양현실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주부양자로 고려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돌봄의 긍정적인 측면을 밝혀 냄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돌봄 경험의 의미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호실무, 간호연구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호실무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양의 긍정적인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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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양 

긍정감을 강화 시키기 위한 교육 및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을 부양의 긍정적 측면의 발견이나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부양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구성한다면 부양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긍정적인 부양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돌봄 경험의 부정적 측면으로 신체적 소진을 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돌봄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진 몸을 체험하는 참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따라서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에 치매환자와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행하는 것이 유용하리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돌봄의 힘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들이 치매환자 가족모임이나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돌봄에 대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설이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추후 시설에 모시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돌봄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이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간호연구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해 영화, 소설, 

수기 등 다양한 자료와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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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도모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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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을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의 자료는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을 표현한 소설, 영화, 수기와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을 재가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공자 중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의 배우자이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총 12명을 개별심층면담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체험 자료는 MAXQDA 10 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an Manen이 제시한 생활 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타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주제적 진술은 하나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신체성과 관련된 돌봄 체험은‘낡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주제는‘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친 몸’,‘돌봄의 

일상으로 단련된 몸’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돌봄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로 여기고 있었으며, 돌봄의 

일상이 지속되고 익숙해지면서 단련된 몸으로 체험하였다. 

공간성과 관련된 돌봄 체험은‘희망으로 채워지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주제는‘창살 없는 감옥’,‘승자도 패자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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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행복한 동행의 장소’로 구성되었다. 돌봄 초기와 중기에 

배우자의 문제행동과 배회행동으로 참여자들은 집이라는 공간을‘창살 

없는 감옥’,‘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터’로 체험하였으며, 돌봄 후기에 

이르러서는 집이라는 공간을 배우자와 함께하는‘행복한 동행의 장소’로 

체험하였다. 

시간성과 관련된 돌봄 체험은‘고진감래의 시간’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주제는‘낯섦과 고통의 시간’,‘채움과 비움의 시간’,‘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돌봄 초기에 배우자의 

치매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낯섦과 고통의 시간’을 체험했으며, 

돌봄을 지속하면서 돌봄의 시간을‘채움과 비움의 시간’이라는 배우자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으로 여겼다. 또한 배우자를 돌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실낱 같은 희망의 시간’을 체험하였다. 

관계성과 관련된 돌봄 체험은 가족 관계에서는‘빈 둥지 속 노부부’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는‘몰이해 vs 동병상련’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주제는‘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부모로서의 도리의 

부조화’,‘억눌린 이방인’,‘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천생배필과의 당연한 동행’으로 

체험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미안함과 서운함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겪으며‘부모로서의 도리의 부조화’를 체험하였다.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초라함과 낙인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억눌린 이방인’과 돌봄에 힘이 

되는‘진정한 돌봄의 영웅’으로 체험하였다.  

본 연구는 배우자 돌봄자의 증가라는 우리나라 부양현실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주부양자로 고려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심도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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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노인 

부양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부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을 돌보는 부양 경험을 

긍정적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돌봄 경험의 의미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들 대부분이 재가 돌봄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어서 시설 돌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가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에도 재가에서 배우자 돌봄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결과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돌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돌봄 제공자에게만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돌봄의 다양한 관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연구대상자로 소외되었던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치매환자의 욕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다가 도중에 시설에 입소시킨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시설 입소 과정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과 

입소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설 입소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불균형을 지지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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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본 연구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시 최소한 1회 이상의 면담을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가 수집될 것입니다.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치매환자를 돌본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

용을 읽어보시고 연구 참여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는 이 연구의 모든 과정을 속에서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철저하게 비

밀보장이 이루어질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질문에 응할 것과 면담 내용이 녹음으로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며, 

연구가 끝난 후 녹음 파일이 지워질 것으로 압니다. 

 연구 결과물이 발행되면 나의 이름이 연구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을 압니다. 

 나는 면담하는 동안에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

한 어떠한 조건 없이 내가 원할 때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구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

습니다.  

 나는 이름과 연락처가 2차 면담 일정을 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

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                        

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연구자 : 장혜영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 연구자 연락처 : 010-8783-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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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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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반적 특성 설문지 

 

일반적 특성 

해당 사항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만      세  

3.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이상 

4. 종교  □ 있다    □ 없다 

5. 직업유무    □ 있다     □ 없다  

6. 경제상태    □ 상     □ 중      □ 하 

7. 가족 관계            남       녀  

8.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 현재 귀하가 하루 평균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약      시간 

10. 배우자 연령     만      세 

11. 치매진단 년도:           년  

12. 치매 중증도   □ 초기     □ 중기     □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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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질문 

 

1. 배우자 돌봄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 배우자 분이 치매인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3. 배우자의 치매 진단을 받고 어떠셨습니까? 

4.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배우자를 돌보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6. 배우자를 돌보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 배우자를 돌본 후로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8. 배우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9. 배우자를 돌보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제한점은 무엇입니까?   

10. 배우자를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은 있으신가요?  

11. 배우자를 돌보면서 배운점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신가요? 

12. 돌보기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13. 배우자를 돌보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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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면담 요약지  

 

참여자  면담 회차  

장  소  일     시  

1. 이번 면담에서 참여자의 행동이나 표정, 태도 등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2. 이번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는 무엇인가? 

 

 

 

 

3. 이번 면담을 통해 주요하게 부각되는 주제나 이슈는 무엇인가? 

 

 

 

4. 다음 면담에서 생각해야 할 새로운 질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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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체험 분석에 활용된 문학예술작품 목록 

1.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추창민, 2011 

노트북. 닉 카사베티스, 2004 

아무르. 미하엘 하네케, 2012 

아이리스. 리처드 에어, 2002 

2. 소설 

박민규. (2010). 낮잠. 창비 

박완서. (2006). 환각의 나비. 푸르메 

신경숙. (2008). 엄마를 부탁해. 창비 

앨리스 먼로. (2007). 곰이 산을 넘어오다. 웅진  

3. 수기  

서울특별시치매센터. (2010). 아픔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서울특별시치매센터. (2012). 다시 부르는 희망노래.  

이영교. (2010). 10년간의 아내 간병실화. 혜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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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분석자료 예시 

주제 하위주제 개념 원자료 

 

부모로서  

도리의  

부조화 

 

책임감과 미안함 
자녀에게 미안함 

자식들한테도 짠하게 미안해. 아빠가 부모가 오래오래 살려면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아프면 서로가 고생이고… 

자녀에게 돌봄을 미루고 싶지 

않음  

그도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니그들한테 미루면 

안되지 싶고… 

서운하기 보다 미안함 
미안하지. 서운한 거 없어. 넘 같이 잘 살아가지고 돈 이놈 주고 저놈 주고 뚝뚝 

떼어서 주고 그러고 살았으면 싶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음  
자녀들한테 불만 없어요. 애들이 알까 봐 힘들지. 저 살기도 힘든데 내가 아버지 

이렇다 하면 괜히 또 신경 쓰잖아. 

 

쉽게 접어지지 

않는 돌봄에 

대한 기대  

자식 된 도리를 기대하지 

못함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적에는 금이야 옥이야 기르고 뭐든 정성을 다하는데 결혼을 

해서 자기아들딸한테 뭐하게 되면 부모한테는 멀어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서운함  

난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치매다 걔들 믿고 뭐 너희들한테 

그런 부담주지 않아. 내가 하는 거지. 얘들한테 부담주지 않아. 니들 니들끼리만 잘 

살아라. 나 아들 있다 며느리 있다 뭐 손자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고 뭐 하는 거 

일절 없어. 

괘씸한 마음 자식에 대해 속으로 괘씸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들이 이럴 수 있어? 

무심함이 서운함  
별로 신경들 쓰지를 않더라고. 괜히 나 혼자만 굉장히 괴롭지. 내 생각에는 아들들이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보다 어려움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 남들은 사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들이 더해. 솔직히 남보다 더 어려워. 

들여다보지 않는 게 서운함  
도움이 안 되도 한번이라도 들여다 봐주는 거.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는 다른 건 다 

저기한테 그런 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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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Caring Experience of the Spous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Jang, Hye 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the typical case for childre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o take care of their ill parent in our society. However, the number of 

spouses who care for their husband or wife with dementia has been 

growing with the increase of elderly couple househol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aring 

experience of spouses who provide care to their husband or wife, and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caring 

experiences of spous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developed by Van 

Manen (1990) was us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12 spouses 

aged 65 and over who take care of their demented husband or wife at 

hom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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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actual caring experiences. Also, novels, movies, and memoirs on 

elderly couple with demented partner were looked into for the 

analysis.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AXQDA10 program.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four fundamental existentials including lived body, lived 

space, lived time, and lived others as presented by Van Manen. 

The results show that the essential themes of caring experience of 

the spouse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ere as follows; caring 

experience related lived body has emerged as‘body moving like old 

machines’, and themes were extracted as‘tired body moving 

continuously without rest’and‘trained body from day-to-day 

caring’. Caring experience with regard to lived space was‘slough 

of despond filled with hope’, and themes drawn were‘jail without 

bars’,‘battle without any winners or losers’, and‘happy place to 

live in’. Caring experience in relation to lived time has shown as 

‘time of sweetness after bitterness’. Themes were‘time filled 

with unfamiliarity and pain’,‘time of filling and emptying’, and 

‘time in little hope’. Caring experiences in lived others were 

derived as‘elderly couple in an empty nest’and‘lack of 

understanding vs empathetic feelings’in terms of social and family 

relations. Themes related to lived others were‘natural companion as 

a soul mate’,‘incongruity of parents’duty’,‘stranger with pent-

up feeling’, and‘a true hero in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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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nature of caring experience of spous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can be summarized as‘the road leading to the 

maturation of life with dedication and hope while bearing weight of 

caring on the basis of couple relationship’.  

This study brings up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spouse 

caregivers’experience by analyzing various phenomenological 

materials such a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reflecting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vivid care experience of spous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The results of study will be helpful in designing 

effective interventions for spouse caregivers to support their role 

adaptation an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lives.  

 

Key words: Dementia; Elderly; Spouse; Caring;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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